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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요

□ ’ 22.6.17.(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
ㅇ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
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❶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서울대 정준혁 교수 발제)
❷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연세대 김유성 교수 발제)
❸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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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6.17.(금) 14:30～17:1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분
개 회

시간
14:30~14:45 ㅇ (축

내용
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15:10~15:35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
15:35~16:00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사 회)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토론자)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16:10~17:10
-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어준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14:45~15:10

주 제
발 표

패 널
토 론

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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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
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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