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1장 증권 및 선물조례 」
최종 개정일 : 2016년 09월 01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증권 선물시장 및 증
권선물업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과 선물시장 및 증권선물업과 관
련된 활동에 관한 법률, 증권 및 선물과 관련된 기타 사업에 관
한 법률,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대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7장
40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증권 및 선물과 관련된 사무
감찰위원회, 거래소 회사, 결산소, 거래소통제인, 투자자 배상회
사에 관한 규정하고 중개인의 자격 및 고객자산 등과 증권 및 선
물과 관련된 심사재판서, 시장의 부당행위와 범죄행위에 관한 내
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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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1章 詳題

제571장 제목

第I部 導言

제I부 서언

第II部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제II부 증권 및 선물사무감찰위원
회
第II部第1分部 證監會

제II부 제1관 증감회

第II部第2分部 會計及財務安排

제II부 제2관 회계 및 재무의 안
배

第III部 交易所公司、結算所、交 제III부 거래소회사, 결산소, 거래
易所控制人、投資者賠償公司及自 소 통제인, 투자자배상회사 및 자
動化交易服務

동화

第III部第1分部 釋義

제III부 제1관 해석

第III部第2分部 交易所公司

제III부 제2관 거래소회사

第III部第3分部 結算所

제III부 제3관 결산소

第III部第4分部 交易所控制人

제III부 제4관 거래소 통제인

第III部第5分部 投資者賠償公司

제III부 제5관 투자자배상회사

第III部第6分部 一般條文─交易所 제III부 제6관 일반 조문-거래소
公司、結算所、交易所控制人及投 회사, 결산소, 거래소통제인 및 투
資者賠償公司

자자배상회사

第III部第7分部 自動化交易服務

제III부 제7관 자동화거래서비스

第IIIA部 場外衍生工具交易

제IIIA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第IIIA部第1分部 釋義

제IIIA부 제1관 해석

第IIIA部第2分部 匯報、結算、交 제IIIA부 제2관 보고, 결산, 거래
및 등록기록책임

易及備存紀錄責任

第IIIA部第3分部 中央對手方及交 제IIIA부 제3관 중앙 거래상대방
易平台的指定

및 거래플랫폼의 지정

第IIIA部第5分部 系統重要參與者

제IIIA부 제5관 시스템의 주요 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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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IV部 投資要約

제IV부 투자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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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IV부 제3관 기타 조문
제V부 허가증의 발급 및 등록

第V部 發牌及註冊

第VI部 關乎中介人的資本規定、客 제VI부 중개인에 관한 자본 규정,
戶資產、紀錄及審計

고객자산, 기록 및 회계감사

第VI部第1分部 釋義

제VI부 제1관 해석

第VI部第2分部 資本規定

제VI부 제2관 자본 규정

第VI部第3分部 客戶資產

제VI부 제3관 고객 자산

第VI部第4分部 紀錄

제VI부 제4관 기록

第VI部第5分部 審計

제VI부 제5관 회계감사

第VI部第6分部 雜項規定

제VI부 제6관 기타 조문

第VII部 中介人的業務操守等

제VII부 중개인의 업무자격 등

第VII部第1分部 釋義

제VII부 제1관 해석

第VII部第2分部 業務操守

제VII부 제2관 업무 자격

第VII部第3分部 對賣空的限制等

제VII부 제3관 공매도에 대한 제

第VII部第4分部 其他規定

한 등

第VII部第5分部 雜項條文

제VII부 제4관 기타 규정
제VII부 제5관 기타 조문

第VIII部 監管及調查

제VIII부 감독관리와 조사

第VIII部第1分部 釋義

제VIII부 제1관 해석

第VIII部第2分部 要求資料的權力 제VIII부 제2관 자료 요청의 권한
등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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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VIII部第3分部 證監會的調查權 제VIII부 제3관 증감회의 조사권
한

力*

第VIII部第3A分部 金融管理專員的 제VIII부 제3A관 금융관리전문인
調查權力

원의 조사권한

第VIII部第4分部 雜項條文

제VIII부 제4관 기타 조문

第IX部 紀律等

제IX부 기율 등

第IX部第1分部 釋義

제IX부 제1관 해석

第IX部第2分部 由證監會採取的紀 제IX부 제2관 증감회가 취하는 기
율행동

律行動*

第IX部第3分部 關乎第2分部的雜項 제IX부 제3관 제2관에 관한 기타
사항

條文*

第IX部第4分部 由金融管理專員採 제IX부 제4관 금융관리전문인원이
취하는 기율행동

取的紀律行動

第IX部第5分部 關乎第4分部的雜項 제IX부 제5관 제4부분에 관한 기
條文

타 조문

第X部 干預的權力及法律程序

제X부 간여의 권한 및 법률절차

第X部第1分部 干預的權力

제X부 제1관 간여의 권한

第X部第2分部 其他權力及法律程序 제X부 제2관 기타 권한 및 법률
절차
第XI部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제XI부 증권 및 선물사무 상소 심

第XI部第1分部 釋義

사재판처

第XI部第2分部 證券及期貨事務上 제XI부 제1관 해석
訴審裁處

제XI부 제2관 증권 및 선물사무상

第XI部第3分部 上訴

소심사재판처

第XI部第4分部 雜項條文

제XI부 제3관 상소
제XI부 제4관 기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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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XII部 對投資者的賠償

제XII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

第XIII部 市場失當行為審裁處

제XIII부 시장부당행위 심사재판처

第XIII部第1分部 釋義

제XIII부 제1관 해석

第XIII部第2分部 市場失當行為審 제XIII부 제2관 시장부당행위 심
裁處

사재판처

第XIII部第3分部 上訴等

제XIII부 제3관 상소 등

第XIII部第4分部 內幕交易

제XIII부 제4관 내부 거래

第XIII部第5分部 其他市場失當行 제XIII부 제5관 기타 시장 부당행
為

위

第XIII部第6分部 雜項條文

제XIII부 제6관 기타 조문

第XIV部 關於證券及期貨合約交易 제XIV부 증권 및 선물에 관한 계
等的罪行

약거래 등의 범죄행위

第XIV部第1分部 釋義

제XIV부 제1관 해석

第XIV部第2分部 內幕交易罪

제XIV부 제2관 내부 거래죄

第XIV部第3分部 其他市場失當行為 제XIV부 제3관 기타 시장 부당
的罪行

범죄행위

第XIV部第4分部 其他罪行

제XIV부 제4관 기타 범죄행위

第XIV部第5分部 雜項條文

제XIV부 제5관 기타 조문

第XIVA部 披露內幕消息

제XIVA부 내부정보의 공개

第XIVA部第1分部 釋義

제XIVA부 제1관 해석

第XIVA部第2分部 披露內幕消息

제XIVA부 제2관 내부정보의 공개

第XIVA部第3分部 關於披露的市場 제XIVA부 제3관 공개한 시장 부
당행위의 심사재판처 청문 절차

失當行為審裁處研訊程序

第XIVA部第4分部 違反披露規定的 제XIVA부 제4관 공개 규정의 위
반에 관한 민사적 법률 책임

民事法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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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XV部 權益披露

제XV부 이익의 공개

第XV部第1分部 導言

제XV부 제1관 서언

第XV部第2分部 須具報權益及淡倉 제XV부 제2관 보고해야 하는 이
익 및 매각의 공개

的披露

第XV部第3分部 須具報或無須理會 제XV부 제3관 보고해야 하거나
的權益及淡倉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및 매각

第XV部第4分部 作出具報的規定

제XV부 제4관 보고에 관한 규정

第XV部第5分部 上市法團調查擁有 제XV부 제5관 상장법인의 소유권
權的權力

조사에 관한 권한

第XV部第6分部 備存登記冊

제XV부 제6관 등록부의 보존

第XV部第7分部 披露董事及最高行 제XV부 제7관 이사 및 최고 행정
인원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 및 매

政人員擁有的權益及淡倉

第XV部第8分部 須由董事及最高行 각의 공개
政人員具報或無須理會的權益及淡 제XV부 제8관 이사 및 최고행정
인원이 보고하거나 하지 않아도

倉

第XV部第9分部 董事及最高行政人 되는 이익 및 매각
제XV부 제9관 이사 및 최고행정

員 作出具報的規定

第XV部第10分部 董事及最高行政人 인원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XV부 제10관 이사 및 최고행정

員權益及淡倉登記冊的備存

第XV部第11分部 調查上巿法團的擁 인원의 이익 및 매각등기부의 보
존

有權的權力

第XV部第12分部 向股份等施加限制 제XV부 제11관 상장법인의 소유
的命令

권 조사의 권한

第XV部第13分部 雜項條文

제XV부 제12관 주식 등에 대한
제재 등의 명령
제XV부 제13관 기타 조문
제XVI부 기타 조문

第XVI部 雜項條文

第XVI部第1分部 保密(一般規定)、 제XVI부 제1관 비밀의 엄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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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이익의 충돌 및 법률책임

利益衝突及豁免承擔法律責任*

第XVI部第1A分部 關於金融管理專 부담의 면제
員根據指明條文行使職能的保密事 제XVI부 제1A관 금융관리전문인
원의 지정 조문에 근거한 직능의

宜等

第XVI部第2分部 關於法律程序及罪 행사에 관한 비밀의 엄수 등
제XVI부 제2관 법률절차 및 범죄

行的一般條文

第XVI部第3分部 訂立規則、守則或 행위
指引等的權力

제XVI부 제3관 규칙, 수칙 또는

第XVI部第4分部 雜項條文

색인 등의 제정에 관한 권한
제XVI부 제4관 기타 조문

第XVII部 廢除及有關條文

제XVII부 폐지 및 유관조문

附表1 釋義及一般條文

첨부1 해석 및 일반 조문

附表2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첨부2 증권 및 선물사무감찰위원

附表3 交易所、結算所及交易所控 회
制人

첨부3 거래소, 결산소 및 거래소

附表4 投資要約

통제인

附表5 受規管活動

첨부4 투자의 제시

附表6 指明稱銜

첨부5 규제 대상 활동

附表7 本條例第175條所指由進行第 첨부6 특별 명칭
1、4或6類受規管活動的中介人或代 첨부7 이 조례 제175조가 가리키
表提出的要約

는 제1, 4 또는 6의 규제 대상 활

附表8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동의 중개인 또는 대표가 제출해

附表9 市場失當行為審裁處

야하는 요청

附表10 保留、過渡性、相應及有關 첨부8 증권 및 선물사무상소심사
재판처

條文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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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9 시장 부당행위 심사재판처
첨부10 보류성, 경과성, 상응하는
관련 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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