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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1. 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가?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10의결권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

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

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공정)경제3법 정부안이 작년 여름에 국회에 제출되면서부터 숱한 논쟁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과 달리, 복수의결권 문제는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정

부의 의도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조

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문제는 공정경제3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이라는 용어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

소하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복수의결권 주식과 의결권이 1개 미만인 부분의결권주

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법(제344조의3)도 부분의결권 주식인 의결권배

제주식을 주식 총수의 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

장하듯이, 우리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의결권배제주식은 아직까지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차등의결권 주식,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

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

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

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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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이른바 ‘소유와 지배 괴리’를 증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에

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미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계열사 간 출자라는 수단을 이용해,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

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기자본에 비해 15배가 넘는 의결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재벌들이 1주-10의결권의 복수의결권 마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1주에 150의결권의 행사도 가능해진다. 그야

말로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

소유와 지배 괴리 증가의 부정적 효과는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

화 등으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바이다. 복수의결권을 이용한다면 4세 재벌 세습

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을 먹어도 체할 걱정이 없는 일이 된다.

2. 복수의결권 주식의 효과

이론적으로는 복수의결권 주식의 긍정적 효과(적대적 기업 인수위협이나 단기적 수

익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 가치를 향상; 경영권 상실 우려가 완화되므로 IPO를 통

한 자본 확충을 앞당김)도 있고 부정적 효과(경영의 참호화를 심화시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 자본 확충에 불리함)도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재무 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증권거래소가 차

등의결권 주식을 지닌 기업의 상장을 금지해 왔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해 왔던

유럽이나 이스라엘,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반전이 생긴 것은 2004년 구글의 상장(IPO)때문이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창업자의 경영권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

결권 주식의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뉴욕증권거래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의 주장은 이른바 창업자의 ‘독창적인 리더십(golden touch)’을 보호해 주는 것의

공익이 더 크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IPO가 늘어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런 독창적인 리더십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복수의결권에 대한 일몰(sunset; 보통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들이 제

시되었다. Gompers, Ishii and Metrick(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10,

1051-1088)은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해 소유와 지배 괴리도가 커질수록 기업의 가

치가 떨어짐을 실증적 연구로 보여주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

Analytics (2019.6.13.)도 유사한 결과를 최근에 보고했다. 또한 쿠팡이 미국 증권위

원회에 제출한 상장신고서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보유를 위험 요인(risk factors)로

보고 하면서 주요 지수에도 편입될 수 없음을 58쪽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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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certain index providers have announced restrictions on including

companies with multiple-class share structures in certain of their indices. In July

2017, FTSE Russell announced that it plans to require new constituents of its

indices to have greater than 5% of the company’s voting rights in the hands of

public stockholders, and S&P Dow Jones announced that it will no longer admit

companies with multiple-class share structures to certain of its indices. Affected

indices include the Russell 2000 and the S&P 500, S&P MidCap 400, and S&P

SmallCap 600, which together make up the S&P Composite 1500. The dual class

structure of our common stock would make us ineligible for inclusion in these

and certain other indices and, as a result, mutual funds, exchange-traded funds,

and other investment vehicles that attempt to passively track those indices

would not invest in our Class A common stock.).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상장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일

몰조항(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들과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조항들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 기업의 상장

을 허용하면서,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하부위원회는 독립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및 감사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느데, 인도는 MoM(Majority of Minoirty)제도도 이미 2013년에 도입한 상태이다.

3. 벤처기업법 개정안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취지의 허구성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이런 일몰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언뜻 보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

결권 도입 취지는 외국에서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논의와 다르다.

첫째,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할 때였다. 그

런데 정부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도입 취지는 실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비상장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도 이런 식의 사적 계약

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창업자의 경영권은 보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투자자와의 사적 계약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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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예 자금 투자가 이뤄

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투자자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추가로 요구

할 수 것인데, 이 경우에 벤처캐피탈이 아니라 사실 상 대부업이 된다. 즉, 알리바

바의 마윈이 말한 전당포금융을 육성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의결권 주식 발행에 대해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복수의결권 허용이 벤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모순이

다.

만약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태펀드가 정부의 압력에 의해 복수의결권 주식

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며 벤처

버블만 낳을 수 있다.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에 의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혜를 끼치고 있는 현실을 목도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4.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성장하고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배달의 민족 등 유니콘기

업이 IPO, 기업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exit by M&A에 성공해 왔다.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기업은 오히려 기업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나 exit by M&A에 더 불리할

수 있다. 쿠팡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신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위험요인이 되므로, 복수의결권의 보유는 오히려 상장

자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있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

는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는 지분 3.73%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 창업자의 경영이 주주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면,

지분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는 지분이 전혀 없는 은행지주사의 전문경영인들도 연임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역할로 인해 경영참호화가 심각함을 시

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경영참호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했더라도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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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이저리그에서 띨 수 있는 선수가 국내리그에서 잔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도 상장(IPO)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니콘 기업은 통상 미국 NYSE나 Nasdaq에 상장하고 있음은 외국의 사례

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 상장을 허용한 런던증시나 싱가

포르증시에서는 실제 사례가 없으며, 일본은 Cyberdyne 상장 이후 더 이상 사례가

없다. 홍콩은 중국 기업 샤오미 사례, 중국도 Ucloud 사례 각각 하나만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2018년 IPO의 14%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사례들이었다.

5. 복수의결권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2021년 3월 23일 Invest Chosun은 “차등의결권 도입한다고 쿠팡이 돌아보고 벤처붐

이 일진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

에 목을 매고 있는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 육성하는 데는 쓸모 없는 복수의결권은 재벌의 4세

세습에는 요긴하게 악용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외국사례에는 없는 한국적 특수

상황인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 후계자(4세)가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재벌 총수(3세)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4세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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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4

세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

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

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

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

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

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

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6.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 “진짜” 해야 할 일

한국의 B2C 분야에서는 유니콘기업들이 상당히 생겨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간재

산업에 해당하는 B2B 분야에서는 유니콘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0년 벤처기

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B2B가 벤처기업 매출의 75.4%를 차지하고, B2C는

4.3%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조업과 중간재 산업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B2B 분

야에 유니콘기업이 없는 것은 벤처캐피탈과 같은 금융 문제도 아니고, 복수의결권

과 같은 제도의 문제도 아니다. 2019년 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에서 벤처캐피탈

과 엔젤투자의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매출구조>

출처: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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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를 활용해 계산.

B2C와 달리, B2B에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적 하청거래로 공정한 경쟁과 혁신

의 기회가 없고, 또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로 혁신의 유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한 혁신의 기회와 정당한 혁신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 개혁이 없이는 B2B에

서 유니콘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징벌배상(punitive damage) 및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 도입이다.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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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벤처

활성화를 핑계로 재벌에게도 벤처기업을 허용할 경우에 복수의결권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것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

기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

는 데 앞장서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