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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어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
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기
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재벌들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벤처캐피탈 형태의 뮤추얼펀드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다. 심
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들을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
상환을 목
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
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 한국의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 고 수차례 경고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4대 세
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화 실패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
회사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실패와 더불어,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을 지분을 보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들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경제력집중 방지 실패 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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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da, 2015) 를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차등의결권을 유행시킨 미국의 자본

시장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재벌들의 황제경
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1주1표를 원칙으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자본주의가 투
자유입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반증한다( 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Jackson & SEC, 2018) .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
는 지금의 행태는, 결국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
융은 따라온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 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개미지옥이 된 자본시장과 투
기자본의 천국”과 같은 자본시장구조를 개혁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오늘날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서 성공했다는 소수의 주장 역시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벤처기업들과 몇몇 특수 이해당사자들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은산분리 완화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을 기어
코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각오라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개혁이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된
다. 재벌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항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들 조차 생각
치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경실련은 차등의결권 도
입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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