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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또다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표들

이 개원 연설에서 한 목소리로 ‘경제양극화’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해결방
안을 경제민주화에서 찾았다. 김종인 더민주당 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자본의 양
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합치면 국회 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넘는 제1
야당인 더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 당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상
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한
원인이라고 지목된 경제양극화가 실제로 왜 벌어졌는지, ‘경제민주화’의 수단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경제양극화라는 현상을 고치는 데에 합목적적인 것인지, 해외나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
된 경제민주화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실제로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논리와 실증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 같다. 국내
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됐고,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
통화기금(IMF) 체제에서 경제민주화의 구호 아래 대폭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집행된지 20년 가
까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논쟁이 되풀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논리와 실
증의 부족에 있는 것 같다.
이 글은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
기 위한 시론(試論)으로 쓰여졌다. 제Ⅰ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양극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
고 최근 국민들이 느끼는 분배 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발전모델에는 ‘정부주도’, ‘대기업 위주’라는 비판적 명패가 붙어있지만 경제원리를 볼
때에는 ‘성장-투자-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대전 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 만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이국(唯二國)으로
남아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어느 지표로 보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나빠졌다. 현재 국민들이 느
끼는 ‘경제양극화’의 원죄(原罪)는 그전에 만들어진 ‘대기업 위주’ 모델보다 국제통화기금(IMF)
1)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한국에 재벌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52년 한 신문의 사설에도 등장한다. 경향신문
1952년 9월 1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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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미국을 ‘글로벌스탠다드’로 모델 삼아 구조조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때에 정리
해고가 도입되면서 비정규직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기관 및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도 많이 높아
졌고 연봉을 많이 주는 외국계 은행 및 회사들이 가장 선망받는 직장이 됐다. 벤처기업 육성도
소수의 ‘대박’과 다수의 ‘쪽박’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제Ⅱ장에서는 한국이 구조조정 모델로 삼았던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
세히 다룬다. 국내의 경제민주화론은 독일, 유럽, 영미 등 다양한 나라의 경험을 내세우지만
재벌을 통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미국식 방안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해왔다. 한국의 경제민주화가 재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전문경영체제를 이상향으
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제민주화는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다. 그러
나 지금 돌이켜볼 때에 미국의 ‘경영 자본주의’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경영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했고 든든한 중산층이 구축
됐다. 오히려 그 이후 분배가 크게 악화되고 ‘1%대99%’ 구도가 만들어졌다. ‘트럼프 현상’도
여기에 뿌리가 있다.
미국의 경제민주화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펀드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에 금융투자자들의 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식시장 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계층은 금융투자자들이었고 이들과 ‘불경(不敬)한 제휴
(unholy alliance)’를 하며 스톡옵션을 많이 받은 최고경영자(CEO)들이다. 미국 CEO들의 연봉

은 1978년 이후 평균 10배 가량 높아졌다. 금융투자자들의 수입은 더 높아져서 톱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수입이 톱 CEO들 수입의 10배 수준이 되었다.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의 형태로 기업에 있는 돈을
빼냈기(disgorge) 때문이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기업들은 벌어들인 경
상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외부로 빼냈다. 사업에 필요한 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늘리거
나,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에 의해 동원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
후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은 계속 생산성 향상에 뒤처졌고,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 근로자들
은 일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됐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식 경제민주화 수단들이 적용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때
였다. ‘은행차입 위주 성장’이라는 과거 발전모델을 버리고 ‘주식시장 위주 성장’이라는 영미
모델로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소수주주 권한이 대폭 강화됐고 재벌에 대한 규제 또한 대폭 강
화됐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현재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
부는 한국경제에서 그동안 벌어진 결과를 놓고 실증이 이루어진 뒤에 결정해야 한다.
제Ⅲ장은 이러한 실증을 시도했다. 또 한국기업에게 적용된 경제민주화 논리도 재검토했다.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미국처럼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분배가 오히려
악화됐고 성장도 정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식시장 위주 모델’로 구조조정하면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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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되는 한편 강력한 금융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 자사주매입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는 돈이 많아지고 임금
상승이 억제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식 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성공 모델이라고 착각하고 그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식 실패’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연목
구어(緣木求魚)’ 법안들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들처럼 분배악화에 대한 잘못된
인과관계에 기반을 두고 수단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들은 기업의 투자 및 자원배분
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강해져 있는 금융투자자들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제Ⅳ장에서는 앞의 논의에 기반을 두어서 한국경제의 대안을 모색한다. ‘투자-고용-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벌들에게 재단을 통한 승계를 허용하면서
‘투자-고용-분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주주(株主)’

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으로서 원고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권력지형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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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 양극화의 원죄(原罪)
김종인 더민주당 전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을 내놓을 때에 ‘포용적 성장’을 강
조하면서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
색하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2) 이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중심의 ‘불균등 발전전략’이 경제양
극화의 근원이고 그로 인해 내수가 위축돼서 저성장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역(逆)으로 대
기업을 통제하면 분배가 개선되고 내수도 좋아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시각은 현재 대부분의 경제민주화론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발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성장이 ‘소득격차’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소득분배를 비교해 보거나, 한국의
분배지표 추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의 내수위축이 대기업중심
성장 때문이라는 시각도 가계부채 문제 등 내수위축과 연결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에 수
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일단 전후 개발도상국에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
었다. 두 나라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가 고도성장 기간 중에 0.30~0.33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의 4마리 용(龍)’으로 동아시아 경제기적을 함께 이룬 싱가폴과 홍콩
은 고도성장은 달성했지만 지니계수가 0.47 수준으로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였다. 지금 중국경
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만 지니계수가 0.40 내외 수준이다. 중국은 임금 격차 뿐만 아니라
커다란 지역 격차를 떠안고 있다. 선진국까지 포함해서도 한국은 소득분배에서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표 1> 참조).

2) 김종인(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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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불평등도 비교
Country

Swedn
France
Korea
Taiwan
U.S.
China
Mexico
Singapore
Brazil

Gini

Degree of

1990

2008

2014

Inequality

0.211
0.277

0.233
0.281

0.249

Very low
Low

0.295
0.312
0.384

0.312
0.338
0.381

0.324
0.543
0.454
0.605

0.415
0.474
0.474
0.548

0.301
0.302
0.336

Medium
High

0.411
0.469
0.481
0.464
0.529

Very high

Source: Various sources. To be re-confirmed

정부의 분배통계를 비판하며 과세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분배지표를 내놓아 이른바 ‘피케티
DB’에 자료를 올리는 김낙년 교수의 연구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내놓은 ‘상위 1% 소득

비중’과 관련된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1962년에 경제개발을 시작한 다음부터 1997년 외환위
기가 날 때까지는 분배지표가 안정되어 있었다. 분배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에서 빠
르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대기업 중심 불균등 발전의 소득분배 악화 효
과가 3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불균등 발전모델’에 대한 이러한 평가 차이는 1990년대의 경제상황
을 둘러싸고 가장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론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현재 ‘주류’가
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담론은 1997년 외환위기 전의 한국경제상황을 암흑기(暗黑期)로 치
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의 봄’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경제민주화’는
달성하지 못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극도로 누적된 기간이었고, 그로 인해 ‘금융위기’
가 벌어졌다고 해석한다.3) 이 시각의 연장선상에서는 한국경제의 해결방안을 대대적인 ‘구조조
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3) 필자는 1997년의 위기를 ‘금융위기’보다 ‘외환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는 Ⅲ-1절의 논의 및 신장섭(2009;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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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국의 상위 1% 소득 비중 역사적 추이(1933~2010)

1933
1936
1939
1942
1945
1948
1951
1954
1957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Series 1
Series 2
Series 3

출처: KIM, Nak Nyeon and KIM, Jongil(2015).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모든 지표에서 거의 최고의 모
습을 보였다.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도 아주 좋았다. 민
간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7%에 달했다. 외환위기 후 부동산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내수를 정
책적으로 부추켰던 1999~2005년에 민간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4.9%였던 것에 비해서도 훨씬
좋았다.
분배지표도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평균 0.287이
었다. 1990년대는 과거 발전모델의 성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
시 성장과 분배가 함께 좋아진 이유는 투자에 있었다. 과거 중화학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
작했고 기업들이 세계화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임금도 올라갔다. 임금
이 올라가니 내수도 좋아지고 분배도 개선됐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본다면 한국의 분배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악화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한
국의 분배관련 지수는 1997년 이후 빠르게 나빠졌다. 보수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경제원
에서 나온 보고서도 1997년 이후 급격한 분배악화를 보여주고(<그림 2> 참조), 진보로 분류되
는 학자인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서도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1997년 이후 급격하
게 높아진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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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지니계수, 1982~201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출처: 성명재(2014).

한국에서 이 기간 중 실제로 벌어졌던 정책 변화나 국민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아도 1997
년 이후의 분배 악화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고 대
기업 총수나 임원들의 임금 상승이 억제됐다. 사치재 소비와 수입도 억제됐다. 전반적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임금체계가 굳어져 있었고 정리해고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체제에서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문에 급진적인 변화가 벌어졌다.

첫째, 정리해고가 도입됐고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졌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던 한국
은 IMF체제에 들어간 지 수년 사이에 OECD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서 금융기관과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껑충
뛰었다. 많은 대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도입한 것도 이 때이다.
세째, 한국경제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적극 개방되면서 고액 연봉을 주는 외국계금융기관,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로펌 등이 많이 진출했다. 학벌 좋은 한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
이 내국계에서 외국계로 바뀐 것도 이때에 벌어졌다. 네째, 정부는 과거 대기업 위주 발전모
델을 바꾼다면서 벤처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했다. 그렇지만 벤처는 본래부터
‘대박’을 노리는 것이고 수많은 ‘쪽박’과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벤처육성은 전반적으로

분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벤처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 모델이야말로 ‘승자독식
(勝者獨食)’ 체제이고 불균등 발전의 세계적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에 분배문제가 계속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경

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그 때에도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양극화의 원죄(原罪)는 외환위기 이전의

Ⅰ. 경제 양극화의 원죄(原罪)

11

경제발전 모델보다 그 이후의 '구조조정'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구조조정의 모델
을 국제투자자들이나 국제기구, 컨설팅 회사들에서 내놓는 이상화된 미국 모델에서 찾았기 때
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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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4)

1990년대는 미국경제의 부활기로 흔히 받아들여진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이나 독

일의 추격에 직면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이나 독일이 미국을 추월
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많이 나왔다. ‘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것도
이 즈음이다.5) 일본과 독일의 ‘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미국의 ‘주주 자본
주의(stockholder capitalism)’에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도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일본과 독일이 저성장에 빠진 것과 달리 미국경제는 성장률을 회복했다. 영국이나 호주, 뉴질
랜드 영국계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장률을 보였다. 영미 모델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
작했다. 더 나아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국제투자자, 국제기구, 컨설팅회사 및 많은 학자들
이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내세우기 시작했다.6)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구조
조정이 큰 저항없이 본격적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아래에 논의하듯이 미국 모델은 분배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주식투자자들 중심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키워서 적정한 이윤을 받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 모델이 성장에는 성공했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못하다. 1990년대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대를 포함해 지금 시점까지 길게 놓고 평가하면 성장에서 특별히 뛰어나다고 하기 어

렵다. 성장과 분배를 종합해볼 때에 현재의 미국 모델은 별로 본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

4) 제3 장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료는 필자가 현재 William Lazonick과 공동진행하고 있는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관한 연구에 상당 부분 기반을 두고 있다.
5) Vogel(1979).
6) 1997년 3월에 취임하면서 강경식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미국경제의 끈질긴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다．강만수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도 기자에게 “미국은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놔두고 새싹이 자라
나도록 한 반면 일본은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받쳐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신장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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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 본주의자(Managerial Capitalism)’의 성과
한국에서의 경제 민주화가 반(反)재벌 성향을 갖고 전문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갖고
진행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는 전문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7) 미국 대기업들이 지나친 ‘다각화’를 벌이다 비만해졌고
전문경영인들이 자신들만의 아성을 쌓고 있다는 것이었다. 1970~80년대 대기업 비판의 선두
에 나선 사람들은 주주 행동주의자들이었다.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 기관투자자, 학자 등 다양한 세력에서 나온 이들을 한데 묶은 이데올로기는 ‘주주 가

치(shareholder value)’였다. 그리고 그 후 미국경제는 ‘주주가치 극대화(MSV: maximizing
shareholder value)’를 축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다.

특기해야 할 사항은 1997년 이전 한국의 발전모델이 국제적인 칭송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그 평가가 돌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영자본주의도 그 이전에는 국제적인 찬사
의 대상이었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주류’의 시각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경영진을 통제하면서 과거 비효율
적이었던 미국의 대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미국경제도 좋아졌다는 것이다.8)
그러나 한국의 구조조정을 평가하기 위해 그 전의 발전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
처럼, 미국의 구조조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그 이전 시대를 풍미하던 ‘경영자본주의
(managerial capitalism)’를 재평가해야 한다. 미국은 20세기 초반에 대기업들의 지분이 분산

되며 전문경영인 체제가 들어섰고 ‘소유와 통제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라는 미국 대기업들의 전형적 특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전문경영인들은 20세기 중반 미국경제의 대약진을 이끌었다.
한국이 ‘경제기적’을 이루던 기간에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과 유사하게
미국도 이 기간에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미국이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기간 중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했다는 사
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봐도 1980년대 이후의 성장률보다 그
이전의 성장률이 두 배 가량 높다.

7) 미국에서 ‘경제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이다. 영국 경제
민주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적 성향의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등장했다.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주주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였다. ‘대중들의 투자(mass investment)’를 통해 대중들
이 기업에 대한 소유 의식을 갖게 되면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이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 금융인, 기업인들 사이에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뉴욕주식시장(NYSE)이 그 전
위대 역할을 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전개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주주 민주주의가 경제 민주주의와 거의 동일시되었다. Ott(2011) 참조.
8) 주류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학자이지만 Holmstrom and Kaplan(2001)은 미국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경제가 더 효율적이 되었는지는 논란거리로 남는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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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지표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2차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 후반
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 소득분배 불평등도가 국제적으로 ‘중간’ 수
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분배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1990년대에 미국경제가 ‘부
활’하는 기간에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그림 3> 참조). 미국은 지금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불
평등도가 아주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되어 있다(<표 1> 참조).
<그림 3> 미국의 소득분배 장기 추이(지니계수, 1947~2013)

‘상위 1%’의 소득비중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조금씩이나마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5년 11.1%에서 1977년 7.9%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1980년 8.2%, 1990년 13.0%, 2000년 16.5%, 2010년 17.5%, 2015년 18.4%로 올라갔다.
약 30년 동안에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2.3배 가량 높아졌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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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상위 1% 소득 비중 역사적 추이(19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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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경영자본주의’의 전성기 때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이유도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당시 미국의 전문경영인들은 ‘조직인(organizational man)’으로서 자신들이 몸담
고 있는 조직을 키우는 데에 진력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조직내에서의 승진이었다.
조직에 기여하고 그것을 인정받아 승진하면서 보수가 계속 올라갔다. IBM이나 휼렛패커드
(HP)처럼 종신고용을 철학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았다. 이런 인센티브 체계에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야심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에 회사에 들어온 뒤 30년
가량의 장기전망을 갖고 자신의 행동거지도 결정하고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지속
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들은 1930년대 대공
황 기간에도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따라서 이 기간의 미국 기업운영 철학은 ‘유보와 재투자(retain-and-reinvest)’로 명명할 수
있다.9) 기업이 돈을 벌면 배당을 자제하고 유보해 놓은 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재투자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올라갔다. 조직
의 발전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에서 고위 임원들의 임금 상승도 어느 정도 억제됐다. 이 당시
에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고, 스톡부여
(stock award)나 스톡옵션(stock option)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1970년대까지

는 최고경영자들의 인플레를 차감한 실질 보수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
후 CEO들의 연봉은 하늘로 치솟았다(<그림 5> 참조).
9) Lazonick(199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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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CEO의 연봉 추이와 그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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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기간에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이 동반상승했다는 점이다(<그림 6>
참조).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면 경영자나 근로자나 서로 만족할 수 있
다.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계속 임금이 올라간다는 기대를 갖고, 또 그 회사에 장기간 안
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고 계획을 세워 소비를 늘려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내수확대는 경제성장을 불러왔고 그 전망
하에서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에 들어가게 했다. 경영자본주의의 전성기에 미국의 중산
층이 확립된 것은 이 선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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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산성과 임금의 동반상승기(1948~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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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자본주의에의 도전과 미국경제의 대전환
그러나 미국의 경영 자본주의는 1970년대에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일본, 서독 등 새
로운 경쟁자들에게 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기업들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기업들이 어려워진 것도 미국 대기업들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데에 가세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인플레도 대기업 비판의 원인을 제공했다. 금융 투자자들은

인플레를 상쇄하기 위해 보유 주식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됐다. 반면 기업은 금리가
크게 올라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기
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기침체에 따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뾰족하게 내놓을 수단도 별로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경영자들이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판의 선두에
나선 사람들은 주주 행동주의자들이었다.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 기관투자자, 학자 등 다양한 세력에서 나온 이들을 한데 묶은 이데올로기는 ‘주주이

익 극대화’였다. 이들이 미국경제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시스템의 대전환을 가져온 데에는 (1)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 수준으로까지 강력해진 펀드 자본주의 경향,
(2)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과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의 등장, (3) 주주 행동

주의에 유괴(誘拐)된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개선 논의, (4) 대리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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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theory)의 등장과 무비판적 ․ 일방적 확산 등의 새로운 조류들이 합쳐지면서 증폭적으

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1) 펀드 자본주의의 압도적 전개 – 기관투자자들의 초(超)거대 재벌화
지금도 많은 경제문헌들은 미국 대기업들의 특징적인 지분형태를 힘 없는 소수주주들이 나
누어 갖고 있는 ‘분산된 소유(dispersed ownership)’라고 표현한다. 국내 경제경영 문헌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이상향적인 기대가 형
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경영 자본주의’를 유지하던 1980년대 이전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현재 미국 대기업의 지분구조를 보면 기관투자자들이 압도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9%에서 1960년 14%, 1970년
22%, 1980년 32%, 1990년 45%, 2000년 55%, 2015년 63%로 급격히 올라갔다(<그림 7> 참

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계에서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보유주식은 개인 보유로
분류되어 기관투자자 보유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기관투자자들
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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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주식시장의 기관투자자 비중 추이

출처: Federal Reserve Board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실은 기관투자자들의 지분보유가 일부 거대 기관에게 집중되어 있
고, 이들은 보유 주식은 국내에서 재벌의 행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넓게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중반 미국 주식의
31%에 해당하는 6조 8,180억 달러(약 7,800조 원)어치의 주식이 BlackRock, Vanguard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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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10대 기관투자자에게는 42%가 집중되어 있다. 25대 투자
자에게 전체 주식의 절반이 넘는 56%가 보유되어 있다(<표 2> 참조). 현재 세계2위 기관투자
자이자 세계2위 뮤추얼펀드인 뱅가드(Vanguard)의 창업자인 존 보글(John Bogle)은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킹콩(King Kong)’으로 표현했다.10)
한편 거대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은 ‘과도한 다변화(excessive diversification)’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흩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변화해
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정책당국이 기관투자자들에게 개별기업 지분을 5% 이내에서 보유
하도록 권장하고,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질 때에는 일반 대주주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은 한 펀드에서 많은 경우 10,000개가 넘는 기
업의 주식을 보유할 정도로 투자가 분산되어 있다.

<표 2>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초(超)거대 재벌화
Rank

1
2
3
4
5
6
7
8
9
10

Institutional Investors

Total Holdings ($ billion)

BlackRock, Inc
Vanguard Group, Inc
Fidelity Investments
State Street Corporation
Capital Group Companies, Inc.
T. Rowe Price Group, Inc
JPMorgan Chase & Co.
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ion
Wellington Management Group LLP
TIAA-CREF
Top 5 Holders
Top 10 Holders
Top 25 Holders
Top 100 Holders

2,044
1,553
1,272
1,090
857
814
456
410
389
373
6,818 (31%)*
9,261 (42%)
12,307 (56%)
16,995 (78%)

출처: Capital IQ

이렇게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이유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의 등장에 가장 큰 원인이 있
다. 개별기업에 대해 일일이 연구조사해가며 타이밍을 맞춰 투자하기보다 주식시장의 지수 움
직임을 쫓아가도록 펀드를 설계해서 지수상승분 만큼만 차익을 거두는 것이다. 달리 말해 기
업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덱스 펀드는 개별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타이밍 결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펀드수수료가 크게 싸다. 반
면 과거 지수상승이 평균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만족할

10) Bogl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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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뱅가드(Vanguard)가 1976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도입한 이후 인덱스 펀드가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ETF(Exchange Traded
Fund)도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다. 합성형 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인덱스 펀드를 다 합칠 경우

미국주식시장에서 현재 3분1 가량이 인덱스 형태로 투자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이렇게 보유지분의 ‘과도한 다변화’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사실은 거대
기관투자자들이 개별기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기업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뮤추얼펀드인
BlackRock은 전세계 2,610개 기업에서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2위 Vanguard는 1,872

개의 기업에서, 3위 Fidelity는 1,173개의 기업에서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10대 기관투
자자가 개별적으로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7,464개에 달한다(<표 3> 참조).

<표 3> 미국 10대 기관투자자들의 5% 이상 지분보유 기업 수
# of 5 percent or greater
Institutional Investors

stake in Global
Companies

BlackRock, Inc
Vanguard Group, Inc
Fidelity Investments
Capital Group Companies, Inc.
Wellington Management Group LLP
T. Rowe Price Group, Inc
JPMorgan Chase & Co.
State Street Corporation
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ion
TIAA-CREF

2,610
1,872
1,173
465
439
414
191
178
98
24

Source: Capital IQ

뉴욕타임스는 ‘주식보유 거인들이 조용히 휘젓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BlackRock의
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BlackRock]은 미국 다섯 개 기업 중 하나에서 최대 주주이다.
이 펀드는 JPMorgan Chase나 WalMart, Chevron의 대주주이며 미국에서 공개되어 있는 40%
이상의 회사에서 5% 이상의 주식을 통제하고 있다.11) 지금 미국경제에서 대기업들은 펀드 재
벌들에게 완전히 압도되고 있다.

11) ”New York Times(2013), ‘The Giant of Shareholders, Quietly Stirring’, May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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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과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
펀드 자본주의 추세와 미국 기업들의 경영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인플레를
상쇄하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등의 조류를 가장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활용
한 새로운 세력이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재무장관으로 영입하겠다는 말을 했던 칼 아이칸(Carl Icahn)이 T 분
피컨스(T. Boon Pickens) 등과 더불어 이 당시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이었다.
이들은 흔히 표적으로 삼은 기업의 주식을 일정 지분 매입한 뒤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자신
들의 요구사항을 내건다. 그리고 이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 자체 때문에 혹은 경영진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등의 요인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주
식을 팔아서 차익을 챙긴다. 둘째, 경영진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종 위협과
비난을 동원한 뒤 경영진에게 ‘종전(終戰)’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
에 사달라고 요구한다. 그린메일(Greenmail)이라고 통칭되는 방법이다. 세째, 경영진이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린메일에도 응하지 않으면 자금을 더 동원하고, 다른 주주들과 연
대해서 대주주로 올라선 뒤 기업을 상장폐지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다. 이들
이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크본드(junk bond)’가 대규모로 활용됐고,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라는 주식매수를 위한 차입금을 인수대상기업에 빚으로 떠넘기는 새

로운 금융방식이 도입됐다.12)
기업사냥꾼의 활동과 정크본드 파이낸싱은 1980년대 미국의 기업과 금융 간 지형을 바꾸었
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6년 동안 순규모로 5,000억 달러 어치의 주식이 상장폐지됐다.
1970년 후반까지 주식시가총액대비 상장폐지 주식 규모는 0%에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 급증해서 1988년에는 상장폐지 주식규모가 주식시가총액의 2.5%까지 뛰어 올랐다
(<그림 8> 참조).

12) Carl Icahn의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Stevens(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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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장폐지 주식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비중 추이(1979~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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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좋든 싫든 기업사냥꾼의 공격에 방어하고 대비해야 했다.
1980년대에 주요기업의 거의 절반 가량이 인수합병 공격대상이 되었다. 공격을 받지 않은 기

업들도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구조조정을 하고 ‘주주친화적’ 대책을 쏟아내야 했다. 결
과적으로 과거 미국 대기업의 ‘유보와 재투자’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확장 투자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3) 주주 행동주의에 유괴(誘拐)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
미국 정책 당국이나 의회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 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13)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단순히 주주들의 시
각만이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등 관계자(stakeholder)들의 시각을 기업경
영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정책 당국도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못지 않게
‘자본축적(capital formation)’을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중요한 축으로 취급했다. 레이건 행정부

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임명되어 그 이후 금융투자자 위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존 샤드(John Shad)조차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임자 해롤드 윌리
엄스(Harold Williams)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못지 않게 자본축적의 옹호자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발언할 정도였다.14)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이 과정에는 노동 및 사회운동가, 소수주주 운동가, 연금 행정
13) Cheffins(2013)는 SEC문서에서 corporate governance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1976년이라고 밝힌다.
14) Cheffins(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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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인, 학자, 법률인 등 다양한 세력이 상호작용했다. 이들은 대부분 태생적으로 기업사
냥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신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공
익(公益)을 위한 것이지 사익(私益)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
지만 이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 위해 적(敵)으로 설정한 세력은 대기업 경영진이었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사냥꾼들은 유효한 제휴 혹은 동맹세력이었다. 외교에서 ‘내 적
(敵)의 적(敵)은 내 친구’라는 원리는 미국의 주주 행동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한편 공적 연금이나 민간 기관투자자들도 기관의 이익 차원에서 기업사냥꾼들과 보조를 맞
추었다. 기업사냥꾼 방식의 주가상승이나 인수합병이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해 주었기 때
문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상장폐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투자기반이 줄어들
지 여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목전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공적 연금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연금의 기반도 약해지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연금 행정가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적연
금이 대부분 주(州)정부 단위로 운영되고 기업은 국가 혹은 세계적 범위에서 활동을 하기 때
문에 연금 행정가들이 기업파산의 악영향에 대해 둔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연금인
CalPERS와 교원연금인 CalSTRS가 주주행동주의의 선봉에 섰던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무

원이나 교원연금들의 경우 경제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세금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고, 기업사냥꾼의 공격대상이 되
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약했다.15)

(4)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등장과 무비판적·일방적 적용
학계에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효시(嚆矢)로 인정받고 있는 Jensen & Meckling의
논문이 1976년에 출판됐을 때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16) 그러나 기업사냥꾼들의 활동
과 적대적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 대리인 이론은 그들의 활동을 합리화하는 논거로 적극
활용됐다. 경제경영학자들도 적대적 인수합병 붐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
로서 대리인 이론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갔다.
대리인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들은 주주의 대리인(agent)이고 따라서 주
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미국과 같
이 기업소유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비용(agency cost)이 너무 많

15) Gelter(2013); Malanga(2013).
16) Jensen and Meckling(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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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위가 방치된다. 세째, 따라서 경영자들이 주주의 진정
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흩어져
있는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경영진에게 압력을 넣는 것을 쉽게 해줘야 하고, 경영자
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주는 방법 등에 의해 이들이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야 한다.
대리인 이론가들은 경영자들과 주주 간에 ‘잉여현금(free cash flows)’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가장 커다란 이해관계상충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영자들
이 자신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잉여현금이 생겨도 가능한 주주들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돌
려주지 않고 회사에 쌓아놓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주가치를 극대화는 중요한
수단은 기업 내에 쌓여 있는 ‘잉여현금을 뽑아내는 것(disgorging free cash flows)’이라고 주
장한다.
말끔하고 논리정연해 보이는 이론이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따져 보면 대리인 이론은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기업의 존재 이유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전제는
영미 뿐 아니라 유럽 기업법의 역사와 맞지 않는다. 서양에서 기업법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업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을 이사회가 갖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집행되어 왔다. 이사회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임무는 회사의 장기적 생존(long-run
viabilty)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주들은 바뀔 수 있다. 현재 주주들 간에도 단기투자자가 있

고 장기투자자도 있다. 현재 주주들이 다수결로 내리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생존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회에 ‘사업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주어지고 이사회가 회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기구가 된다. 모든 자산이 법인(法人)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회사의 장기생존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금
융기관들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회사를 청산하거나, 상장폐지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것과 같이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할지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같이 서양의 기업법 운용 정신에 비추어볼 때에 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대리인이다. 이사회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생산과 분배에 관
한 결정을 내리지만 주주들만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대리인 이론가들이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내세우는 논
리는 회사가 청산될 때에 주주들은 임금, 부채, 세금 등 다른 채권이 다 변제된 후에 남는 ‘잔
여(residual)’만을 받게 되고, 따라서 채권이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등 가장 큰 위험부담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생산적 활동을 한 뒤에 남는 ‘잔여’이다. 기업이 ‘계속기
업(going concern)’으로 유지될 때에 생산적 기여를 누가 했는지, 그에 합당한 이익 분배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대부분의 ‘소수주주’들은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산다.
이들이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들이 주식을 사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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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ulation)이다. 또 이들에게는 회사에 위험이 발생할 때 주식을 팔아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다.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최후의 경우를 상정해
서 자신들이 가장 큰 위험부담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의 경우에
는 다르다. 이들은 생산활동에 실제로 기여한다. 위험부담도 한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사고팔 때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세째, 어느 조직이든 ‘대리인 문제’ 즉 대리인(agent)이 주인(principal)의 이익이 아니라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대리인 이론을 내세우
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업 경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한다. 대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내세우면서, 정작 기관투자자들에게 대리
인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눈감아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
고 그 규모나 범위에서 대기업들이 무색할 정도로 ‘재벌화’되어 있다. 또 소수 거대 기관투자
자에게 경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들에게 아직까지 ‘주주(株主)’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주관재인(株管財人)’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
확하다. 서양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수탁자(fiduciary)’라는 법적 개념이 확립되어 있고
‘주보유자(stockholder)’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지 ‘주소유자(stock owner)’라는 표현은 별로 사

용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맡긴 돈을 투
자해서 관리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식보유권한을 행사할 때
에 돈을 맡긴 고객의 뜻에 맞게 행사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지 등의 대리
인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기관투자자들의 투표권 행사 과정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살펴보면 대리인 문제가 대기업
경영진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의사
와 능력이 없는데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주식시장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덱스 펀
드들은 처음부터 개별기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가지수 움직임만 쫓아가게 펀드를
운용한다는 전제에서 값싼 수수료로 고객들의 돈을 끌어모은다. 펀드매니저들이 개별기업의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기 위해 노력할 여유도 없는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들이 개별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맞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주식투자의 컴퓨터화가 급진전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현재 인덱스 펀드 등 패시
브 펀드(passive fund)들은 대부분 알고리즘(algorithm)을 활용해서 매매여부가 결정된다. 액
티브 펀드(active fund)들조차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 기관투
자자 주식거래의 절반가량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고
리즘 거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에 딸려있는 투표권이 개별기업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행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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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보더라도 투표권 행사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여
지가 굉장히 크다. 큰 기관투자자들은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두고 그 펀드들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펀드 내, 또 펀드 간 매개(intermediation) 고리가 크게 확대되어 있
는 것이다(<그림 9> 참조). 그러나 투표권은 이 매개고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행사한다. 이 펀드매니저가 매개고리의 먼 저편에 있는 원 고객의 의사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
해서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림 9> 펀드의 매개고리 확장
Family firm/start up
Family owners/
entrepreneur

Pension fund

Retirees/current
employees

Pension fund
trustees

Investment
consultant

Fund of funds

Asset manager

Company

Company

출처: Wong(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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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가치 극대화(MSV)의 새 시대와 그 결과 – ‘1%대99%’ 구도
와 트럼프 현상
앞에서 논의한 4가지 조류가 결합되면서 ‘주주가치 극대화(MSV: maximizing shareholder
value)’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

널(WSJ)에서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라는 말은 1965년 이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 후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 단어의 사용이 급증했다. 시대상
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이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주주가치’ 단어 등장 빈도

출처: Heilbron et. al.(2014)

가장 놀랄만한 변화는 기업의 장기성장과 이익을 실현해야 할 주체인 최고경영자(CEO)들이
MSV논리에 복속되고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이다. 주주행동주의와 인수합병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CEO들
의 공식적인 견해는 ‘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
다. 미국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 1981년 발표한 ‘기
업의 책무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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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자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기대와 다른 우선순위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기

업경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이다. 주식보유자들이 좋은 수익률을 올려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7)
1990년에 발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성명도 “기업은 주식보유자와 사회 전체에 함께

봉사하는 임무를 갖고 만들어졌다”며 다른 이해관계자에 금융기관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백
히 했다.18)
그러나 1997년에 미국 CEO들은 MSV에 완전히 투항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성명의
이름도 ‘기업의 책무’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Corporate Governance)
으로 바뀌었다. 미국CEO들은 주식보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는 ‘주주가치 극대
화’라는 점을 공식천명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관점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최고로 중요한 의무는 회사의 주식

보유자들에게 있다. 다른 관계자들의 이익은 주식보유자들에게 종속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
이사회가 주식보유자들과 다른 관계자들의 이익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는 이사회의
역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19)
1980년대에 기업구조조정에 앞장서서 GE의 주식가치를 대폭적으로 올렸던 잭 웰치(Jack
Welch) 전 회장조차 2009년에 한 인터뷰에서 MSV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생각(the
dumbest idea in the world)“이라고 말한 바 있다.20) 그런데 왜 미국 CEO들이 1997년부터
MSV를 자신들의 신조로 내세웠는가? 한 가지 이유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대를 거치고 기관투

자자들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경영자들이 주식보유자들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생각을 공개적으
로 얘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CEO 자신들이 MSV시대에
금융투자자들의 강력한 동맹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많이 받게 되면서 MSV를 경
영의 최고 목표로 내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CEO들의 평균보수는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90배가 넘게 뛰었다.21) 현금으로 받
17)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Balancing the shareholder’s expectations of maximum return against other
priorities i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confronting corporate management. The shareholders must
receive a good return but the legitimate concerns of other constituencies also must have appropriate
attention.”
18) “…corporations are chartered to serve both their shareholders and society as a whole.”
19) “In the Business Roundtable’s view, the paramount duty of management and of boards of directors is
to the corporation’s stockholders;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are relevant as a derivative of the
duty to stockholders. The notion that the board must somehow balance the interests of stockholders
against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fundamentally misconstrues the role of directors.”
20) Financial Times 2009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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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수도 많이 늘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톡옵션 등 주식관련 보수이다(<그림 5> 참조).
CEO들에게 회사 주가를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사익추구 수단이 됐다. 대리인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CEO들과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CEO들이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주들이 본 이익은
평균적으로 주가상승분을 넘지 못했다. 반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CEO들과 펀드매니저들
에게 갔다. 일반 언론에는 미국 CEO들의 보수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내용만이 주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을 보면 톱 펀드매니저들이 현재 톱 CEO들보다 10배 가량의 보
수를 받고 있다(<표 4> 참조). 톱 CEO들과 톱 펀드매니저들 간의 ‘불경(不敬)한 동맹(unholy
alliance)’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큰 칼자루는 톱 펀드매니저들이 쥐고 있다.

<표 4> 미국 톱 CEO와 톱 헤지펀드 매니저 간의 보수 격차(2014)

1
2
3

Executives

Compensation

David M. Zaslav
Discovery ommunications

$156M

Michael T. Fries
Liberty Global
Mario J. Gabelli
GAMCO Investors

$111M
$88M

Hedge Fund Managers

Kenneth Griffin
Citadel
James Simons
Renaissance Technologies
Raymond Dalio
Bridgewater Associates
William Ackman
Pershing Square Capital
Management
Israel (Izzy) Englander
Millennium Management

Compensation

$1.3B
$1.2B
$1.1B

4

Satya Nadella
Microsoft

$84M

5

Nicholas Woodman
GoPro

$77M

6

Gregory B. Maffei
LMCA & QVCA

$73M

Michael Platt
BlueCrest Capital anagement

$800M

7

Lawrence J. Ellison
Oracle

$67M

Larry Robbins
Glenview Capital Management

$570M

Steven M. Mollenkopf
Qualcomm
David T. Hamamoto
9
NorthStar Realty Finance
Leslie Moonves
10
CBS
8

Average

$60M
$60M
$54M
$83M

David Shaw
D.E.Shaw Group
O. Andreas Halvorsen
Viking Global Investors
Charles (Chase) Coleman Ⅲ
Tiger Global Management
Average

$950M
$900M

$530M
$450M
$425M
$822M

Source: http;//www.equilar.com/reports/18-200-highest-paid-CEO-rankins-2015.html for excutives and
http;//www.institutionalinvestorsalpha.com/Article/3450284/The-2015-Rich-List-The-Highest-Earning-Hedge-Fund
-Managers-of-the-Past-Year.html for hedge fund managers(Accessed on August 17, 2016)

21) Mishel and Davis(2015)

30

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미국 경영자들과 금융투자자들이 동시에 MSV를 적극 추구하면서 미국경제에는 크게 두 가
지 일이 벌어졌다. 첫째, 주식시장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내가는 자금유출창구로서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주식시장이 발달할수록 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보다는 이익을 주주
들이 환수하는 경향이 강해진다.22) 미국의 경우 1980년 초반까지는 이 경향이 있어도 미미했
지만 적대적 인수합병붐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강해졌고, MSV가 최고경영자와 금융투자자의
공통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경향에 가속도가 붙었다.
2005~2014년의 10년 동안 연평균 3,660억 달러(약 421조 원)의 돈이 비금융기업에서 순유출

됐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돈을 빨아가는 주식시장(미국, 1946~2014))
400

0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0

-200

-400

-600

-800

1980년대의 자금 순유출이 인수합병에 따르는 상장폐지의 영향이 컸던 것과 달리 2000년

대 이후의 자금유출은 주로 자사주매입과 배당 때문이었다. 금융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정의
22) 기존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주식시장은 자본조달에 미미하게 기여했거나 오히려 역기능을 했다.
Mayer(1988)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주요 선진국들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조사했다. 영국에
서는 주식시장의 신규자금조달 순기여가 -3%였다. 미국은 1%, 캐나다는 3%, 독일 3%, 일본 5% 정도에
불과했다. Allen and Gale(2001)은 1970~1989년 사이에 벤처캐피탈 투자를 포함해서 선진국들의 신규투자
자금조달 경로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비중이 미국 -8.8%, 영국
-10.4%, 독일 0.9%, 일본 3.7%, 프랑스 6%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것은 ‘은행중심’이라고 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자금조달 기여가 높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오히려 기여
도가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영미에서 자사주 매입과 기업인수합병(M&A)
에 따르는 기존주식폐기가 신주발행보다 많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간접금융이 발달했던 독일, 일본 등에서
는 주식시장이 간접금융의 보완기능을 하면서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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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잉여현금(free cash flows)’을 ‘빼낸(disgorge)’ 것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
안 스탠다드앤푸어스(S&P) 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상장기업들로부터 빼낸 3조 6,600억 달러
중 52.5%는 자사주매입, 35.7%는 배당이었다. 나머지 11.8%는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해외
로 빼냈다. 10년 동안 빼낸 돈은 실제로 ‘잉여 현금’만이 아니다. 기업들의 경상이익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빼냈다. 대신 사업에 필요한 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늘리거나, ‘구조조정’
을 통해 임금이나 사업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에 의해 동원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자사주 매입, 배당의 급격한 확대(198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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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착취도가 대폭 증가했다. ‘경영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성과
임금이 동반상승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강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임금상승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임금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뒤처지기 시작했고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됐다(<그림 13> 참조). 1990년대 들어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일본을 추
월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직업 안정성도 상시적으
로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경제에 나타난 것은 ‘1%대99%대’ 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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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생산성향상과 임금상승 격차 확대(196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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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1%대99%’ 구도에 대한 좌절감과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단순히 블루컬러 백
인들만이 아니다. 상당수가 화이트컬러 백인 근로자들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잃거
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자신의 역량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받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루컬러만 아니라 화이트컬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
문이다.
특히 정보통신 등 21세기 지식집약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스스로 자부심
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임금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실업
의 위협에 처하는 것은 자긍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 중상위권 엔지니어나 관리자들이 구조조정의 집중적인 대상이 됐다. 이러한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가는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해외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
거나, 값싼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올 경우 이들의 불만은 외국인이나 교역상대국에게 향하게
된다.
똑같은 ‘1%대99%’ 구도라는 뿌리에 대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지명 경선자였던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는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을 공격하며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는 해법을 제시했

다. 반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극우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미국 사회문제의 적
(敵)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교역상대국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많은 미국

인들이 미국인 중심의 강한 미국 건설이라는 트럼프의 메시지에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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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1987년 ‘민주화의 봄’ 바람을 타고 경제민주화 조항이 한국의 헌법에 포함되고 1990년대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단체들도 만들어졌지만,23)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 때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금지원
을 받는 조건으로 IMF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IMF가 실제로 요구한 것보다 더 강력한 ‘IMF
플러스’를 시행했다. 이 ‘플러스’에서 가장 핵심이 기업구조조정이다. IMF프로그램의 역사에
서 ‘기업구조조정’이 중요한 별도의 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한국의 경우가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이다.

1. 1997년 외환위기와 ‘반(反)재벌 3자(者)동맹’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력 집중’,
‘소수주주권 침해’, ‘중소기업 영역 침범’ 등 재벌체제의 ‘불공정성’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비

판해왔는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는 재벌을 ‘금융위기의 주범(主犯)’으로 규정하고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을 적극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대환 교수는 “재벌체제에 기초한

선단식 경영은 이미 비효율적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세계 경제에서 그러한 선단식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벌체제의 독립적인 전문 경영체제로의 전환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24)
그러나 한국경제가 발전해오던 1997년 이전의 상황과 IMF체제에서 ‘구조조정’을 거친 뒤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따져보면 재벌이 ‘금융위기’의 주범
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재벌체제가 그렇게 비효율성을 드러냈다고 하기도 어렵다. 1997년의
위기는 전반적인 금융위기라기보다 ‘외환위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발단은 김
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중진국에 불과한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진국 취급을 받겠다며
선진국 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1994년 가입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때에 급
하게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만 갖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
태에서 대폭적인 자본자유화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나 금융기관, 기업들이 환위험에 갑자기 노
23) 예를 들어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참여연대는 1994년에 출범했다.
24) 김대환(199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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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면서 위기가 벌어진 측면이 크다. 국가적 환위험관리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고, 기업보
다는 금융기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때에 재벌은 외환위기에서 기껏해야 종범(從犯)으
로 취급해야 한다.
재벌기업들의 수익성이 1990년대 중반에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들이 ‘구조적 문제’에 부딪쳐 경쟁력을 잃어서라기보다 신흥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에 대비
한 세계화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때에 국내에서는 마치 세계경제가 크게 어렵고 한국이 ‘과잉투

자’를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선진국 경제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또 중국경제 등이 급성장하면서 21세기에는 실제로 ‘신흥시장의 시대’가 열렸다. 중국은 한국
의 ‘과잉투자’ 산업으로 지목됐던 철강, 유화, 자동차 등 중화학제품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
(Black Hole)’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1999년 이후 빠르게 회복된 것은 ‘구조조정’을 잘 했다기

보다 그 전에 선제투자를 많이 해놓았으니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 뒤 이를 빨리 잘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25)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진 당시에는 재벌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됐다.
국제금융기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재벌을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부합됐다. 한국경제를 영미식으로 바꿔놓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기에 편리해지
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기업들과 국제적으로 경
쟁하는 외국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재벌비판에 보조를 맞추었다. 한편 경제민주화론자 등 재벌
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국내 세력들은 이 때가 재벌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로
판단했다. 새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재벌 위주의 과거 경제모델에 대해 비판적
이었고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만들고 싶어 했다. 또 재벌개혁과 개방이라는 미국 측의 경제
적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햇볕 정책 등 대북정책과 외교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
려 했다.26)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반(反)재벌 3자(者)동맹’이 만들어진 것이다.

2. ‘은행차입 위주 모델’에서 ‘주식시장 위주 모델’로의 구조조정
미국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사냥꾼들의 행태에 대해 대부분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대기
업 경영진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이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것과 비슷하게 국내 ‘진보세
력’들도 외국투자자들과 철학적 기반이 많이 달랐지만 재벌개혁이라는 공동목표하에 공동전
선을 형성했다. 그리고 미국 MSV론자들의 대기업 ‘개혁’ 수단의 상당부분을 재벌개혁 수단으
로 원용했고 이것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라고 내세웠다. 정부는 미국의 주식시장 위
2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장섭(2008; 2009; 2014) 및 Shin(2014) 참조.
26) 신장섭(2008;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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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조조정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국제금융기구나 국제금융투자자들의 견해를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의 ‘차입위주 경제’가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에 동의하고 재벌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를 도입하면서 한국도 ‘주식시장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간다는 정책을 적
극적으로 집행했다(<표 5> 참조).

<표 5> IMF체제에서의 재벌개혁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공정거래

1. ‘불공정’ 내부거래 규제 강화
2. 계열사 순자산 25% 이상 투자에 대한 규제 부활
3. 계열사 지급보증 금지

회계규정

1. 결합재무제표 도입

금융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변화

1.
2.
3.
4.
5.
6.
7.

부채비율 200% 이하로 규제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사외이사 4분1 이상 임명
감사선임위원회 설립 의무화
소액주주소송, 장부열람권, 감사 ․ 이사 해임의결권 강화
투자신탁 및 은행신탁 보유 주식 투표권 행사 허용

출처: Shin and Chang(2003)

IMF체제에서의 재벌개혁 조치는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수치나 ‘성과’만 봤을 때에는 대

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 400%가 넘던 5대 그룹의 부채비율은 1년 반 남짓
한 기간에 20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그림 14> 참조). 계열사지급보증도 없어졌다. 많은
선진국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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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업부채비율의 ‘성공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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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도 큰 변화를 겪었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사회에서 사외
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지
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1997년 한국증권거래소(KOSPI) 시가총액에서 13.7%에
달해있던 외국인투자자 비율은 2004년에 최고 42.0%까지 올라갔다. 그 후 외국인 지분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금도 35% 수준에 달해 있다(<그림 15> 참조).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외국인에 의한 주식시장 점유는 한국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27)
<그림 15> 외국인투자자의 급격한 진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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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 Stock Exchange

27) 2003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 40.1%, 일본 17.7%, 호주 28.7%, 대만 23.1%, 영국32.1%, 독일
15.0%, 미국 10.3%, 프랑스 38.8%로 주요국 중에서 한국의 외국인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신
장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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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사실은 우량기업일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IMF체제 시행 2년 만
인 2001년에 이미 삼성전자(59.7%), 포스코(61.9%), 현대차(52.6%), 삼성화재(51.6%), 국민은행
(71.1%)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은행의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뛰어 넘었다(<표 6> 참

조). 은행은 이미 상당수가 외국계로 넘어갔다. 10대그룹의 외국인지분율은 45% 수준에 달했
다. 지금은 이 때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우량기업들
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IMF체제에 들어가기 전 한국은 ‘민족주의적’ 혹은
‘중상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국기업들 위주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IMF 체제 구조조정을 거친 결과 한국은 외국인투자자 위주의 경제시스템이 됐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표 6> 한국 우량주의 외국인 소유 비율(%)
연도

국민은행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텔레콤

삼성화재

2001

71.1

59.7

52.6

61.9

32.4

51.6

2016

67.2

51.1

42.6

49.6

41.3

48.3

주: 2016년은 8월 19일자 기준

실제로 IMF체제 이전의 ‘개혁’ 조치들과 IMF체제에서의 개혁조치들이 어우러진 결과 한국
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 첫째, 전세계에서 가
장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결과를 규제한다. 그러나 한국은 불공정경쟁의 원인이라고 상정되는 ‘경제력 집중’까지 사전
적으로 규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둘째, 전세계에서 경영권 승계에 가장 비우호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율(50%)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경영권에 대한 상속세율(65%)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재단을 통한 경영권 승계도 실질적으로 막아 놓고 있다.
세째, 한국은 상법을 통해 ‘1주1의결권’ 원칙을 가장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
우, 1주1의결권을 적용하는 기업은 평균 65% 정도이다. 3분의 1 가량이 복수의결권을 사용한
다. 프랑스(31%), 네덜란드(14%), 스웨덴(25%)는 1주1의결권 비율이 특히 낮다. 복수의결권이
오히려 대세이다(<그림 16> 참조). 미국은 원칙적으로 1주1의결권 제도이지만 임의 규정으로
회사가 정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1주에 대해 2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창업자들이
1주10의결권을 갖고 있다. 일본도 단원주(單元株) 제도 등을 통해 차등의결권을 활용한다.28)
28) 단원주는 발행주식에 대해 10주나 100주를 1단원으로 정하여 1단원에 대해 1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원주 보유자는 1주1의결권을 보통주 소유자에 비해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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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유럽의 국가별 1주1의결권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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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수연(2015)

3. 정치 민주주의 논리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경제민주화 논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1주1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민주화론
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민주주의에서의 ‘1인1의결권’ 원칙을 억지로 재벌개혁에 갖다 붙
여 왔다. 이 견해는 현재 국내의 상당히 많은 식자(識者)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져 있고, 공정거
래위원회 등에서 재벌 규제를 할 때에도 논리적 기반으로 사용되어 온 것 같다.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 교수가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
놓은 주장을 살펴보자: “총수개인의 지분은 소량에 불과하고 절대지분을 일반소액주주들이 소
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수들은 계열사간의 상호출자를 이용하여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
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절대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
는 소액주주들이 바로 기업의 주인인 것이다.”29)
이 시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지분을 발표
하면서 오너가족의 지분이 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강조한다. 강철규(2004) 전 공정거
래위원장의 발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쟁제한적 문제는 계열사간 출자
를 이용하여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1인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현상은 시장감시가 미흡한 현실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 내 외부 감시장치의 효과적인 작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대리인비
용을 유발하여 소수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중소 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고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9) 장하성(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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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정치 민주주의의 ‘1인1의결권’ 원칙을 상법에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재벌 계열사에서 오너가족 지분이 5%, 계열사 지분이 45%, 소액주주 지분이
50%라고 가정해 보자. 경제민주화론은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지분을 다시 개인 지분과 법인 지분으로 나누어 봐야 하고 ‘순
수’ 법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따질 때에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
를 경우 45%의 계열사 지분은 ‘의제자본’ 혹은 ‘가공자본’이 된다. 이렇게 ‘의제자본’을 제외
하고 보면 장하성 교수의 발언처럼 소액주주들이 50%의 ‘절대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주인이
고 오너가족들은 5% 지분만으로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 된다.
이런 주장은 오로지 개인들의 주식소유권만이 궁극적으로 정당하고 법인들의 지분은 개인
지분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권(株權)의 개인환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법인의 주식보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의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다. 일단 기업이나 은
행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를 할 때마다 이 돈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이고 그 지분은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주회사도 만들 수 없
다. 그동안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해온 기반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 실제로 주식회사는 개
인들의 동등한 주권이라는 개념 위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1주(株)1표’의 주권(株
權)이 적용될 뿐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 원칙조차 차등의결권 등에 의해 주당 의결권을 달
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주식을 보유하는 주체로는 개인(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도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론은 상법과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다.
소수주주들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체가 모호하다. 경제민주화론은 소수주주들이 마
치 동질적인 집단인 듯이 취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단히 이질적인 집단이다. 여기에는 블랙
록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투자가들도 포함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의 대기업들조차 기관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Ⅲ-2절). 재벌 계열사가 아닌 다
른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있다.
경제민주화론이 재벌 계열사들의 주식보유를 ‘가공자본’으로 취급하고 지배권을 개인 지분
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소수주주들의 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의 보유 지분에 대해 개인들의 ‘궁극적’ 지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
런데 기관에 돈을 맡긴 개인들의 숫자를 일일이 따져 순수 개인지분을 계산할 방법은 없다.
또 기관들은 원금만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금융기법을 사용해서 원금 이상의 투자
를 하기 때문이다. 주권(株權)의 개인환원주의를 적용하면 기관들의 레버리지(leverage) 활용
도에 따라 기업의 지배권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해야 한다. 상법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없애
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을 똑같이 인정한다. 부채를 활용했건 상호출자를 활용했건 해
당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동등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법에 개인
들의 주권(主權)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주식소유에 따르는 주권(株權)만이 있을 뿐이다.
경제발전이나 경영학, 사회학 문헌 중에는 기업집단과 가족경영이 보편적이라는 현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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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서 기업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꽤 많다.30) 그러나 경제민주화론은 이를 무시하고 전문경
영과 개별기업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이상향적 기업관을 적용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전문경영체
제에 대해 주주행동주의자들의 비판이 강했고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
해서도 눈감는다. 또 앞서 지적했듯이 외국에서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일본에서는 순환출자만이 아니라 상호출자까지도 허용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론은 순환출자
를 한국 재벌의 고유한 문제로 취급했다. 규범을 벗어난 ‘일탈(逸脫)’로 취급하니 이를 불법으
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쉬웠다.

4.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와 소비의 동시 둔화, 그리고 분배
의 악화
그러면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한국정부나 IMF의 공식입장은
한국이 “IMF 구제금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을 구조
조정시키고자 했던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
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실패’
라고 할 만한 것들만 보인다. 미국이 ‘주식시장 중심 구조조정’ 결과 ‘1%대99%’의 구도가 만
들어지면서 실패한 것처럼, 한국의 실패도 ‘주식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당연히 가져온 실패라
고 할 수 있다.
‘차입경영’ 비판론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전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

는 순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경제는 기업투자에 방점이 두어지고 은행과 주식시장이 함께 이를 지원하는 시스
템이었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 투자자금에서 신주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선진
국들과 비교할 때에 현격하게 높았다(<표 7> 참조).

30) 기업집단과 가족경영의 보편성에 관해서는 신장섭(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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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의 투자자금 출처 비교(1970~1989)
(단위: %)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한국*

내부유보

62.4

40.0

60.4

62.7

29.0

은행차입

18.0

34.5

23.3

14.7

40.7

채권발행

0.9

3.9

2.3

12.8

5.7

신주발행

2.3

3.9

7.0

-4.9

13.4

무역신용

1.8

15.6

1.9

8.8

n.a.

자본이전

6.6

n.a.

2.3

n.a.

n.a.

기타

8.0

2.1

2.9

5.9

n.a.

출처: 신장섭(2008) *1972~1991년

그러나 IMF체제를 거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빨
아가는 곳으로 전환했다. 1999년까지 신주발행 등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된 돈은 147.9조 원이
었던 반면 배당, 자사주매입, 유상감자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유출된 돈은 174.9조 원이었다.
27조 원이 순유출됐다(<표 8> 참조). 중요한 이유는 주주들의 ‘잉여현금 빼내기(disgorging
free cash flows)’ 요구에 맞춰 배당과 자사주매입을 늘리고 그 전에는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

했던 유상감자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 대주주들은 경영권 방어 위협을 줄이기 위
한 목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늘렸다.

<표 8> 돈을 빨아가는 주식시장
(단위: 10억 원)

Inflow
Outflow
stock
purchase
dividends
Net
inflow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41,123
3,427

14,367
9,823

12,169
9,823

9,250
7,812

11,265
15,317

8,276
13,498

6,758
12,538

6,499
14,985

17,259
15,191

5,080
11,151

11,616
22,529

2,939
28,254

1,359
11,161

147,958
174,969

453

5,380

5,975

1,925

8,090

3,319

2,650

5,458

4,620

3,680

13,912

18,731

2,324

76,517

2,974

3,903

3,848

5,887

7,227

10,179

9,888

9,527

10,571

7,471

8,617

9,523

8,837

98,452

37,696

5,084

2,346

1,438

-4,052

-5,222

-5,780

-8,485

2,066

-6,071

-10,913

-25,315

9,802

-27,011

출처: Shin(2014)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정책과 공정거래법 강화, 주주들의 이익분배요구 등이 겹치면서 기업
들의 투자는 위축됐다. 앞서 지적했듯 1999년 이후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은 이미 투자해놓았
던 설비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2005년이나 되
어서야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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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제민주화론은 기업투자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
해 현찰을 쌓아놓고 있거나 자사주매입을 늘린 데에 있다는 단선적 재벌 원죄론(原罪論)을 반
복한다. 대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늘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자사주매입 자체가 경영권을 방어해주지는 못한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경영권
위협이 왔을 때에 제3자인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매각하고 이 백기사가 지속적인 우호세력으
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규모 지분을 사줄 만한 백기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백기사 역할을 해준다 하더라고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알 수 없
는 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로 갖고 있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또 해
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자사주매입의 일반적인 이유에 비추어볼 때에 한국 대기업들이 해왔던
자사주매입이 전적으로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 미국의 경우 MSV시대에 주가
지지와 ‘주주친화정책’의 가장 큰 수단이 자사주매입이었다. 미국식 구조조정을 시행한 한국
에서만 유독 재벌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주가지지와 주주친화정책의 목적은 거의 없이 경영
권 방어 목적으로만 자사주매입을 활용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정부에서 과거의 재벌투자를 ‘과잉투자’로 규정하고 오히려 투자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
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그 정책 방향과 규제가 영향을 발휘하여 재벌들이 투자
를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봐야지, 투자부진의 책임을 재벌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대출 등 기업부문의 외부
자금유입액은 1997년 118조 원에서 1998년 27조 6천억 원으로 4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됐
다. 한국경제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던 1999년과 2000년에도 외부자금은 1997년에 비해 절
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후 다소 회복됐다 하더라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으
로 유입된 외부자금은 연평균 70조 원 남짓으로 1996~97년 평균의 60%에 불과했다.32)
정부는 재벌의 차입을 규제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면서 벤처기업을 적극 육
성했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 벤처기업 육성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아직도 논란거리이다. 미국의 닷컴버블(Dot-com bubble)과 맞물려 한
국의 벤처버블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낭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
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제법 출현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육성은 일부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무수하게 실패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를 악화시켰으면 악화시켰지 개선하는데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Ⅰ장).
반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촉진책은 성장과 분배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작이
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기업투자에 자금을 가능한 많이 돌아가게 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서 모기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IMF체제에서 금융자유화

31) 신장섭(2008).
32) 신장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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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수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모기지 제도를 도입했다. 가계대출 확대는 상업은행들의 필요
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기업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늘려야 은행의 영업
이 유지될 수 있었다. 결국 기업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억제된 가운데 가계대출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예금은행들의 금융자산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직전
15% 가량에서 2004년에는 28%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면 예금은행 금융자산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직전 40% 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전반기 31% 가량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예금은행 금융자산의 구성 변화

가계대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어도 민간지출 증가속도는 금융위기 전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다. 민간지출은 1999~2005년 평균 4.9%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소비억제 및 투자
촉진책을 쓰던 1991~97년 기간에는 민간지출이 연평균 7.0% 늘어났던 것과 많은 차이를 보
인다. 소비위주 성장정책을 사용했는데 소비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어
떻게 설명해야 하나? 해답은 다시 투자에 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기업들이 제공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해 소비가 늘어난다. 이것이
정상적인 소비확대 경로이다. 투자가 위축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임금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데다가 근로자들이 장래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가계대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용창출 및 임금상승 없이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 대출을 받아 당장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이 곧바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태는 이런 상환부담 사이클이 빨리 찾아온 경우이다. 신용카드는 이자율도 높
고 원금상환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400만 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가 양산

44

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됐고 소비도 위축됐다. 모기지는 이러한 상환부담 사이클이 더 길다.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
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기지는 새 집을 장만하거나 집을 늘리는 데에 사용됐기 때문에 소비증
가로 바로 연결되지 못한다. 소비증가 효과가 나오려면 산 집의 가격이 올라 이를 팔아 차액
으로 소비를 늘리는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0년대에 모
기지로 집을 사거나 늘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반면 다소 무리해가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리금상환부담이 컸다.33)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급증은 오히려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가 재벌개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내세우는 것이 부채비율 감축이다. 기업부채비율이
떨어지면서 한국경제가 떠안는 전체적인 부채가 줄어들었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
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은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이전된 것일 뿐이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여러가지 가계부채 축

소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는 2013년말 1천조 원을 돌파했고 2016년 6월말에는 1,250조
원에 달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의 도래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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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대경제연구원이 2007년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가 평균 월수입의 14.5%를 이자상환에 내
고 있고, 대출자의 절반가량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2007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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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단순히 이전된 것이라면 그 부채는 가계보다 기업이 떠안고 있는 것이 국민경제
의 관점에서 훨씬 나았다. 기업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쉽다. 그렇지만 가계가 부채를 많이 늘린 뒤 원리금상환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소
득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민주화론은 이러한 투자와 소비의 동시 위축과정
에 대해 눈감는 경향이 있다.

5.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 법안들
경제민주화론은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체제로 인한 ‘경제양극화’가
소비위축을 불러왔고 분배문제가 악화됐다는 단선적 주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서
재벌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화해야만 제대로 된 분배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단선적 해결책을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추가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김종인 더민
주당 전대표는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을 내놓은 뒤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조
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오너의 탐욕에 대한 통제 장치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34)
이번 법안들이 과거 ‘경제민주화’ 시책들과 다른 점은 강도가 더 세고 일부는 근거조차 아
예 없다는 것 뿐이다. 지난 20년 가량의 분배문제 악화의 원인이 주식시장 위주의 구조조정에
주로 있고, 똑같은 경향이 한국이 구조조정 모델로 삼았던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똑
같은 방식의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대책을 더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재벌 주주들의 권
한을 제한하거나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요
건 강화, 자사주 거래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둘째는 공정거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 재벌 관계자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공익법인
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것들이다. ‘1주1의결권’을 상법에서
강제하는 것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재벌 관계자와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에 딸려 있는 투표권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유래없는 규제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34) 김종인(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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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지 재벌 “오너의 탐욕”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경제
를 나쁘게 만들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
래없이 강하니까 세계에서 유래없이 강력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 만을 갖
고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마찬가지 전제에서 발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
서 지적했듯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이나 개인도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
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정위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제는 재벌이 무소불위(無所不爲)의 영향력을 행사해
서 공정위까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라도 동원해
서 재벌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공정위가 재벌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을 남발해왔다고 할 정도로 패소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뒤 패소해서 다시 돌려줘야 했던
과징금 환금액은 2013년 302억 원에서 2014년 2,518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5년에는 3,572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과징금 소송 348건 중 23.3%인 81건에 대해
패소 또는 일부승소했고 과징금 환급액이 7,861억 원에 달했다.35) 오히려 공정위의 지나친 고
발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은 재벌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가 국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재벌의 로비에 의해 저지
됐으니까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 발 물
러서서 경제양극화의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수많은 ‘경제민주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양극화가 심해졌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국 ‘경제민주화’의 경험은 ‘소수주주’의 권
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혁’이 금융투자자들과 이에 편승한 최고경영자들의 부를 늘리고
오히려 분배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해준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이
와 유사한 일이 진행되어 왔다. 똑같은 논리로 더 강하게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추가법안들이
실현될 경우 이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만 높아진다.

35) ‘종이 호랑이 전락한 ‘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뉴스웨이 2016년 7월 15일자.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6071215023361999&md=20160715080101_AO (2016년
8월2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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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 ‘투자-고용-분배’의
새 패러다임을 위하여
그러면 한국경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이 전거로 삼고 있는 헌법 조항
을 검토해 보자.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뒤이어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구태여 쓰지 않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하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경
제주체 간의 조화’를 달성하면 된다.
이것은 한국만 유일하게 내세우는 경제운용 목표가 아니다. 혼합경제체제(mixed economy)
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같이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이다. 고전학파적이건 마르크스주의적이건 정치경제학에서 관통하는 핵심 주제도
생산과 분배의 조화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내용을 실
현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대안에 관한 논의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경제민주화론은 재벌을 국민경제의 균형을 깨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主犯)으
로 인식하고 ‘재벌문제’를 해결해야만 만사가 해결된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었지만 ‘재벌위주’
성장을 하던 시기에 한국은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재벌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의 전위대 역할을 계속 수행했고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말을 여러 그룹이 아직도 사
용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경영자들이 공동체 인식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역할을 ‘경영 자본주의’가 상당 부분 담당했다. 그러
나 최고경영자들이 MSV의 노예가 되면서 분배가 대폭 악화됐다. 따라서 기업조직을 어떤 형
태로 바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업조직에서 경영자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
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주행동주의의 대부(代父) 격인 로버트 몽크스(Robert Monks)는 만년에 한 인터뷰에
서 주주행동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문경영 시스템이나 금융투자자들에게 휘둘
리는 시스템보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의 버크셔 헤서웨이(Berkshire Hathaway)처럼 대주
주가 권한을 제대로 갖고 경영에 나서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까지 했다.36) 한국의 재
36) Monks(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크스는 주주행동주의자라는 개인의 전력(前歷 )을 버리지 못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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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같이 ‘오너’가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는 정도로까지
도 해석할 수 있다. 전세계에 기업조직은 다양하다. 절대선(善)이라고 할 것은 없다. 덩 샤오
핑의 ‘흑묘백묘(黑描白描)’론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떤 수단이 바람직한지를 실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 공히 주식시장 위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금융투자자들의 힘이 강해
지면서 투자가 둔화되고 고용이 나빠지고 분배도 악화됐다. 이것은 그냥 놔두어도 금융투자자
들의 일반적 특성상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었다. 금융투자자들은 엔젤이나 벤처캐피털과 같이
기업에 초기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공개시장에서 판
다. 생산에 기여해서 돈을 번다기보다 투기에 의해 돈을 버는 것이다. 펀드매니저들은 대부분
단기 투자수익률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 생산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많이 기업이익을 분배받는 데에 관심을 집중한다.
미국의 경우 거대 기관투자자들이 ‘소수주주’로 취급되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고
MSV가 폭넓게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다. 그 결과 미국의 분배문제는 ‘1%대99%’ 구도
가 생기고 ‘트럼프 현상’, ‘샌더스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까지 악화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IMF체제 이후 만들어진 규제틀에서 거대 기관투자자들을 약자(弱者)인 ‘소수주주’로 취급했고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통해 이들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해왔다. 그리고 분배는
과거보다 악화됐다.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얘기하려면 실제로 균형을 깨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파악해

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투자자 간에 생산과 분배에서 역할이 나누어
져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뉴딜(New Deal)’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규제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37) 그 기본 원칙 중에 하
나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다변화를 촉진시키고(encourage) 기업경영에의 간여를 억제한다
(discourage)”는 것이다.38)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한 고위간부는 의회 증언에서 “뮤추얼펀드

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은 투자다변화이다. 그 이상을 하려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고까
지 말했다.39) 미국에서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고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지면서 이 원칙은 크
게 손상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과 분배의 균형이 깨졌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아직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아직까지 기관투자자들의 행태보다 ‘제왕적 경영자
(manager-king)’에서 찾는다.
37)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등이 해당법들이다.
38) 또 다른 원칙들은 내부자정보 등을 이용한 ‘사기와 기만(fraud and deceipt)’를 금지하는 것과 기관투자자들
이 ‘그룹’으로서 공동행동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규제를 하는 것 등이다. 자세한 내역은 Roe(1990~1991)
참조.
39) Roe(1991: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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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진의 행태를 문제삼고 있지만, 실상을 따져볼 때에 미국에서 생산과 분배의 균형
을 깬 주체는 기관투자자들이고 이들의 이데올로기인 MSV이다.

<그림 19> 한국 상장기업의 권력지형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경제의 대안 마련은 한국 기업들이 당면한 권력지형에 대
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상장기업의 경우 가장 큰 보유주체는 외국인투자자
(35.2%)이다(<그림 19> 참조). 핵심 우량기업일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

스코, SK텔레콤, 삼성화재 등이 다 외국인 지분이 40~50%대에서 유지되어 왔고, 국민은행은
60~70% 가량의 외국인 지분율이 유지되어 왔다(<표 6> 참조). 외국인투자자에 이어 일반법인
(24.4%), 개인(19.7%), 기관투자자(17.7%)의 순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40)

이들을 분류해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민경제에서 생산과 분배의 조화에 관심이 없는 주
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에 장단기 투자시야 등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많이 가져가는 데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봐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대주주들을 제외할
경우 생산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내기관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자들과 좀 다르다. 민간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추구하
는 주체로서 외국인투자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물론 국내기관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
자들에 비해 한국물에 대한 투자비중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대해 좀더
고려해야 하는 면은 있다.41) 그러나 국민연금은 크게 다르다. 투자 수익을 추구하되 국가경제
40) 2013년 기준. 현재도 이 순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41) 한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신호를 보이던 2006년에 한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돈을 쌓아 놓고만 있으면 기업의 미래도 없고, 그 기업에 투자하

50

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최장기
투자자로서 생산, 혹은 자본축적(capital formation)에 대한 고려없이 투자수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
일반법인 보유분은 순수투자 목적 보유도 있지만 대부분 계열사지분이다. 이것은 다른 보
유지분과 비교할 때에 가장 생산활동에 관심을 두는 지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
주식을 활용한 전략적 통제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활동을 전개한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이 지분이 재벌들의 권력기반으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전제하에 감사위원(이사)선임
시 그 투표권을 3%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까지 내놓고 있다. 그렇
지만 현실적으로 보유지분들의 성격을 비교하면 일반법인 지분과 대주주 보유지분은 한국의
생산적 투자와 관련된 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나 일반 기관투자자들에게 생산적 투자의 후원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의 투자수익 요구에 따라 이익을 가능한 많이
빼내려고 한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1%대99%’ 구도를 만드는 주체였다. 국민경제에서 조화
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자금으로 가능한 투자를 하려는 주체와 돈을 빼내가려는 주체 간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 이 균형을 잡는 데에 대주주 개인지분과 계열사 지분이 지속적으로 생산
적 투자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재벌에게 재단을 통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재단과 계열사에
게 ‘투자-고용-분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가
족경영의 씨를 말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65%의 상속세를 다 내면서 경영권을 승계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가족경영이 다 없어져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론도 실증도 없다. 상속세를 걷
는 목적은 그 돈을 정부가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재단을 통한 승계를 허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낫다.
과거 경제개발 기간에 창업자들에게 ‘사업보국’의 과제를 맡겼다면 그 후대에게는 ‘사업보
국’과 ‘복지보국’의 과제를 함께 맡겨볼 수 있는 것이다. 생산적 투자의 주체라는 가업(家業)을
명예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생산활동이 고용창출과 분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재단활동을 통해 명예롭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제민주화론은 기업인들과 가족경영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

는 주식투자자, 펀드 투자자의 미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외국펀드 등의 요구따라 배당만
많이 할 때가 아니다”며 “투자 않는 기업들은 적극 압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조선일보 2006년 9월 20일
자). 이것은 외국 기관투자가와 내국 기관투자가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지적한 것이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한국경
제가 나빠지면 미련없이 한국투자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국 기관투자가들
에게는 이런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투자되어 있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한
국물 투자 비중을 줄인다 해도 한계가 있다. 외국 기관투자가 만큼 한국물 투자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한국경제가 잘 되지 않으면 투자 수익을 올릴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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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산과 투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대안은 없다. 전문경영체제가 되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융투자자들의 힘이 막강한 상
태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전문경영체제만 만들어 놓으면 미국처럼 분배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
이 크다. 한국 상장주식의 가장 큰 보유자가 외국인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으로의 국
부유출 문제까지 겹쳐서 미국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생산활동에 쓰일 자산을 지나
치게 ‘뽑아내는(disgorge)’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 같
다. 예를 들어 단기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국가들
처럼 일정 기간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담합해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어렵도록 이들의 공시
요건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필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주주(株主)’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주관재인(株管
財人)’이라는 법적 실상에 맞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업경영자들이 경영이라
는 업무를 부여받은 수탁자(fiduciary)라면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라는 업무를 부여받은 수탁자
(fiduciary)이다. 서로 다른 기능을 맡고 있는 수탁자로서 경영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수평적

으로 협의할 수 있게 해야지,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자들의 주인행세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관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
다. 금융투자자와 기업 간의 역학관계가 일반인들의 상식과 현재 규제틀이 갖고 있는 전제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국제적 현실과 한국적 현실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 시스템 재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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