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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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5대 증권시장 차등의결권 도입현황

❖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 도입, 적대적 M&A로 인한 기업

     경영권 위협 대응 및 자국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가 주요한 도입배경

글로벌 5대 증권시장 

모두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상장허용

글로벌 5대 증권시장 vs 한국 차등의결권 도입현황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vs 미도입기업 경영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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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O O O O O X

❖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미도입 기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임

❖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이 주주이익 실현에 더 뛰어남

■1898년 인터내셔널 실버 컴퍼니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자 주주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1940년 원칙적 금지

     * 금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사례 존재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이 만연하여 경영권보호수단 필요성이 대두되며 

    1994년부터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기업의 상장을 다시 허용

■대표기업 : 코카콜라(’19년), 포드자동차(’56년), 나이키(’80년) 등

■1971년 설립 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제한하지 않음

■대표기업 : 알파벳( ’04년), 바이두( ’05년), 페이스북( ’12년) 등 혁신기업

■’08년부터 단원주 제도를 허용하여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

     * 단원주 제도 : 일정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하여 1단원에 하나의 의결권 부여

     * A 보통주 100주=1단원, B 종류주식 10주=1단원으로 발행하여 1:10의 차등의결권 효과 

■대표기업 : 사이버다인(사이보그형 로봇수트 전문기업, ’14년 상장)

 뉴욕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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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금융사 제외) 

❖ 분석방법 : ’14년 대비 ’19년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경영성과 및 

    주주이익 실현 분석
    -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이하 도입기업) 16개, 미도입기업(이하 미도입기업) 84개       

        * 16개 도입기업 : Alphabet, Facebook, Comcast, Nike, Novo Nordisk, Unilever, UPS,   

          Shopify, Charter Communications, Rio Tinto, Sea, Alibaba, Visa, LVMH, Toyota, Tata

           * 출처 : Capital IQ(’21년 2월 기준)

’14년 대비 ’19년 성장성 증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정부)

■’05년 바이두, ’14년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 대표 IT기업이 잇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19년 ‘커촹반’(과학기술혁신주 전문시장)을 설립하여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대표기업 : 유클라우드(클라우드 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 ’20년 상장)

■’13년 알리바바의 상장이 무산되고 ’14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도입 논의 활성화

■’18년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 개정하여 차등의결권 허용

■대표기업 : 콰이쇼우 테크놀로지(중국 숏비디오 2위 기업, ’21년 상장)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의 창업주

1주당 1개 초과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발행 가능

존속기간 10년 이내(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3년 이내)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vs 미도입기업 경영성과 분석

한국의 차등의결권 도입현황

[성장성] ❖ 모든 지표에서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큰 성장성을 보였으며 특히    

     R&D 투자는 도입기업에서 190.8% 증가하여 미도입기업(49.1%)을 크게 앞섬

❖ 상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1년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결정을 계기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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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 고용 R&D 투자 설비 투자

대상

내용

기간

최근 홍콩(’19년), 상해(’20년) 

증권거래소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상장허용 

⇒ 자국기업의 해외거래소 

    상장방지 목적

비상장 벤처기업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법안 국회 계류 중

총매출, 고용, R&D투자, 

설비투자 증가율 모두 

도입기업이 우수 

 상해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내용문의 : 유정주 팀장(02-3771-0474), 김재영 연구원(0422)  jykim@fki.or.kr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제한적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

 차등의결권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기업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면 도입 필요

체크 포인트

❖ 도입기업에서 배당금지급이 크게 늘어나고 자사주 보유 또한 증가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등 주주이익 실현효과가 더 큼 

❖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미도입기업에서 6.9% 증가하는 동안 도입기업에서 89.0% 

   감소하여 안정성 또한 탁월

[수익성, 안정성] 

[주주이익 실현] 

도입기업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자본 모두 

미도입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부채비율 증가율 감소

도입기업의 배당금, 

배당성향, 희석주당이익, 

자사주 보유 모두 

미도입기업에 비해 

크게 증가

* 희석주당이익 : 주당이익에서 잠재적 보통주(전환사채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 

  주당이익이 최대한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보수적인 주당 이익 측정법

’14년 대비 ’19년 수익성, 안정성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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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자본 부채비율

’14년 대비 ’19년 주주이익 실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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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배당성향 희석주당이익 자사주 보유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진보주의자들은 각종 감세 

특혜를 폐지하여 사실상 증세를 하고자 함

  * 바이든 및 진보주의자들은 트럼프가 도입한 부자 감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4조 달러에 이르는 증세를 하고자 함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임

 *  2017년에 도입된 감세제도는 미국 경제를 약 2.75% 성장시킬 것

 *  감세에 일몰기한이 없을 경우 경제부양 효과는 더욱 커짐

The Left’s Push to Repeal 
Tax Cuts Is Likely Already 
Damaging the Economy

진보주의자들의 감세 

폐지 추진은 이미 경제를 

해치고 있다

  Kevin Dayaratna, ’21.3.2

https://www.heritage.org
/taxes/commentary/the
-lefts-push-repeal-tax-cuts
-likely-already-damaging
-the-economy

SUMMARY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중요한 수치’ 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1톤당 51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발표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란 일정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의미함

헤리티지 검증결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과도하게 측정된 것

 *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응하는 기후의 민감도를 왜곡하여 측정함

 *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30% 이상 비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로 인한 농업생산성 증대까지 고려하는 경우, 오히려 사회적 편익이 발생함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신뢰성이 없는 수치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

* 입법자 등을 압박하기 위해 왜곡된 수치를 사용하여 탄소배출이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것처럼 호도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Why “Social Cost of 
Carbon” Is The Most 
Useless Number 
You’ve Never Heard of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쓸모없는 수치인 이유

Kevin Dayaratna, ’21.3.2

https://www.heritage.org
/energy-economics
/commentary/why-social
-cost-carbon-the-most
-useless-number-youve
-never-heard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