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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Vulture fund)’ 혹은 ‘행동주의 펀드(Activist

영체제를 확립하려던 삼성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

fund)’로 불리는 엘리엇 펀드(Elliott Associate)와 한국 최대

을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관

재벌인 삼성그룹 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엘리엇

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은 외국의

은 지난 6월 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확보하며 3대 주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에

주로 떠오른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기

개입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고

수(旗手)로 떠올랐다. 삼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재벌들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합병의 “불공정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국내외 합병 반

한국 정부나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방침을 세워야 할지 등

대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합병의 당위

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성과 적법성을 내세우며 합병 찬성 세력의 기반을 다지고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엘리엇과 삼성 간 분쟁에서 얘기되는

이 분쟁은 합병을 통해 탄생하는 ‘통합 삼성물산’을 삼성그

합병비율 산정 “불공정성”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룬

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만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3세 경

다. 특히 시장가격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에는 누가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대기업들을 쉽

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주가가 저

게 공격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내의 반(反)재벌정서와

평가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행동주의 펀드

반(反)재벌정책이 있다. 반재벌정서의 포퓸리즘과 반재벌

들이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책이 만들어놓은 지배구조상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

통해 주가를 조작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같은

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정거래

맥락에서 행동주의 펀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들은 그들

법을 시행하고 있고, 경영권 승계에 가장 비우호적인 제

의 행동이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만 기업가치를

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상법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

을 통해 ‘1주 1의결권’ 원칙을 가장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난다(2절).

나라이다. 이 글은 그 이유를 강력한 반(反)재벌 정서와

이어서 엘리엇과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
을 통해 ‘주주 이익’을 달성하는지를 개관한다. 엘리엇에

이상향적 기업관, 이상주의적 경제민주화 논리가 결합된
데에서 찾는다(6절).

게는 ‘국제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페루,

이 글은 이번 분쟁을 계기로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아르헨티나, 콩고 등 제3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

서도 다수가 합의하여 진행되던 중남미 부채탕감안(브래

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디 플랜), 국제원조, GM회생 작업 과정에 ‘알박기’를 해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고수익을 얻어왔다(3장). 엘리엇은 ‘벌처펀드’라는 이름이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

붙여진 선구자일 정도로 행동주의 펀드의 극단에 서 있

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글로벌스탠다드’의 많

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공통적인 행동 양태가 있다. 이

은 부분이 단기 투기자본의 스탠다드를 ‘글로벌’한 것이

글에서는 그것을 ‘포퓰리즘을 활용한 이익 추구’로 설명

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많다. 이 글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

한다.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됐다며 이에 동

과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포이즌

조하는 다른 주주들을 규합하여 고수익을 얻어내는 전

필(poison pill)을 도입하고, 주식 장기보유자를 단기보유

략을 종종 사용하는 것이다(4절).

자에 비해 우대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편 엘리엇과 삼성 간의 분쟁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

강조한다. 재벌의 경영승계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제도

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살펴본다.

적으로 이를 완전히 막기보다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이런 분쟁은 주주들 간에 사익(私益)에 따라 결정된다고

수준에 맞추어 재단을 통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길

흔히 생각하지만, 국익(國益)에 대한 고려도 영향을 미친

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
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2대 주주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을 국익이라는 범위 내에서 거두어야 한다는 태생적
전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분쟁과 관련하여 국
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기관투자자들도 국익에 대
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경제가
잘 되어야만 자신들의 사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넓
어진다는 사실이 이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
국인투자자이건 외국인투자자이건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
사에 함께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은 삼성물산 주가의 향
방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계열사 포트
폴리오 가치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합병 찬성 여부
를 결정할 것이다(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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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엇-삼성 분쟁의 핵심 쟁점
- 누가 시장을 ‘조작’하나?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엘리엇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주
요 기관투자자, 소액투자자 등이 다 참여해 있다. 이들
은 나름대로 정보력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노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때에는

력을 다해 매매 판단을 하고 이것이 모여 주가가 결정된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다. 특정 주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모두 저평가됐다고 판

대로 ‘행동’해야 이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단했다면 매입세력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투

에 대해서도 이를 쌓아 놓지 말고 주주들에게 대폭 배당

자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주식을 팔아서 값이 올라가

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세운다. 이 주장에 따르

지 않는 것이다. 엘리엇만 삼성물산 주식의 ‘저평가’를

면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해당기업이 경영

아는 혜안을 갖고 있고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

을 크게 잘못하고 있거나 기업의 ‘실제가치’가 주가에 반

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전 주가가 53,000원

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얘

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기가 된다.

엘리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동원

가’됐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삼성 측에서 어떤 힘을 발

된다. 엘리엇은 1 대 0.35로 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

휘해서 삼성물산 주가를 그렇게 오래도록 낮은 수준에

산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게 산

머무르도록 조작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과거와

정됐다며 1 대 1.6의 합병 비율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같이 재벌 그룹들이 대규모 비자금을 갖고 있고 기업 회

엘리엇은 그 근거로 한영회계법인이 계산했다는 자산가

계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는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을지

치 비교를 사용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제일모직에 비

모른다. 그렇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제통

해 5배 정도나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합병을

화기금(IMF)체제에서 가장 ‘충실한’ 금융 및 기업개혁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실시했다. 금융실명제 및 공정거래법도 대폭 강화했다.

한국 기업들이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에 회계법인에서

코스닥 시장의 작은 기업이라면 몰라도 한국의 주식시장

산정한 자산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엘

이 삼성물산과 같은 유명 대기업의 주가를 오래도록 조

리엇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

작할 수 있을 정도의 후진적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 국내법에서는 이런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 합병 비율

그렇다면 삼성물산 주가의 ‘저평가’ 주장을 통해 엘리

을 정할 때에 자산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장가치만

엇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합병을 무산시킨 뒤 삼성물

적용한다. 합병발표 1개월 전, 1주일 전, 하루 전의 3가지

산의 보유하고 현금성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등

종가를 산술평균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칙은 주

의 방법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식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주식가격

자신감을 보이면서 세력을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해석할

은 자산가치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 이익성 등의 여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러 지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니 이것이

하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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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조작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보상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어내는 수법이다. 이들

할 수 있다.

은 개발사업이 처음 진행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European Corporate

있으면서 개발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들이 아니다. 개발사업 정보를 듣고 땅을 매입한 뒤 개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

발사업이 잘못됐다느니, 자신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

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

됐느니 하면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관철

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를 완전히 인수

하기 위해 개발사업 전체를 인질로 잡는다.

해서 ‘구조조정’을 한 일부 경우만이 주가를 끌어올렸

엘리엇이 해외에서 큰돈을 번 여러 가지 사례들은 알

을 뿐이다.1)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는 5

박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상상치 못

년 전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PSAM(P. Schoenfeld Asset

할 정도로 무자비한 알박기 수법을 동원한다. 엘리엇이

Management)이 프랑스의 복합그룹 비벤디(Vivendi)를

‘벌처펀드’라는 명칭을 얻게 된 곳은 페루였다. 미국의

공격해서 ‘합의(compromise)’에 도달했지만 비벤디의

브래디 재무장관과 채권 은행, 중남미 국가들은 이 10

주가는 그 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년 가까운 산고(産苦) 끝에 ‘브래디 플랜(Brady Plan)’에

현상은 ECGI의 보고서에 비추어볼 때에 ‘특별하지 않은

합의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성장으

(not unusual)’ 일이라고 지적한다.2) 이 연구 결과에 따

로 복귀하도록 도와줘서 과실을 나눈다는 것이 핵심이

르면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었다. 엘리엇은1996년에 부도가 났던 액면가 2,070만 달

다기보다 이벤트를 만들어 주가를 단기적으로 ‘조작’한

러 페루채권을 1,140만 달러에 샀다. 그리고 페루가 그

뒤 그 차익을 먹는다고 할 수 있다.

동안 내지 않은 이자까지 합쳐서 5,800만 달러를 지급하
지 않으면 브래디 플랜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2. ‘주주 행동주의’와 엘리엇의 행태
- ‘국제 알박기 펀드’?

을 냈다. 브래디플랜에 ‘알박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뉴욕 법원은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페루 정부는
전액을 물어줬다. 탐사보도전문기자인 그레그 팰러스

엘리엇의 과거 투자행태를 보면 해당 기업이나 나라

트(Greg Palast)는 페루 정부가 돈을 내놓지 않으니까 엘

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행동과는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

리엇은 후지모리 대통령이 일본으로 도피할 때에 대통

다. 심지어 국제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

령 전용기를 붙잡아 놓고 페루 재무장관에게 전액을 지

을 정도이다.3) ‘알박기’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에 일부

급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얻어냈다고 말한다.4)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 토지 소유자자들이 개발업체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알박기’ 판을 더 크게 벌였다. 팰러

합의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진행을 막은 뒤 일반

스트에 따르면, 엘리엇은 액면가 6억 3천만 달러 채권을

1)

 rav, Alon, Wei Jiang, Frank Partnoy and Randall Thomas(2008) ‘The Returns to Hedge Fund Activism: An International Study’,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 No. 098/2008
B
(https://www0.gsb.columbia.edu/mygsb/faculty/research/pubfiles/4132/jiang_activism.pdf)
2) The Financial Times, ‘Activist hedge funds not so good for shareholders’, 2015년 5월 20일자.
3) 필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엘리엇의 행태가 ‘알박기’라고 명쾌하게 지적해준 윤수영 키움자산운용 대표에게 감사를 표한다.
4) Palast, Greg(2011), Vultures’ Picnic,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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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도 밖에 안 되는 4,80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리

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GM이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고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이자까지 합쳐서 23억 달러(약

압력을 넣었다고 회고한다.6) 델파이로부터의 안정적인

2조 5천억 원)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다. 뉴욕 법원은

부품 공급 없이는 GM이 굴러갈 수 없다는 약점을 알고

아르헨티나가 16억 달러를 엘리엇에게 물어줘야 한다

GM회생작업에 ‘알박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팰러스트

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가 지급을 거부하니까 전무후

는 미국 정부와 GM이 헤지펀드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무한 실력 행사를 했다. 아프리카 가나의 해안에 들어온

들어줬고, 엘리엇은 델파이를 재상장시켜서 12억 9천만

아르헨티나 군함ARA 리베르타드(ARA Libertad)를 압류

달러(약 1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말한다.7)

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군함을 갖
고 가겠다고 협박했다.5)

이번에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하는 것도 ‘알박기’ 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엘리엇은 삼

아프리카에서는 엘리엇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들까지

성물산에 장기투자하고 있던 주주가 아니다. 2014년까

달려들어서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기아(飢餓)나 용수

지는 삼성물산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 삼성그

(用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조해주는 돈마저도 채무

룹의 3세 승계 방향이 드러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급을 중단시켰다. 해당국들

간의 합병 물밑 작업이 진행되던 2015년 3월경부터 삼성

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조금을 받기 위해 벌처펀드들의

물산 주식을 매집했다. 합병계획 발표 직전까지 공시의

요구를 들어줬다. 국제원조자금을 볼모로 삼은 ‘알박기’

무 지분율 5%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4.95%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팰러스트는 엘리엇이 콩고에서 이런

가 합병 발표와 함께 지분율을 7.12%로 올리며 제3대 주

방법으로 2,000만 달러에 산 부실채권으로 9,000만 달

주로 떠올랐다. 그리고 합병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엘리

러를 받아냈다고 지적한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엇은 처음부터 3세 승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

Street Journal)은 엘리엇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당시 데

는 철학을 가진 주주가 아니었다. 그런 철학을 가진 펀드

니스 유에소(Denis Sassou Nguesso) 대통령에게 부정부

라면 삼성그룹 주식에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패 혐의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압력을 넣었다고

다. 엘리엇은 오히려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볼모로 삼

보도했다.

는 ‘알박기’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

엘리엇은 미국 내에서도 이런 ‘알박기’ 투자를 감행

산을 누구보다 빨리 하고 과감히 뛰어든 투자자라고 할

했다. 2008-9년 세계금융위기로 제너럴모터스(GM)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주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자회사였던 델파이(Delphi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Automotive)를 헤지펀드 폴슨(Paulson & Co.) 및 서드
포인트(Third Point)와 함께 헐값에 매집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 GM회생작업을 총괄하던 스티브 래트너(Steve

Rattner)는 이 펀드들이 델파이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자

5) ‘The Vulture: Chewing Argentina’s Living Corpse’ (http://www.gregpalast.com/the-vulture-chewing-argentinas-living-corpse)
6) Rattner, Steven (2010). Overhaul: An Insider's Account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Emergency Rescue of the Auto Industry. Houghton Mifflin Harcourt
7) Palast, Greg (2012), ‘Mitt Romney's Bailout Bonanza’ (http://www.thenation.com/article/170644/mitt-romneys-bailout-bon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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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행동주의’와 포퓰리즘

는 특성을 띤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소수주주로서 다수

- ‘반(反)재벌 동맹’의 규합

의 주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러한 포퓰리즘적 전술
을 사용한다. 여론을 동원하는 선전전도 가미된다.

엘리엇의 행태는 행동주의 펀드들 중에서도 극단이라

PSAM의 비벤디 그룹 공격은 이러한 포퓰리즘 동원

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처펀드’의 선구자가 됐을 것

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비벤디는 원래 프랑스 혁명 전

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에 놓여 있는 행동주의

부터 프랑스의 운하 및 수도시스템을 총괄하던 국영기

펀드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포퓰

업이었고 프랑스 최대 영화제작 스튜디오 및 TV채널인

리즘(Populism)을 활용한 이익 추구이다. 1980년대 행

카날 플뤼스(Canal +)를 보유한 복합 그룹으로 성장했

동주의 펀드 초창기의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들

다. 1990년대에 쟝 마리 메시어(Jean-Marie Messier) 회

은 해당기업의 다수 주식을 끌어모아 이사회를 장악한

장 체제에서는 『세계를 사려고 했던 사람(The Man Who

뒤 기업을 분해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Tried to Buy the World)』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정도로

했다.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관철한 것이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미디어 관련 회사들을 적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수

극적으로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발

주주(minority shareholder)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돋움 하려다가 대규모 적자를 내며 난관에 부딪혔다.9)

등에 의해 기업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익을 추구

그 후 합리화 작업을 통해 통신사업 등을 매각하고 미디

하는 전략을 더 많이 취해 왔다.8) 소수주주로서 영향력

어 쪽에만 집중하면서 약 150억 유로(약 18조 원)의 현

을 행사하려면 다른 주주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

금 자산을 비축했다. 비벤디는 이 자산을 기반으로 장기

다. 다른 주주들을 끌어들이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지배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주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소수주주들끼리

그러나 PSAM은 비벤디 주식을 매입한 뒤 비벤디에게

연대하면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당근을 제시할

현금 자산 중 90억 유로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라고 압박

수 있어야 한다.

했다. PSAM은 주주들이 비벤디의 현금자산을 보고 투

그러나 분쟁은 보통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자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비벤디가 주주들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

기대한 만큼 현금을 배당하지 않아 주주들이 실망하면

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주장의 장단점을 객관

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벤디의 현

적으로 따져서는 한 쪽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기 쉽지

금사용 방침에 관한 명확성의 결여가 주가 저평가의 원

않다. 포퓰리즘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보다 대

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 자산을 주주에게 나눠

중의 감성에 부합하는 일부분을 부각시켜서 대중 전체

주는 정책을 유지하면 주가가 38% 상승할 것이라는 분

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석도 덧붙였다.10)

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특정 집단을 매도하

비벤디와 PSAM 분쟁은 기업을 경영하는 지배주주와

8) P
 WC, ‘Shareholder activism ? Who, what, when, and how?’, March 2015 (http://www.pwc.com/us/en/corporate-governance/publications/assets/pwc-shareholder-activism-full-report.pdf).
9) Orange, Martine and Jo Johnson (2003) The Man Who Tried to Buy the World: Jean-Marie Messier and Vivendi Universal, Penguin.
10) PSAM (2015), ‘Value Creation at Vivendi ? The White Paper’. (http://www.musicbusinessworldwide.com/files/2015/03/Vivendi_White_Paper.pdf)

6

KERI Insight 15-19

현금자산을 노리고 들어온 금융투자자 간의 입장 차이

되자 다른 행동주의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주주 이

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비벤디 경영진은 대폭적

익’을 대변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전면에 등장했다. 합병

인 구조조정을 한 뒤 미래 성장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재

계획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고 ‘불법적’이어

원으로서 현금 자산을 축적해놓고 있었다. 반면 PSAM

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

이 대변하는 주주들은 현금자산 자체에 목적을 두고 투

엇이 앞장설 테니까 손해 봤다고 동의하는 주주들은 반

자했다. 이 대목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포퓰리즘이 동원

(反)합병 대열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된다. PSAM은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주요인이 비벤디

있다.

가 경영을 잘했던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현

그러나 실상을 보면 삼성물산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금자산이 분배되리라는 “확신(confidence)”을 갖고 투

침해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들은 오히려 현

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1) 그런데 비벤디가 그 “확

재까지 짭짤한 이익을 올렸다. 엘리엇이 불공정하다고

신”만큼 현금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주주들이 피해를 봤

주장한 1 대 0.35 비율에 따라 합병하겠다는 발표만으로

다는 것이다.

55,300원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5월 26일 63,500원으로

비벤디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장은 적반하장(賊

뛰어올랐다. 주주들은 하루 만에 15% 가량의 수익을 올

反荷杖)이다. 현금배당을 그렇게 많이 할 계획이 애초부

렸다. 제일모직의 실질적 지주회사 프리미엄에 삼성물

터 없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산이 편승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가는 엘리엇과

끼쳤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자들의

삼성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8일 최

시각이 많이 반영되는 서방 주요 언론에는 비벤디의 ‘주

고치인 72,200원(30.5% 수익률)을 기록한 뒤, 삼성이 자

주이익 침해’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보도되고 이런 입장

사주 매각을 통해 합병 성사 가능성을 높이자 합병 발표

을 반영하는 금융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이 훨씬 더 많이

때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6월 29일 현재 삼성물산 주가

인용된다. ‘주주이익’은 포퓰리즘의 슬로건이 되고 내용

는 66,400원으로 주주들은 한 달 가량의 기간에 20.1%

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벤디 경영

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엘리엇도 이미 1,000억 원

진이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분쟁이 벌어지는

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것으로 비쳐진다.

그렇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주주이익 침해’의 실체

엘리엇도 삼성과의 분쟁에서 비슷한 방식의 포퓰리즘

는 과연 무엇인가? 엘리엇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답을 찾

을 동원하고 있다. 엘리엇은 원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

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계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이해관계도 없는 주체였

‘공정한’ 합병비율이 1대 1.6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

다. 단지 그 과정에 뛰어들어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국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 발표 전에 비해 5배가량은 올

놓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투

라야만 공정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 수익을 바라보고 투

자한 ‘사건 반응형(event-driven) 금융투자자’라고 할 수

자했는데 겨우 15%만 올랐으니까 주주이익이 침해됐다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방침이 발표

고 내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이 성사되면 ‘대

11) P
 SAM 백서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vestors became confident that capital from asset sales would be returned. We believe that this confidence was the main driver of share performanc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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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여기에서 더

성에 비판적인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더 많이 더

나아가 이렇게 된 것은 삼성그룹이 주주들의 이익이 아

강하게 싣는다. 예컨대 파이낸셜타임스는 CLSA 한국지

니라 3세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

사장의 “기본적으로 이번 딜은 명백하고도 근본적으로

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한다. PSAM과 비벤디 분쟁

값비싼 제일모직 주식과 명백하고도 근본적으로 값싼

과 흡사하다. PSAM은 주주들이 현금자산 배당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중요하

“확신”을 갖고 투자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비벤디가 현

게 인용하며 재벌 이슈를 제목으로 다루었다.14)

금자산을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공개기업 답지 않게 개

국내 언론 중에서도 재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

인기업 같은 확장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주가가 떨어져

던 곳들은 삼성이 잘못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글

주주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들을 실었다. 보수 언론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조선

그렇지만 엘리엇의 포퓰리즘적 주장은 ‘소수주주 이

일보조차 사설에서 “과거 외국 투자자들은 변칙 승계나

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 최대 재벌을 공격하면서 반

오너 전횡(專橫)15) 같은 한국 특유의 경영 관행을 보면

(反)재벌 정서에 호소하기 때문에 여러 지지 세력을 끌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어내고 있다. PSAM과 비벤디 분쟁의 경우처럼 외신은

이젠 전략을 바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식 경영

거의 삼성 비판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룸버그의 컬

관행을 뜯어고치고,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엘리엇의 공격이 “한국 사회가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며 “외국 펀드의 삼성 공격, 오너

삼성에 대해 감히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하게 하는 계기 돼야”라는 제목을 붙였다.

일어난 현상”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그동안 재벌개혁을 강조하던 기관이나 지식인들도 삼

주이익에 최선인지 거의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

성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판했다.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엘리엇의 개입이 “이

“두 회사 주가가 극도의 불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이 오래

씨 일가에게는 악몽이겠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국

지속됐음에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저평가 문제를 개

경제를 위해서는 엄청난 기회”라고까지 주장했다.12) 월

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엘리엇의 공격

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엘리엇이 소수주주를 위해

을 자초했다”고 말했다.16) 장하성펀드로 알려진 국내 최

일어섰다며 합병 무산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국

초의 기업지배구조 펀드를 운용했던 라자드코리아운용

내시장 경쟁과 혁신에서 문제(deficit)를 안고 있는 한국

의 동일권 대표는 “행동주의 펀드는 태생적으로 남의 약

경제에 환영할 일격(welcome blow)이 될 것”이라며 국

점이나 잘못을 빌미로 자기이익을 취한다”며 “비호감”

민연금이 합병 부결에 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13)

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악

다른 외신들은 이 정도까지 한쪽 편을 들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양쪽 입장을 공평하게 다루는 듯하면서 삼

(惡)’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17)
소액투자자들 중에서도 엘리엇에게 동조하는 그룹이

12) P
 esek, William, ‘A Challenge to Samsung's Ruling Family’, Bloomberg View, 7 June 2015.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5-06-07/a-challenge-to-samsung-s-ruling-family)
13) The Wall Street Journal, ‘The Brawl for Samsung’s Future - U.S. hedge fund Elliott Associates stands up for minority shareholders, 25 June 2015 (http://www.wsj.com/articles/the-brawl-forsamsungs-future-1435250143).
14) The Financial Times, ‘Chaebol issues lurk at heart of Elliott’s criticism of Samsung’, 4 June 2015. (http://www.ft.com/intl/cms/s/0/2039d7ea-0a98-11e5-a8e8-00144feabdc0.html#axzz3djgtdCfp)
15) 조선일보 6월 11일자.
16) 경향신문 6월 8일자.
17) 매일경제 6월 12일자.

8

KERI Insight 15-19

생겨났다. 네이버에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생겨났

해야 한다는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어떤 투자행

다. 이들도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위가 국익에 바람직하고 어떤 투자행위가 그렇지 않은

을 주장했다. 한 참여자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주가에 영

지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

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때 늘 지배주주는 이득을 보

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익을 해치는 정도로까지 투

고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말한다. 소

자를 해서 연금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이 하기

액주주연대는 당초 엘리엇에게 주총 위임장을 넘기려고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했었다. 그러나 엘리엇이 ‘벌처펀드’로 악명이 높다는

영국 파운드화에 쇼트(Short)해서 큰돈을 벌었는데, 국

사실이 알려지자 엘리엇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소액주주

민연금이 원화에 쇼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들의 위임장을 받아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것이다. 투자행위에

를 밝혔다.

대해 국민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나 개인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4. 사익(私益)과 국익(國益)의 관계에서 본
엘리엇-삼성 분쟁

사익(私益)을 대변하고 투자 수익이 가장 중요한 척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이나 개인들
의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국익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

엘리엇과 삼성 간 분쟁의 향배는 중간에 있는 다른 투

다.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자자들의 ‘표심(票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

건 엘리엇이건 7월 17일에 합병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

나?”라는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이들이

시키거나 부결시킬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경계선상에서 사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선거판과 비슷한 양상이다. 중간에 있는 부동표를 누가

국익과 사익의 조합이 결정된다.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에 따라 선거 판세가 결판난

한편 국가경제가 잘 되어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나

다. 중간에는 외국인 투자자(26.5%, 엘리엇 제외), 국민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연금(10%), 국내 기관투자가(10%, 국민연금 제외), 국내

많아진다. 사익(私益) 추구를 위해서도 국가경제가 잘

소액투자자(20%) 등의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다. 외국인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국 최대 자

투자자들은 한국의 국익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이 자신

산운용사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

들의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합병 지지 여부를 결정지

장 신호를 보이던 2006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

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투자자들은 사익뿐만 아니라 국

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돈을 쌓아 놓고만 있으면 기업

익에 대한 배려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미래도 없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 펀드

국내 투자자들은 크게 국민연금과 다른 투자자(기관,

투자자의 미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외

소액투자자)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 수

국펀드 등 요구 따라 배당만 많이 할 때가 아니다”며 “투

익을 올려야 하지만 국익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자 않는 기업들은 적극 압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18)

18) 조선일보 2006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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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외국 기관투자가와 내국 기관투자가 간에 이

들이 삼성물산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여러 계

해관계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외국 기

열사에 동시에 투자해 놓고 있다면 합병 무산이나 성사

관투자가들은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시장

로 인해 자신들이 투자한 삼성계열사 포트폴리오의 전

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한국경제가 나빠지

체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면 미련 없이 한국투자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

이다. 국민연금이 ‘국익’ 차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

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국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이런 선

일모직 주식 보유액이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합병이 불

택이 제한되어 있다. 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투자

발되면 제일모직 주식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보기 때문

되어 있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한국물 투자 비중을 줄

에 투자수익 차원에서 합병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분

인다 해도 한계가 있다. 외국 기관투자가만큼 한국물 투

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자신들의 삼

자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성계열사 포트폴리오 구성과 비중에 따라 삼성물산 주

한국경제가 잘 되지 않으면 투자 수익을 올릴 여지가 많

가 향방이라는 시각을 벗어난 보다 넓은 판단을 해야 할

이 줄어든다. 박현주 회장이 한국기업에 미래가 없으면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성계열사 투자 포트폴리

한국 주식투자자와 펀드투자자의 미래도 없다고 얘기한

오 가치 변화에 따르는 합병 찬반 여부는 외국 기관투자

것은 이런 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에게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될 것이다. 삼성 측에서

국익을 투자 판단 기준에 집어넣는다면 엘리엇과 삼
성 간의 분쟁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

는 이를 활용하여 외국 기관투자가들 중 일부를 합병 동
맹군으로 끌어들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삼성그룹이 한국에 얼마나 기여했
는가,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

5.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정책

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한국에 대해 공과(功過)를 동시

- 반(反)재벌 정서와 이상향적 기업관,

에 갖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인 엘리엇은 한국에 ‘공

이상주의적 경제민주화 논리의 결합

(功)’이라고 쌓아놓은 것이 없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삼
성물산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을 대거 배당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조차 엘리엇과 같은 ‘행동

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박

주의 펀드’에게 쉽게 공격 당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업

현주 회장은 그러면 한국경제가 나빠진다고 경고했다.

관련 정책이 반(反)재벌 정서에 입각해서 지나치게 경직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상당수가 이번 분쟁에서 삼성 측

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의 손을 들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삼성

있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 가장 강력한 공

의 입장에 동조하기보다 자신들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

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고, (2) 경영권 승계에 가장 비

서나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으

우호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일 뿐만 아

리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니라, (3) 상법을 통해 ‘1주 1의결권’ 원칙을 가장 강제적

삼성이 여러 회사를 거느린 ‘그룹’이기 때문에 동맹군
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면도 있다.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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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하는 나라에 포함된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보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의 규제 대상이 시장행위이다. 시장에서 담합

국 등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이태리, 대만, 브라질 등은

이라든지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이 제재를 받는다. 독점이

10% 이내의 저세율을 적용한다.19)

나 경쟁 제한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제재하는 것

한편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재단을 통한

이다. 반면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독점이나 경쟁 제한의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40%이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규제한다. “기업

만, 듀폰, 포드, 록펠러 등은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승계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공정거래법 안에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도 재단설립 및 운용이 자유롭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그렇지만 한국은 재단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실질적

간에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자

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재단의 주식 보유에 관해

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업이 규제의 대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단이 제대

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기업결합과 경제력

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국고로 귀속

집중 억제가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은 재단을

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공정거래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통한 경영권 승계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러한 ‘원인’ 규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점차 ‘결

기업의 의결권에 있어도 한국은 가장 경직적인 ‘1주 1

과’ 규제 위주로 규제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들

의결권’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법을 통해 이를 강

이 나오고 있다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행법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1주 1

있는 상태이다.

의결권을 적용하는 기업은 평균 65% 정도이다. 3분의 1

한국은 또 기업의 경영승계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나

가량이 차등의결권을 사용한다. 프랑스(31%), 네덜란드

라에 들어간다.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

(14%), 스웨덴(25%)은 1주 1의결권 비율이 특히 낮다.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폴, 중

차등의결권이 오히려 대세이다.20) (그림 1 참조)

〈그림 1〉 유럽의 국가별 1주 1의결권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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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수연(2015)

19) T
 ax Foundation,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around the World’. (http://taxfoundation.org/article/estate-and-inheritance-taxes-around-world)
20) 김수연 (2015), ‘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KERI Brief 2015년 5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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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디는 원래 1주 1의결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회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대항할 수 있다.

사였다. 그러나 PSAM 등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으면서

따라서 포드, 브로드콤, 뉴스코프 등과 같이 차등의결

의결권 제도를 2년 이상 보유 주주는 2배의 의결권을 갖

권 주식을 통해 지분율보다 훨씬 큰 의결권을 행사하는

도록 변경했다. 프랑스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3분의 2가

기존 대기업들이 많이 있다. 뉴욕타임즈는 슐츠버거 재

동의하면 의결권 제도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단이 0.6%의 지분만 갖고 있는데 100% 의결권을 행사

비벤디의 최대 주주이자 최고경영자인 볼로리(Bolloré)

한다. (표 1 참조) 워렌 버핏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버크

회장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경영권 안정을

셔 해서웨이에 지분보다 큰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구글,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변경을 제안했고 2015년 4월 열

페이스북과 같은 벤처기업들이 상장할 때에도 차등의

린 주주 총회에서 승리했다. 볼로리 회장은 의결권 변경

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구글은 처음 상장할 때에 금융가

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비벤디를 위한 것이다”라고

와 여론으로부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반대에 부딪쳤

강조했다.21)

지만,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차등의

미국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 제도이지만 임의 규

결권은 단기 이익을 쫓는 월스트리트식 경영간섭에 제

정으로 회사가 정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차등의결권

한받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전략의 수립 및 경영을 가능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업이 상장할 때에

하게 한다”면서 “이것이 싫다면 구글에 투자하지 말라”

증권거래소와 경영권 확보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22) 이들은 지금 지분율 21.5%를 통해 73.3%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에도 ‘포이즌 필(poison pill)’을

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래도록 가족경영을 통

채택할 수 있어서 기존 주주들이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해 성장한 대형 음식료 회사 J.M 스머커(J. M. Smucker

〈표 1〉 미국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현황
기업명

지분율

의결권 비율

최대 주주

구글

21.5%

73.3%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콤캐스트

0.3%

24.6%

브라이언 로버트

포드자동차

1.9%

40%

포드 가문

뉴스코프

31%

100%

머독 가문

비아콤

10%

100%

서머 레드스톤

브로드콤

10%

52.6%

헨리 사무엘리, 니콜라스 가문 재단

허쉬

22.8%

78.6%

허쉬 재단

에코스타

55.6%

92.6%

찰스 어젠

뉴욕타임즈

0.6%

100%

슐츠버거 재단

출처: 김수연(2015)

21) The New York Times, ‘Vivendi Chairman Bolloré Wins Battle Over Double Voting Rights’, 17 April 2015.
22) 김수연 (2015), ‘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KERI Brief 2015년 5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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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는 4년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당 10

하고 이것을 실현해야만 기업과 경제가 좋아진다는 편

개의 의결권을 추가로 주고 있다.23)

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실제로 세계경제에는 가족경

일본도 상법에서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

영과 전문경영이 공존하고 있고 그룹경영과 개별회사

지만 회사 정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주식

경영이 공존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보편적이냐를 따졌

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임원선해임권부주식, 양

을 때에 전문경영과 개별회사 경영이 더 보편적이라고

도제한 주식, 의결권 제한 주식 등 9가지 종류의 주식

할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경영을 잘 하느냐를 따졌을 때

을 허용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주식설계를

에 전문경영과 개별회사 경영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

할 수 있다. 또 단원주(單元株) 제도를 도입해 차등의결

는 근거도 없다.

권이 가능하게 해 놓았다. 발행주식에 대해 10주 나 100

가족경영의 성과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주를 1 단원으로 정하여 1단원에 대해 1의결권을 부여

전문경영보다 가족경영이 매출액 증대나 이익 증가에

하는 것이다. 1주1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식에 비해 10분

서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 1 혹은 100분의 1의 의결권을 갖게 하는 차등의결권

1990년대 초 미국 800대 기업을 살펴보면 가족경영기업

주식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신주예약권’이라는 일본식

들이 산업평균보다 수익성이 33% 더 높았고 15% 더 빨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권 안정을 추가로 꾀하

리 성장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S&P500대 기업

고 있다. 돈가스 소스로 유명한 불독소스사가 미국계 투

을 보면 매출증가율에서 가족경영은 23.4% 전문경영은

기자본 스틸파트너스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주주총회

10.8%로 차이를 보였고, 이익증가율에서는 각각 21.1%

결의를 통해 신주예약권을 발동해서 경영권을 지켜낸

와 12.6%의 격차가 났다. 1980년대 영국의 325대 기업

사례 등이 있다.24)

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족기업들이 비가족기업들보다 이

한국이 공정거래법이나 경영권 승계, 경영권 방어 등

익률,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에서 모두 앞섰다. 1982

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

년부터 1992년까지 프랑스 1,000대 기업 중에서 업종이

는 이유는 강력한 반(反)재벌 정서와 이상향적 기업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기업들 47쌍을 비교했을 경우에 자

이상주의적 경제민주화 논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기자본이익률(ROE)은 가족경영이 25.2% 비가족경영

것 같다. 재벌은 ‘오너(owner)’ 가족들이 경영권을 쥐고

이 15.8%였고, 매출액대비이익률(ROS)은 각각 5.4%와

여러 기업들을 집단(group)으로 경영하는 사업조직이

3.6%이었으며, 매출액증가율에서도 가족경영이 비가족

다. 가족경영과 그룹경영이 재벌의 두 가지 특징이다.

경영을 앞섰다.25) (표 2 참조)

그런데 한국은 가족경영과 그룹경영에 관해 모두 대단

개별기업경영과 그룹경영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

히 적대적이다. 이것은 세계경제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도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그룹경영이 오히려 보편적이

비교 없이 전문경영과 개별회사경영을 이상향으로 생각

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중국, 인도, 말레

23) The New York Times, ‘Vivendi Chairman Bolloré Wins Battle Over Double Voting Rights’, 17 April 2015.
24) 김정호, '한국형 포이즌필' 도입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6월 24일자.
25) 신장섭 (2008),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청림; Miller and Le Breton-Miller (2005), Managing for the Long Run: Lessons in Competitive Advantage from Great Family Business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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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가족경영 대 비가족경영

표본

연평균 주주수익률 가족기업 16.6% 대 S&P 기업 14%*

미국 200대 가족기업의 주가지수 (1975-1995)

ROA 5.4% 대 4.1%
TSR 15.6% 대 11.2%
매출증가율 23.4% 대 10.8%
이익 증가율 21.1% 대 12.6%

S&P 500 (1992-2002)

가족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이익이 33% 높고 15% 더 빠르게 성장

1990년대 초 미국 800대 공개기업

높은 이익율, 매출 및 자산 증가율

1980년대 영국의 325대 제조업체

TSR 76% 대 9%

파리증시상장 250개 기업 (1989-1996)

ROE 25.2% 대 15.8%
ROA 7.6% 대 6.1%
ROC 18.5% 대 12.6%
ROS 5.4% 대 3.6%
가족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더 높음

프랑스 1,000대 제조업체 중 업종과 크기가 비슷한 47쌍의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

ROS 8.8% 대 3.3%
ROC 27% 대 6%

104개 스페인 가족기업과 스페인중앙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4,702개
비가족기업 (1991)

출처: 신장섭 (2008, 표 5-3. Miller & Breton-Miller (2005)에서 발췌 요약)
* S&P기업의 3분의1이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가족기업의 성과가 실제보다 저평가
TSR: total shareholder returns (주주총수익률), ROS: returns on sales (매출액이익률), ROA: returns on assets (자산수익률), ROE: returns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ROC: returns on total capital (총자본수익률)

이시아, 싱가폴, 브라질,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 활동

얻고 있다. 독일에는 또 지멘스그룹, AEG그룹, 보슈그룹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상당수에는 ‘그룹’이라는 이름

등과 같이 은행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그룹들도 많

이 붙어 있다. 재벌(財閥, 일본어로는 ‘자이바츠’)이라는

다. 전문경영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실상은 다소 다

이름이 탄생했던 일본은 2차 대전 후 맥아더 점령사령

르다. 미국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콘체른(contzern), 트

부에 의해 재벌이 강제로 해체됐지만 전후 경제부흥 과

러스트(trust) 등 각종 기업결합이 성행했다.

정에서 ‘게이레츠(系列)’로 그룹형태가 부활됐고 이들이
일본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그룹 경영이 훨씬 더 발달해 있다. 중국에
서 최대 기업은 시틱(CITIC)그룹이다. IBM을 인수한 레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브랜드 루이뷔통

노보(Lenovo)도 ‘그룹’이다. 홍콩 최고부자 리카솅도 장

이 LVMH그룹산하이다. 세계최대 화장품회사 로레알도

강(長江)그룹을 운영하는 그룹회장이다. 중소기업이 발

그룹조직이고 가족경영이다. 이태리 최대 민간기업조직

달했다는 대만에서도 최고갑부는 포모사그룹의 왕흉칭

은 피아트 그룹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에 지

회장이고 그 뒤를 홍하이(鴻海)그룹의 쿼타이밍 회장이

분투자하고 이사를 파견해서 은행 중심의 그룹으로 경

잇는다. 대만경제에서 실제로 ‘강시치에(關系企業)’라

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이체방크는 이러

불리는 재벌들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도네

한 그룹경영을 통해 ‘독일산업의 지배자’라는 별명까지

시아에서는 살림그룹, 리포그룹 등이 경제활동의 중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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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말레이시아에는 르농그룹, 필리핀에는 아얄라 그

렇지만 재벌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개인들에게 ‘1인1

룹 등의 대표적 재벌들이 있다. 한 때 세계최고부자로

표’의 주권(主權)이 있다는 정치 민주화 논리를 기업에도

등극했던 인도의 암바니 회장은 석유, 전력, 가스 등의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

사업에서 활약하는 릴라이언스그룹의 최대주주이다.

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지분을 발표하면서 오

인도에는 이외에 타타그룹, 미탈그룹 등의 세계적 재벌

너가족의 지분이 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

들이 있다.

표적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다음

세계 최고 부자에도 올랐던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총수개인의 지분은 소량에 불

회장은 카르소그룹 산하에 남미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과하고 절대지분을 일반소액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아메리카모바일과 텔멕스·텔셀 등 통신기업을 필두로

결과적으로 총수들은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를 이용하여

금융, 항공, 백화점, 레스토랑, 음반, 자동차 및 부품, 건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경

축자재, 정유 등 거의 전 업종에 걸쳐 200여 개의 계열사

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절대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를 거느리고 있다. 브라질의 보토란팀 그룹은 시멘트에

있는 소액주주들이 바로 기업의 주인인 것이다.”26)

서 출발하여 건설, 건자재, 광산, 농산물, 제지, 화학, 에

이 주장에 어떻게 경제민주화 논리가 들어가 있는가?

너지, 전기, 금융 등으로 다각화했다. 창업3세가 경영하

예를 들어 한 재벌 계열사에서 오너가족 지분이 5%, 계

는 이 그룹은 2005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으

열사 지분이 45%, 소액주주 지분이 50%라고 가정해 보

로부터 세계최고의 가족경영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 경제민주화론자들은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복잡한

경제발전이나 경영학, 사회학 문헌 중에는 이 같은 보

순환출자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계열사

편적 현실에 입각해서 기업집단이나 가족경영을 분석한

들의 지분을 다시 개인 지분과 법인 지분으로 나누어 봐

연구들이 꽤 많이 있지만 국내 재벌논의에서는 무슨 이

야 하고 ‘순수’ 법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실질적인 소유

유에서인지 이런 국제적 연구 성과들이 무시되거나 과

권을 따질 때에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에 따

소평가되어 왔다. 대신 전문경영과 개별기업경영의 이

를 경우 45%의 계열사 지분은 ‘의제자본’ 혹은 ‘가공자

상향적 기업관이 굳어져왔고 이에 따라 재벌은 규범을

본’이 된다. 이렇게 ‘의제자본’을 제외하고 보면 장하성

벗어난 ‘일탈(逸脫)’로 취급되어 왔다. 그 결과 재벌들의

교수의 발언처럼 소액주주들이 50%의 “절대다수 지분”

공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재벌 자체가 한국

을 보유하는 주인이고 오너가족들은 5% 지분만으로

사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황제 경영’이나 ‘문어발식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 된다.

확장’ 등의 부정적 수식어가 붙으면서 재벌이 쉽게 ‘타
도’나 ‘개혁’의 대상으로 몰렸다.

이런 주장은 오로지 개인들의 주식소유권 만이 궁극
적으로 정당하고 법인들의 지분은 개인지분으로 환원돼

이 과정에는 경제민주화 논리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권(株權)의 개인환원주

것 같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에 적용될 때에 그것이 정확

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소유권을 인정하

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힌 문헌을 찾기는 힘들다. 그

지 않으면 법인의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다. 일단 기업

26) 신장섭 (2008), 288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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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은행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를 할 때마다 이

부채를 활용했건 상호출자를 활용했건 해당기업의 주식

돈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지

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동등한 주주로 인정하

분은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는 것이다. 상법에 개인들의 주권(主權)을 보장하는 민

다. 지주회사도 만들 수 없다. 그동안 주식회사 제도가

주주의는 없다. 주식소유에 따르는 주권(株權)만이 있

발전해온 기반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 실제로 주식

을 뿐이다. 상법 논리와 경제민주화 논리가 충돌할 수밖

회사는 개인들의 동등한 주권이라는 개념 위에 만들어

에 없는 것이다

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1주(株)1표’의 주권(株權)이
적용될 뿐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 원칙조차 차등의결
권 등에 의해 주당 의결권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6. 맺는 말
- ‘글로벌 스탠다드’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야

있다. 또 주식을 보유하는 주체로는 개인(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논리를 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에서 ‘글로벌스

업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상법과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탠다드’를 도입한다면서 너무나 많은 개혁들을 급진적

원칙을 부정한다.

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생각했던

소액주주들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체가 모호

것들이 실제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기보

하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소액주주들이 마치 동질적

다는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상화된 형

인 집단인 듯이 취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단히 이질

태로 내놓은 것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한국은 단

적인 집단이다. 여기에는 엘리엇과 같은 투기자본도, 국

기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장

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도 포함된다. 다른 기업들

이 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수단을 대부분 상실했고 투자 동력도 약화됐다. 뒤늦은

들도 있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이 계열사들의 주식보유

감이 있지만 세계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살피면서 한국

를 ‘가공자본’으로 취급하고 지배권을 개인 지분으로 환

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소액주주들의 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의 보

먼저 국내 기업들에게 남아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은

유 지분에 대해 개인들의 “궁극적” 지분을 계산해야 하

‘자사주 매입’밖에 없는데, 다른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

는 것이다. 그런데 기관에 돈을 맡긴 개인들의 숫자를

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개혁의 ‘모델’로

일일이 따져 순수 개인지분을 계산할 방법은 없다. 또

삼았던 미국조차도 투기자본의 대항하고 경영권의 안정

기관들은 원금만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금융

을 꾀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을 허용하

기법을 사용해서 원금 이상의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주

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상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만

권(株權)의 개인환원주의를 적용하면 기관들의 레버리

큼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 하더라도 포이즌 필과 같은 수

지(leverage) 활용도에 따라 기업의 지배권이 고무줄처

단은 가능한 빨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차

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상법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등의결권은 장기투자자를 단기투자자에 비해 우대하는

없애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을 똑같이 인정한다.

방향으로 도입해서 경영권 안정과 함께 기업에 대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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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경영권이 안정되지 못하

영승계이다. 현재의 교착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바

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자금과 인력을 많이 쓸 수밖

람직한 방안은 공익재단설립을 통한 경영승계 허용인

에 없어서 기업이 확장하려는 의욕을 잃게 된다.

것 같다. 한국의 현재 시스템은 한 마디로 가족경영의

이와 함께 재벌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씨를 말리는 것이다. 세금을 다 내면서 한 세대나, 두 세

할 것 같다. 경영권 세습, 그룹식 경영에 대해 너무 강

대만 지나면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줄 방법이 전혀 없

한 규제를 하니까 기업들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

다. 그렇지만 가족경영이 다 없어져야 한국경제가 좋아

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더 강한 규제로

진다는 이론도 실증도 없다. 오히려 가족경영이 전문경

기업을 잡으려고 한다. 기업의 행태와 정부규제가 갈수

영보다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분석만 있다.

록 기형적이 되어가는 이유이다. 이상주의적 기업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운

서 한국 정부는 (1) 가족경영의 씨를 말리기, (2) 상속세

영되는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

를 대폭 내리기와 (3) 재단을 통한 승계를 허용하기의

떤 유연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방안

한국의 여건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다른 두 가지에 비해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러한 현실성과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할 부문이 경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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