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 1 of 2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대외 업무부(202) 418-5080 
3 라파엩 센터  

1155 21st Street, NW 

워싱톤, 디씨 20581   
www.cftc.gov 

 

공식 발표: 5666-09 

발표 예정일: June 9, 2009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가 캘리포니아 소재 SNC 자산 관리 회사, SNC 투자 

회사,  최고 경영 책임자인 피터 C. 손과 최고 재무 책임자인 진 K. 정을 상대로  

8 천 5 백만불 외환 거래 폰지 피라미드 사기 조작에 대해 고소하다. 

 

피고인들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지역사회를 겨냥했다. 

 

워싱톤, 디씨-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  SNC 자산 관리 회사(SNC 자산)와 SNC 투자 회사 (SNC 투자)- 이 두 

회사 다 캘리포니아주 플래샌튼에 소재하며 (합쳐서 SNC 라 함) - 최고 경영 

책임자인 피터 C. 손과 최고 재무 책임자인 진 K. 정을, 약 500 의 고객들을 

상대로 8 천 5 백만불 외환 거래(forex) 폰지 피라미드 사기조작을 운영한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자산을 동결하고 피고인들의 서류를 보관하는 긴급금지명령을 

하였고, 6 월 22 일에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에 대해 

법정증언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다.  

  

오늘 제출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소장은,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다른고객들한테 지불하는데 썼고,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으로 썼음을 

고소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횡령과 거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사기 

권유와 거짓 서류를 발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법원에 주장되었듯이, 피고인들은 

갑자기 사업운영을 중단하고, 손과 정은 사라졌다.  

  

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시행부서의 디렉터 스티븐 J. 오비씨는, “이것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공통 목적을 가진 그룹들을 겨냥한 사기성 투자계획의 교활한 

성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개인적 관계를 토대로, 사람들은 피땀흘려 번 

돈을 투자라는 명목하에 내놓도록 속임을 당했고, 자신들이 대규모의 외환 

거래(forex) 사기조작의 희생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지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는 이런 조작극이 발견되는 즉시 빨리 조치를 취해 

사기계획을 막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며, 사기꾼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려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2000 년부터, 피고인들인 손과 정이 거주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피고인들은 사기로 투자멤버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외환거래인들이라 속이고, 연간 

50%의 수익기록을 선전을 하고 다니며 2-3%의 월수익을 보장하였다. 

권유홍보자료에는 SNC 가 이 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외환거래회사라고 자랑했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매달 피고인들은 그들이 약속하였던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는 
계좌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새로운 자금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가장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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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운영된 해에는, 피고인들은 약 2 천 2 백만불의 새로운 자금을 
받아들였고, 문을 닫기 바로 직전까지도 수백만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객들을 위하여 적은 양의 거래밖에 관여하지 않아보였고, 
그들이 실제로 거래한 양조차도 이익은 없었다. 그대신, 피고인들은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을 고객들의 수익과 원금을 지불하는데 썼고, 손의 고가주택의 모게지 지불 등을 
포함한 자신들의 개인비용 지불에 썼으며,구제 피고인에게 돈을 쏟아부었고, 
SNC 투자자금의 자본규제를 맞추는데 사용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소장은 또한 CFTC 에 등록된 선물 중개회사인 

SNC 투자회사를 상대로, 최저순익자본 규제위반과 자신들의 자본미달통지를 

보류한 혐의로 고소한다. 
 
구제피고인 앤 리, 피터 손의 부인이 지명됨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소장은 앤 리를 구제피고인으로 지명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SNC 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앤 리는 손의 부인이다.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의 소송을 통하여,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는 손해배상, 

부정이익배상, 민사벌금과 더 나아가 앞으로 연방상품법 위반과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게 하는 영구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한다.  
 
어제, 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소재한 연방법원에 연방범죄혐의로 출두했다. 
미국 증권과 거래위원회는 오늘 별개의 소송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의 시행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 수사국, 

북가주 지역 연방검찰청,미국 선물 협회, 덴마크 금융 감독 당국(Finanstilsynet)과 

스웨덴 금융 감독 당국(Finansinspektionen)의 도움을 감사드린다. 
 
이 케이스는 다음의 시행부 직원들의 책임하에 있다: 그레첸 L. 로우, 루크 마쉬, 토예 
올라린데, 케라 무차와 미쉘 부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