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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넥스시장의 발전과정과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넥스시장
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넥스시장은 기술력을 보유한 설립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
기 위하여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공모이외에도 사모방식의 상장과 더불어 직상
장 등 다양한 진입방법을 두고 있으며, 시장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다.(한국거래소,
www.krx.co.kr)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출범한 이래 2016년말 현재 상장기업 21개에서 141개로,
시가총액은 4,960억에서 4조 3,000억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코넥스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 규모 역시 2014년 136억원에서 2016년 1,231억원으로, 모험자본의 투자규모는 100
억원에서 7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가 아직 시
장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78%로 코넥스시장 거래 대부분
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기관투자
자와 모험자본의 투자비중이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코넥스시장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첫째, 코넥스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IR)와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코넥스시장의 자본조달 기능 강화와 지분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장외주식시장, K-OTC시장, 코넥스(KONEX)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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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식시장은 기업의 주식과 이에 파생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상장
된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시장을 통해 공개경쟁매매가 이루어지
는 정규시장인 거래소시장과 정규시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외주식시장은 정규시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를 총칭하는 광의의
장외주식시장과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협의의 장외주식
시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6년 대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으며 초기 상장종목은 13개
종목의 주식과 3종목의 건국국채가 있었으며 매매거래방법으로 청산거래와 실물거래
가 있었다.(문성주 외, 2016) 이후 19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4월
“협회등록호가 중개시장”이 개설되면서 최초의 제도화된 장외시장을 통한 주식거래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협회등록호가 중개시장”이 1996년 7월 “코스닥증권시
장”으로 출범하였으며, 2005년 1월 코스닥시장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
라 법적으로 거래소 시장의 지위를 부여받았다.(조영석, 2005)
최초의 제도화된 장외시장인 “협회등록호가 중개시장”이 1996년 7월 “코스닥증권
시장”으로 출범한 이후 벤처기업 열풍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면서 코스닥증권시장
이 실질적인 거래소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등록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규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상장폐지된 기업의 유동성 부여를 위한 장외시장인 ‘제 3시장’이 2003년 3월
개설되었다.1)

2)

제 3시장의 개설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규시장인 거래소시장

과 제도화된 장외시장인 코스닥시장과 제 3시장의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2005년 한
국증권선물거래소의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이 정규시장인 거래소의 지위를 부여받음
에 따라 제도화된 장외시장은 제 3시장의 단일시장 체계가 되었다. 2005년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이 정규시장인 거래소의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비상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프리보드마켓으로 제 3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으나 제 3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여 정규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 제 3시장의
1) 2005년 코스닥시장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는 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법적지위는 장외시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시장은 상장, 코스닥시장은 등록
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2) 제 3시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 및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화된 장외시장으로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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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취소요건을 강행 규정화하고, 소속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월
간거래에 대한 실적기준과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을 실시하였으나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업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4) 이
에 시장운영에 관한 종전 규칙을 2005년 6월 전면 개정하여「장외주식의 호가중개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제 3시장의 시장명칭을 ‘프리보드마켓’으로 변경하게 된
다.
프리보드마켓 출범이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과 프리보드지수 발표(2006.12),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
설 시행 등의 시장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마켓은 거래부진
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
존 증권시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원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
거래소는 2013년 7월 1일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된다.(한국거래소, 2016)5)
우리나라 장외시장은 2003년 3월 제 3시장이 개설된 이후 2005년 프리보드마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프리보드마켓으로서의 기능과 역
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3년 한국거래소는 중소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공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에 특화된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외주식시장
과 코넥스시장의 발전과정과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넥스시장의 발
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6)

3) 제 3시장은 상대매매제도로 인한 거래 불편 및 정규시장에 비해 상장혜택이 적은 점 등의 요인
이 시장부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제 3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모집·매출 절차 없이 발행된 주식의 지정신청제한 철폐,
2002년 지정취소요건의 강행규정화, 2005년에는 지정요건 및 소속부제도 개선, 결제전 매매 도
입, 가격제한폭 축소, 호가단위 세분화 등 의 조치를 취하였다.
5) 코넥스시장의 개설로 인해 제 3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
회에서 운영하는 K-OTC마켓(종전 프리보드마켓)으로 이원화가 되었다.
6)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는 문성주․김홍배․김우수(2016), 김종원(2013)의 방법론과 같이 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황성수(2013), 임병진․최원근(2013) 등의 연구와 같이 시장의
주요제도의 변천사와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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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넥스(KONEX)시장 이전의 장외주식시장 형성기

1. 장외주식시장의 의의와 우리나라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시장(Over-the-Counter Bulletin Bord : OTCBB)이라 함은 광으로는 정규
시장이외에서 공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는 모든 유형의 주식거래를 의미한다.
협의의 장외주식시장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당사자간 상대매매의 형태로 거래되는
주식시장을 말한다.(장국현․조영석, 2006)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4월 증권업협회
내에 “협회등록호가 중개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제도적 장외시장이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7월 “코스닥증권시장”으로 출범한 이후 코스닥시장이 장외주식
에 대한 호가중개시스템시장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코스닥
시장이 벤처기업 열풍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면서 코스닥시장이 실질적인 거래소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여 비제도권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매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규시장의 예비시
장 및 완충시장 역할을 담당할 프리보드마켓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조영석, 2005)
이러한 필요에 의해 ‘호가중개시스템“이 출범하였으며 이후 제 3시장과 프리보드마
켓을 거쳐 현재는 K-OTC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7)
한편, 우리나라 거래소시장의 경우 제 1시장으로서의 유가증권시장(종전 거래소시
장)과 제 2시장의 코스닥시장8)에 이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이전
의 프리보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넥스시장을 2013년 개설하였다. 코넥스시장의
개설로 인해 우리나라 프리보드시장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
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시장(종전의 프리보드마켓)의 체계로 이원화되게 된다.

2. 제 3시장과 프리보드마켓의 출범과 변천과정
7) 호가중개시스템은 이후 제 3시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프리보드마켓으로 시장명칭이 변경되
었다. 이후 프리보드마켓의 시장부진으로 인해 원점에서 중소유망기업을 위한 시장인 코넥스시
장이 한국거래소내에 개설되었으며, 프리보드마켓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이관하여 현재
K-OTC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8) 2005년 통합거래소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의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
로,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시장본부로 재편되었으며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시
장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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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3시장과 프리보드마켓의 변천과정
유형
1999.05
1999.06
1999.08
2000.02
2000.03
제 3시장

2001.01
2001.12
2002.07
2002.09
2005.01
2005.06
2005.06
2005.07
2005.10
2006.12

프리보드마켓

2008.06
2008.07
2009.02
2014.01
2014.06
2014.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 발표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장외거래의 개념 법제화
금융감독위원회,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운영 방안 마련
공시관련 규정과 매매체결방법, 거래대상 주식 지정제도 등
호가중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장외주식호가 중개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한국증권업협회,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제정
제 3시장(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
모집․매출 절차 없이 발행된 주식의 지정신청제한 철폐
증권회사의 매매거래실적보고를 호가중개시스템 운영 중개회사로
이관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 삭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5차 개정)
일반기업과 이관법인으로 소속부 구분, 지정취소 요건을 강행 규정화
공시 불성실 법인 제재 및 월간거래 실적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지정종목의 가격변동 제한폭(기준가 대비 ±50%) 시행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코스닥시장이 담당하던 공시 및 시장조치 업무
‘한국증권업협회’로 이관
지정요건 및 소속부제도 개선(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5차 개정)
일반기업과 이관법인으로 소속부 구분, 지정취소 요건을 강행 규정화
공시 불성실 법인 제재 및 월간거래 실적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시장명칭을 ‘프리보드마켓’으로 변경함
벤처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신규지정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시 주당순자산가치 도입
프리보드 주가지수 발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개정
예비지정제도 도입, 테크노파크 기업부 신설, 투자자분류 세분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선, 신규지정 심사기간 연장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 기업부 시행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증권업협회 업무 포괄 승계
프리보드시장 개편방안 발표
전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를 위한 인프라로 위상 개편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K-OTC시장 출범

주 : 1) 한국금융투자협회 K-OTC시장 연혁 및 각종 법령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통합거래소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코스
닥시장이 상장시장의 지위를 받음에 따라 유일한 제도적 장외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제 3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 규칙을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고 그간 시장에서 거래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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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2005년 7월 시장명칭을 프리보드마켓
으로 변경하게 된다.9) 이와 더불어 프리보드마켓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등 투자자 유인정책과 테크노파크 기업부 신설, 신규지정 심사기간
연장,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 등 시장 안정화 정책 및 프리보드마켓 상장기업에
대한 혜택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마켓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종전의 시장체계
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거래소내에 새로운 제 3시장인 코넥스시장을 2013년 출범
하게 되었으며, 종전의 프리보드마켓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이관되어 K-OTC시장으
로 2014년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코넥스시장의 개설로 인해 우리나라 프리보드시
장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시장의
체계로 이원화되게 된다.

Ⅲ. 코넥스(KONEX)시장의 도입배경 및 거래제도

1. 코넥스(KONEX)시장의 도입배경
장외주식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던 “협회등록호가 중개시장”이 1996년 7월 “코스
닥증권시장”으로 출범한 이후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심사요건
강화와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이 거래소의 지위를 부여 받음에
따라 설립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프리보드 시
장은 지속적인 거래부진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10)
이에 기존 증권시장을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거래소내에 『창업 → 성장 → 회수 및 재투자 → 중소벤처활성화』로 이어지는 중
소·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고 융자 중심에서 모험자본(risk capital)에
기반한 투자방식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된다.(한국거래소, 2016)11) 중소․벤처기업들이
9) 프리보드마켓 출범이전 제 3시장의 투자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사항들의 개선을 위해 결제
전 매매제도 도입, 가격제한폭 축소, 호가단위 세분화, 공시 정보 확대 등 시장의 거래 편리성
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장거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었다.
10) 설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에는 평균 9.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평균 13.3년으로 크게 늘었으며, 프리보드마켓의 경우에는 계속된 거래부진으로
인해 그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한국거래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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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코넥
스시장은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시장 진입방법의 다양화와 진입요건 최소화, 분반기
보고서 면제, 수시공시사항 축소하고, 지배구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사외이
사와 상근감사에 대한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의 용이성을
높였다.12)
이와 더불어 코넥스시장 개설 목적인 모험자본의 선순환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
여 전문투자자 이외에도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엔젤투자자
와 창업투자조합, 벤처캐피탈 등의 코넥스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대량매매제도 및
경매매의 도입, 우회상장 허용 및 합병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분매각과 M&A가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편하였다.13)

2. 코넥스(KONEX)시장의 거래제도
코넥스시장은 투자자들의 거래편의 제고와 매매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매
시간과 매매방법, 휴장과 정지, 공매도의 제한, 청산과 결제, 위탁증거금 등 주요 제
도를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매방식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과 동일한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점과 종전 장외시장이 지속적인 거래부진으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프리보드 시장으로서의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장제도와 시
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넥스시장은 설립초기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공개된 자본시장
에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요건 심사 시 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재무요건을 제외하고 외형요건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시장진입 요건
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였다.14) 지정
11) 코넥스시장의 개설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3개
시장의 체계로 재편 되었다.
12) 제 3시장과 프리보드마켓의 실패요인으로 시장진입 장벽으로 인해 활발한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상장기업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넥스시장은 상장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
추고, 공시 및 지배구조 등 상장유지를 위한 비용 및 경영상의 애로요인을 대거 해소하였다.
13)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코넥스시장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14) 코넥스시장 상장 요건 심사 시 외형요건은 ① 정관 등에 주권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할 것, ④ 중소기업(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⑤ 액면가액의 5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만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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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인은 코넥스시장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상장 신청 시 지정자문인 자격(인수업 인
가)를 갖춘 증권사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규 상장신청이 가
능하다. 지정자문인은 상장관련 업무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부담을 경
감해주며, 상장이후 자본시장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과 조언 및 지도, 공시업무와 신
고대리, 기업 정보생성과 주식의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상장
의무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거래소, www.krx.co.kr)15) 상장방법 역시 공모방
식뿐만 아니라 5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와 신규 자금조달 없이 상장 신청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만을 상장하는 직상장을 허용하고 있다.16) 한국거래소는 창업초
기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위한 특례상장제도와 스타트업기업부를 도입하였다.17) 특
례상장 요건18)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이 가능하며, 특례상장 이후
2사업연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지정하면 된다. 다만 특례상장을 동의한 지정기관투
자자19)의 보유 지분에 대하여 매각제한 의무가 발생하며,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
인 선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가능하다.20)

15) 지정자문인은 기업 후견인 역할 외에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 부실기업 지정자
문인 계약 해지 등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한국거래소, www.krx.co.kr)
16)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절차와 주
식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7) 2015년 7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평가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도입하고, 소속부 구분제를
도입하여 특례상장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부,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8) 특례상장 요건은 ①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지정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 보유 (1
년 이상), ②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확보, ③ 지정기관
투자자의 특례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 동의의 3가지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 특례용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술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이 있다.
19) 지정투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특례상장 대상 기업을 추천하는 기관으로
한국거래소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전문투자자로 2015년 12월말 현재 기술보증기금, 네오플러
스, 대성창업투자, KTB네트웍스 등 22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20) 일반상장 요건 심사를 통해 상장된 기업의 경우 상장 후 ①1년이상 경과, ② 매출액 100억원
이상 및 영업이익 시현,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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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코넥스시장 주요제도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장 관련

․ 상장외형요건 폐지, 지정자문인제도 도입, 공모․사모․직상장
․ 특례상장과 지정기관투자자,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 도입

시장 참여

․ 전문투자자로 시장 참여 제한 및 기본예탁금제도 운영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투자 전용계좌 운영

경매매제도

․ 정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량매매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
한 목적으로 도입

유동성공급자
(LP) 제도

․ 원활한 가격형성을 위해 지정자문인이 해당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호
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

상장혜택

․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주 : 1) 코넥스시장의 이해(한국거래소, 2016)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코넥스시장은 설립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갖춘 투자
자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 제도21)를 운영하는 한편 모험자본의 투자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체계의 지원을 위하여 엔젤투자자와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
캐피탈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적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의무를 면제하여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22) 이와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본예탁금에 대한 규제
와 코넥스펀드의 미활성화로 인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하였다.23)
코넥스시장의 상장방법은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상장유형이 다양하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지분분산이 상장요건에서 제
21)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본예탁금으로 1억원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기본예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2)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기관들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 의무가
면제된다. ①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②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집합투자기구 :창투조합 등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 ④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⑤ 엔젤투자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조의2제1항제2호 가목 8에 해당) ⑥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 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투자일임재산 ⑦ 랩어카운트(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위탁하는 자
23) 금융위원회(2015.7)는 개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를 위한 기본예탁금제도가 제외되는 소액
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하였으며, 소액전용계좌는 개인 당 1계좌만 개설가능하고 연간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며, 투자자 성향평가 결과 고위험 투자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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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됨에 따라 공모 절차없이 직상장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 지분이 집중되어 시장
에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이나 최대주주
등이 대규모 매도를 하는 경우 시장가격에 충격을 주거나 거래체결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이 설립초기 기업인
점을 고려 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M&A에 따른 대주주의 보유물량의 신속한
매도를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도입된 제도가 경매매이
다.24) 경매매는 매도가 복수인 경우 공개매수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공개
매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량매매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매매를 활용하
기 위하여 매도가 단수, 즉 1인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25)
종전 장외주식시장의 경우 유동성부족이 시장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다만,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 전문시장으로 유동성부족과 큰 폭의 호가스프레드가 예상되어 유동
성공급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지정자문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최소한의 유동성공급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유동성공급자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였다.26) 코넥스시장의 경우 14:30까지 시장에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면 유동성공급자는 10분 이내에 LP호가를 매수·매도 양방향
으로 제출해야 한다. LP의 최소호가수량은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이상이어야 하고 호가금액(호가수량×호가금액)은 최소 1백만원이상, 매
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여야 한다.27)
24) 경매매는 국고채 입찰 시 적용되는 거래방법으로 증권의 매매시 매수(매도) 중 일방은 단수이
고 상대방은 다수일 경우 적용되는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25) 코넥스시장에 적용되는 경매매는 국고채 경매매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며, 정규시장의 가격왜곡
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매 신청 시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로 최저입찰가격을 제한하고, 대량
주식 매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저 매도희망 수량을 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매매
의 매매호가는 정규시장 개장이전인 시간외시장(07:30～08:30)에 접수하며, 매매체결은 08:30
에 이루어진다. 경매매의 호가현황은 시장의 과열과 시세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
는다.
26)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이 ① 1%를 초과(상장주식수 대비)하는
경우, ②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③ 주가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최
근 3거래일간 40% 이상인 경우 코넥스시장의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공급호가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27) 최소호가수량은 100주 이상이어야 하며, LP호가 스프레드비율은 ‘(LP매도호가 - LP매수호
가)/LP매수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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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장내시장에 대한 거래세율을 유가증권 및 코
스닥시장과 동일한 0.3%의 세율을 적용하며, 개인 소액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적용 등 세
제지원 혜택과 더불어 모험자본의 투자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지원을 위하여
벤처캐피탈이 코넥스시장 상장 2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조합 출자금의
20%이내에서만 투자하도록 한 투자제한 적용을 배제 하는 등 시장 활성화 지원방안
을 시행하고 있다.

Ⅳ. 코넥스(KONEX)시장의 시장현황

1. 코넥스(KONEX)시장의 상장기업 현황
코넥스시장이 2013년 7월 21개의 상장기업으로 출범한지 약 3년여가 경과한 2016
년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141개로 시장 출범 시에 비해 상장기업의 수
가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 역시 약 496억원에 43,000억원이상으로 성장하
였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시장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20억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출범 목적인 중소기업 전용시장에 부합하는 설립초기 기
업들이 주로 상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장기업 평균 주가의 경우 2013년
개설당시 5,893원에서 2016년말 7,275원으로 증가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 역시 시장 개설초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코넥스
시장에 상장기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상장폐지되는 기
업 역시 2014년 이후 매년 상장 기업 대비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위험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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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넥스시장 연도별 상장기업 분포 현황
단위 : 개, 천주, 천원, 원

구분
회사수(개)

2013년 7월
21

신규상장(개)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45

71

108

141

24

34

49

50

8

12

17

상장주식수(천주)

상장폐지(개)
84,243

183,812

295,262

479,903

592,100

자본금총액(천원)

44,480,921

91,905,861

150,365,733

237,869,256

285,662,520

시가총액(천원)

496,413,632

923,433,086

1,425,228,573

3,947,084,040

4,307,750,814

평균자본금(천원)

2,118,139

2,042,352

2,117,827

2,202,493

2,025,975

평균시가총액(천원)

23,638,744

20,520,735

20,073,642

36,547,074

30,551,424

5,893

5,024

4,827

8,225

7,275

평균주가(원)

주 : 1)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연도별 상장현황을 참조하여 작성함.
주 : 2) 코넥스시장은 2013.7월 개장하였음.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재무현황(2015년 결산기준)을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전체 128개 기업 중 77개로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8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역시
100억 미만이 35개(27.3%), 100억이상 200억미만이 40개(31.3%)로 전체의 58.6%인
75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상장기업 중 18.8%인 24개 기업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04개 기업중 10억미만의 당
기순이익을 달성한 기업이 가장 많은 56개사로 전체 128개 상장기업 중 43.8%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코넥스상장 기업들의 규모가 적
고 이익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익수준이 미미한 설립초기
기업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이나 투자자들의 관점
에서는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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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 재무현황
단위 : 개, %

구분
자산
총액
매출액
당기
순이익

100억미만 100-200억 200-300억 300-400억 400-500억 500억이상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구분
기업수
비중

34
26.6%
35
27.3%
순손실
24
18.8%

43
21
14
33.6%
16.4%
10.9%
40
23
11
31.3%
18.0%
8.6%
10억미만
10-20억
56
32
43.8%
25.0%

8
6.3%
5
3.95
20-30억
9
7.0%

8
6.3%
14
10.9%
30억이상
7
5.5%

주 : 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의 이해(2016)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주 : 2) 자산, 매출, 당기순이익은 2015년 결산 기준임.

한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형(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28개 기
업 중 벤처 및 이노비즈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이 68개사, 벤처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각각 32개 및 11개이며 일반기업은 17개(13.3)로 나타나, 코넥스시장의
설립목적인 창업초기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
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 유형 분류
단위 : 개, %

구분
기업수
비중

벤처&이노비즈
68
53.1%

벤처
32
25.0%

이노비즈
11
8.6%

일반
17
13.3%

계
128
100%

주 : 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의 이해(2016)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주 : 2) 상장기업 유형분류는 한국거래소의 분류기준이며, 2015년 128개사 기준임.
주 : 3) 벤처 :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
중이 일정기준 충족) 기업으로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에 비해 업력이 짧음.
주 : 4) 이노비즈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사업화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코넥스시장이 2013년 개설된 이래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기업은 2014년 6
개, 2015년 8개 2016년 11개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넥스시장 개설 이래 누
적 이전 상장기업은 총 25개이다. 2016년 기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11개 기업의 업종은 IT 6개(55%), 바이오 3개(27%), 음식료 2개(18%)이며,
이전방식은 신속이전 4개(37%), SPAC 합병 3개(27%), 기술특례 3개(27%), 일반상장
1개(9%)이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IPO를 통해 자본조달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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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2014년 628억원에서 2016년 1,02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업체별 평균조달 금
액 역시 2014년 105억원에서 2015년 114억원 2016년 12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및 자본조달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이전상장 기업수
IPO금액
평균 IPO금액

2014년
6
628억원
105억

2015년

2016년

8
915억원
114억

누적

11
1,029억
129억

25
2,572억
103억

주 : 1)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보도자료(2016.12)를 재구성하였음.

코넥스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실적의 경우 2013년 6개사에서 2016년 42개사로, 자
본조달 규모의 경우 2013년 136억원에서 2016년 1,231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평균 자금조달 규모 역시 22.6억에서 29.3억으로 증가하였
다. 자본조달 기업 및 규모가 가장 큰 2016년의 경우 자본조달 방식이 유상증자 995
억(75%), 전환사채(CB) 316억(24%),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억(1%)로 나타나 시
장개설 초기 유상증자에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본조달 방식이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7>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자금조달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기업 수
평균 자금조달 규모

2013년
136억
6개
22.6억

2014년
679억
21개
32.3억

2015년
903억
24개
37.6억

2016년
1,231억
42개
29.3억

누적
2,949억
93개
31.7억

주 : 1)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보도자료(2016.12)를 재구성하였음.

코넥스시장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투자규모는 2013년 100억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의 경우 707억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상장기업
규모가 45개사에서 141개사로 약 3.1배 증가한 점을 고려 시 상장기업의 증가속도보
다 모험자본의 투자규모 확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IR(투자설명회) 역시 2013년 53건에서 2016년 250건으
로 5배가량 증가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IR활동 역시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정보 제공확대를 통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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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KRP를 34건 발행한데 이어 2016년 86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8)
<표 8> 코넥스시장 모험자금 투자규모 및 투자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개, 천주, 천원,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

상장기업 현황

45개

71개

108개

141개

-

VC 투자금액

100억

471억

349억

707억

1,627억

IR 개최건수

53

120건

158건

250건

581건

주 : 1)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보도자료(2016.12)를 재구성하였음.
주 : 2) 연도별 상장기업 현황은 매년말 기준 상장 기업 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볼 때 코넥스시장은 2013년 25개사로 개설 이후 2013년
말 45개 상장기업, 시가총액 923억원에서 2016년말 141개사 약 4조 3000천억원으로
외적성장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규모 136억에서 1,231억, 모험자본 투
자 규모는 100억원에서 707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2014년 6개에서 2016년
11개사로 질적 성장 역시 이루어져 코넥스시장의 출범 목적인 설립초기 중소․벤처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
지원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가 총액이 높고 기업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되는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코
넥스시장의 기업들의 외형적 규모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코넥스(KONEX)시장의 거래 현황
코넥스시장은 2013년 개설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말 현재 전
체 거래량 규모는 2013년의 약 6배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증대를 위해 2015.7월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이후 2014년에 비해 거래량이 3배 이
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의 경우 시장 초기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율
이 40%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은 78.95%로 개인투자자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거래량 증가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넥스
28) Konex Research Project(KRP) :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
여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에게 기업분석 보고서의 발행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2015년 하반
기부터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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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투자위험을 고려 시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모험자본의 선투자 순환구조보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표 9> 코넥스시장 투자자 유형별 거래량 및 거래비율
단위 : 천주, %

투자자유형
금융투자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기타외국인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래규모 비중 거래규모 비중 거래규모 비중 거래규모 비중
601 3.99
1,642 6.80
5,105 6.76
5,681 5.79
2,807 18.64
1,677 6.95
2,747 3.64
2,399 2.45
2,232 14.83
865 3.58
1,315 1.74
2,699 2.75
64 0.08
6 0.01
313 2.08
459 1.90
1,477 1.95
1,636 1.67
47 0.05
91 0.12
260 0.26
857 5.69
2,597 10.76
7,208 9.54
6,772 6.91
8,152 54.15
16,580 68.68
56,701 75.05
77,419 78.95
91 0.60
177 0.73
610 0.81
787 0.80
2 0.01
143 0.59
230 0.31
359 0.37
15,055
100
24,140
100
75,549
100
98,065
100

주 : 1)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투자자별 거래현황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주 : 2) 투자자 유형별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의 합계임,

코넥스시장의 월별 누적거래량 및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시장개설 초
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거래소(2016)는 코넥스시장의 전
체 거래량의 증가 추세를 시장활성화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나, 상장기업의 증가
추세를 고려 시 실제 시장의 거래규모는 아직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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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코넥스시장 월별 거래실적 현황
단위 : 천주,백만원,%

년/월

회사수

2013/07
2013/09
2013/12
2014/03
2014/06
2014/09
2014/12
2015/03
2015/06
2015/09
2015/12
2016/03
2016/06
2016/09
2016/12

21
24
45
48
55
62
71
72
81
89
108
113
124
132
141

거래량(천주)
월누적 일평균
1,634
484
1,754
802
910
543
1,574
3,444
4,091
2,739
3,974
5,050
5,238
2,863
3,831

71
27
88
38
48
29
75
157
186
137
189
230
249
151
182

거래대금(백만원)
월누적 일평균
10,065
4,007
10,475
4,589
8,421
4,871
14,202
33,096
57,791
29,525
50,791
83,165
64,680
34,030
33,161

438
223
524
219
443
256
676
1,504
2,627
1,476
2,419
3,780
3,080
1,791
1,579

상장주식
회전율

시가총액
회전율

1.94
0.54
1.14
0.41
0.42
0.21
0.58
1.13
1.21
0.68
0.91
1.01
0.94
0.48
0.66

2.16
0.74
1.39
0.47
0.73
0.36
0.99
1.81
1.98
0.76
1.44
1.81
1.27
0.66
0.79

주 : 1)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시가총액별 상장분포현황을 참조하여 작성함.
주 : 2) 회사수, 거래량, 거래대금, 회전율은 분기별 누적이 아닌 해당월의 실적임.

코넥스시장이 개설된 2013년 7월의 누적거래량은 1,34천주, 일평균 거래량은 71천
주(누적 거래대금은 10,065백만원, 일평균 거래대금 438백만원)에서 2016년 12월에
는 누적거래량 3,831천주, 일평균 거래량은 182천주(누적거래대금 33,161백만원, 일
평균 거래대금 1,579백만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2013년 7월 21개에서 2016년 12월은 14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장주식회전
율은 1.94에서 0.66으로 시가총액 회전율은 2.16에서 0.79로 하락하였다. 즉, 코넥스
시장의 전체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시장 개설초기에 증가하였으나 개별 기업들에 대
한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코넥스(KONEX)시장과 K-OTC시장 시장현황 비교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 내 제 3시장으로 분류되며, K-OTC시장은 한국금융투자
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분류된다.29)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 모두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이전인 프리보드 시장이라는
점에서 양시장의 성격은 제 3시장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코넥스시장 입장에서는
29) 한국거래소 내 시장은 제 1시장인 유가증권시장, 제 2시장인 코스닥증권시장, 제 3시장인 코
넥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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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을 우량기업의 상장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할 또 다른 시장으로 접근
해야 할 것이다.(김성태, 2014)30)
2016년말 현재 K-OTC시장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상장기업
의 수는 K-OTC시장이 138개, 코넥스시장은 141개로 유사한 수준이나 발행주식수,
자본금, 시가총액은 K-OTC시장이 3,300,726천주, 4,521,150백만원, 10,755,795백만
원, 코넥스시장은 592,100천주, 285,663백만원, 4,307,751백만원으로 K-OTC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규모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자본규모 및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주가는
K-OTC시장이 3,259원에 불과한 반면 코넥스시장은 7,275원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
된 기업의 평균주가가 2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는 K-OTC시장
이 코넥스시장에 비해 월등이 큰 기업들로 구성된 반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코넥스시
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 상장기업 및 거래현황 비교
단위 : 개, 천주, 백만원, 원, 배

기업 현황

기업 평균

거래 현황

구 분
기업수(개)
발행주식수(천주)
자본금(백만원)
시가총액(백만원)
평균자본금(백만원)
평균시가총액(백만원)
평균주가(원)
누적거래량(천주)
일평균거래량(천주)
누적거래대금(백만원)
일평균거래대금(백만원)

K-OTC

138
3,300,726
4,521,150
10,755,795
32,762
77,941
3,259
273,973
1,114
159,060
647

KONEX
141

592,100
285,663
4,307,751
2,026
30,551
7,275
48,909
199
606,921
2,467

주 : 1)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의회의 시장현황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주 : 2) 상장기업 및 거래현황은 2016년 기준임.

이에 비해 누적거래량 및 일평균거래량은 K-OTC시장이 코넥스시장에 비해 약 5
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의 경우 평균주가가 높은 코넥스시장의 거래
30)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2014)는 장외시장의 주식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리보드 시장을 개편하여 모
든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가능한 K-OTC시장을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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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규모가 누적 및 일평균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발행주식수와 평균주가 수준을 고
려 시 K-OTC시장와 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유사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평균주가가 높은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회전율이 K-OTC시장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주가형성 수준이 K-OTC시장에 비
해 높은 반면 거래 활성화정도는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Ⅴ. 결 론
코넥스시장 이전의 장외주식시장(제 3시장 및 프리보드마켓)은 출범목적과 달리
상대매매제도로 인한 거래의 불편과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상장혜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과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음에 따라 장외시장으로의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종전의 시장체계로는 한계가 있
다고 판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공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코넥스시장을 2013년 개설하게 되었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시장 진입방
법의 다양화와 진입요건 최소화, 공시의무 경감(수시공시 대상 축소, 분기 및 반기보
고서 면제), 지배구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사외이사와 상근감사에 대한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의 용이성을 높이고 투자자 불편해소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거래제도를 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엔젤투자자와 창업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등의 코넥스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대량매매제도 및 경매매의
도입, 우회상장 허용 및 합병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분매각과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전용계좌와 유동성
공급자, 지정자문인, 특례상장제도 및 신속이전상장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13년 7월 상장기업 21개, 시가총액 4,960억으로 출범한 코넥스시장은
2016년말 현재 상장기업 141개, 4조 3000억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상장기업 중
124개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시장출범 목적인 중소벤
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코넥스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 역
시 2014년 136억원에서 2016년 1,231억원으로 모험자본의 투자규모는 100억원에서
70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25개 기업이 이전상장하여 모험
자본의 선순환 투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 역시 안착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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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가 아직 시장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78%로 코넥스시장 거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기관투자자와 모험자본의 투자비
중이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코넥스시장이 종전 장외주식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
해서는 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모험자본의 투자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장우 외(2014), 한국거래소(2015), 이보미(2016) 등의 연구결과 코넥스시장에서 코
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의 주가상승률이 유사한 규모의 코스닥기업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확대와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IR)과 투
자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매년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10% 이상의 기업
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고 있다. 이는 프리보드시장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긍
정적이나 코넥스시장에 잔류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모와 성장성이 낮은 기업들
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량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141개로 K-OTC시장 상장기업 138개에 비해 다소 많은
수준이나 상장 주식수는 K-OTC시장이 코넥스시장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주식 유동성 확보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의
자본조달 기능 강화와 지분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개인투자자 중심시장에서 탈피하고 시장 출범 목적인 모험자본의 선순환 투
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과 기관투
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94 -

황성수

코넥스(KONEX) 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ow.go.kr).
김성태 (2014). 코넥스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상장승인 평가가액을 중심으
로. 무역연구. 제10권 1호. 한국무역연구원, 699-7222.
김종원 (2013). 한국 보험산업의 발전사적 고찰. 경영사학. 제28집 제2호, 79-102.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 (2014). 보도자료 :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
안
금융위원회 (2015). 보도자료 :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규제 완화 및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문성주·김홍배·김우수 (2016). 한·중 증권시장 발전사의 비교분석. 경영사학, 제31집
4호, 25-47.
이보미 (2016). 코넥스시장의 성장과 상장기업에 대한 고찰. 금융포커스. 제 24권 18호.
한국금융연구원, 12-13.
이장우·홍재범·정희준 (2014).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코넥스 활성화 방안. 한국증권
학회지. 제 43권 1호, 305-325.
장국현․조영석 (2006). 프리보드시장의 거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 19권
6호, 2545-2570.
조영석 (2005). 우리나라 장외주식시장(제3시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 18권
3호, 899-923.
임병진·최원근 (2013).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사
학, 제28집 1호, 127-145.
한국거래소 (2015). 코넥스시장 현황 및 향후 계획.
(2016 a). 코넥스시장의 이해.
(2016 b). 보도자료 : 2016년 코넥스시장,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큐베이터시
장으로 성장.
(http://www.krx.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황성수 (2014).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경영사
학, 제29집 4호, 27-46.

- 95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75~96

The Review on the History and Vitalization of the
KONEX(Korea New Exchang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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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ajor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ONEX market. KONEX, as a market where only SMEs
can be listed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inor Enterprises, is specialized
for the early SMEs. To promote the growth of SMEs with technological potentials, SMEs
are allowed to enter the market in various ways including public offerings, private
placements and direct listing, , being applied with lowered entry criteria.(KRX,
www.krx.co.kr)
Since the establish of the KONEX market in July 2013, as of the end of 2016,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increased from 21 to 141 and market value increased from
496billion won to 4,300billion won. In the case of the amount of financing through
the KONEX market increased from 13.6billion won to 123.1billion won, and th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grew from 10billion won to 70.7billion won. However,
the daily average trading volume and trading value are still low compared to the market
size, and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s very high at 78%. This means that
the liquidity of the market is low and the propor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s is weak.
For a balanced development and vitalization of the KONEX market should be made
to compensate for the following : First, Expansion of IR and investment information
for KONEX listed companies. Second, Increasing IPO of the KONEX market of excellent
companies. Third, Enhance of financing fun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quity
distribution. Finally, Improved taxation and regulation on venture capit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Key Words> Over-the-Counter Bulletin Bord, K-OTC Market, KONEX(Korea New
Exchang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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