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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대계 미국인 투자자가 몇년전 국내 시장을 뒤흔들었다 지난 년 민M&A . 2002

영화된 의 지분 을 매입하며 사외 이사 선임과 더불어 인삼공사 공개KT&G (6.59%)

부동산 처분 등을 요구하자 국내에서는 지난 년 소버린 사태가 재연되는 것· 2003

이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곽영균 사장이 급기야‘ ’ . KT&G

기업설명회를 열고 적대적 인수 합병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기대감으· (M&A) , M&A

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칼 아이칸 이 있었다‘ (Cahl C. Icahn)’ .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행동주의적 개인 투자자로 치켜세우는,

평가 미국 도 들린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도덕적인 사채업자 정도로( ) . ‘ ’

폄하하는 시각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논란은 분분하지만 칼 아이칸은 이미 태풍의 눈이었다 그의 협상 방식부터 미국, ‘ ’ .

내에서의 평가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

그를 이해하는 첫 번째 주요 열쇠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점이다 어‘ ’ .

린 시절 러시아계 유대인인 아버지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유대교 의식을 준수하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조지 소로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월스트리트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주무,

대다 그가 지닌 막강한 정보력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보스턴의 명문 프린스턴. .

대학에서 철학을 미국 뉴욕대에서 의학 중퇴 을 각각 전공했다 년대부터 미, ( ) . 1960

국의 금융 중심가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년대 사채업자로 독, 1970

립했다.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Cahl C. Icahn) 이야기"
자료 김영진 연구소: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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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미국의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의 지분 를 소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 3.2% ,

업체인 블록버스터 의 이사이자 미국 부동산 파트너스‘ (Blockbuster)’ ‘ (American

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의 카지Real Estate Patners)’ . ·

노 산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소유 재산만 무려 억달러 웬만한 아프리카 빈국들의 연간 국내 총생산 규80 .

모를 훌쩍 웃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지난 년 시카고에 있는 유명 백화1982

점인 마셜 필드 컴퍼니의 주식 을 사들여 만달러의 이익을 올리면서부‘ & ’ (11%) 3000

터였다 아이칸이 당시 구사한 금융 기법이 유명한그린메일이었다. ‘ ’ .

년대를 풍미한 복잡한 파생 상품의 구조를 감안하면 운용 방식은 비교적 간1990 ,

단하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 30%

고 대거 사들인다 그리고 이 회사 경영진에게 회사를 매수하겠다고 위협해 이 주.

식을 다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두는 것이 골자이다.

아이칸이 거둔 전과 는 눈부셨다 지난 년에는 석유회사 필립스( ) . 1984 ‘ (Phillips戰果

의 주식을 사들여 만달러의 이익을 년에는 석유회사인 텍사Petroleum)’ 5250 , 1987

코 주식 거래로 억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그는 당시 이들 대기업과 위임장 대결도5 .

마다하지 않았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도 주식 차익을 올릴 수 있던 배경은 미‘ ’

국 증시의 저평가 덕분이기도 하다 지난 년대 말 미국 증시는 바닥이었다 미. 1970 .

국의 세계적 경제주간지인 비즈니스 위크 는 당시 커버스토리에서 주식의 사망< > ‘ ’

을 선언해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을 정도였다 지난 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1979

후보로 나선 로널드 레이건은 연금기금을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

했다.

당시 미국 증시는 기업사냥꾼들의 탄생을 예비하고 있던 셈이다 물론 그가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기업에 되파는 데만 몰두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년. 1985

에는 미국의 대형 항공 회사인 의 적대적 인수합병 에 성공하며 기업 경TWA M&A( )

영의 일선에 나서 년까지 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사의 최1993 .

고 경영자는 아이칸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탐욕스러운 인물로 평가해 동정을 사

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가치를 제고하지 못한 경영자가 치러야 할 마땅한 대가일 뿐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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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칸의 주장이었다 그의 좌우명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 당신이 비즈니스에서. .“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하다 친구를 원한다면 차라리 개를 가져라 고 목소리를 높인. ”

다.

이러한 철학은 유년 시절의 척박한 환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이칸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퀸스 지구 펄록카웨이의 거주지구에 대해 흑인 아일랜드계 유대인· ·

들만이 거주하는 초라한 거리였다고 회상한 바 있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외모 만큼이나 협상 스타일도 독특하다는 평가다 매수 협상 전, .

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뿐만 아니라 당일 오후에는 낮잠까지 자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리고 회의 자리에 느지막이 모습을 나타낸다 협상은 완고하게 끌고 가고. .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계속한다.

그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힘이 넘쳐나는 상태지만 상대는 피로해서 판단이 흐려지

므로 자연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가난하던 유대계 청년이 오늘날 경.

영자들을 떨게 만드는 투자자로 변신한 데는 역시 유대인이자 악덕 사채업자로 통

하던 마이클 밀켄 이 한몫을 했다‘ (Michael Milken)’ .

그는 미국 증권당국의 규제를 피해 정크본드 투자를 적극 활용한다‘ (Junk Bond)’ .

이에따라 기업사냥꾼들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인수해 신용 등급이 낮은 채

권을 대량 발행하고 이를 지렛대로 먹잇감을 골라 막대한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칼 아이칸도 당시 이 정크본드로 종자돈을 확보하게 된다. ‘ ’ .

세대 기업 사냥꾼들이 대부분 퇴장했지만 그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1 ,

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는 미국 시장에서 커코리언과 쌍벽.

을 이루는 개인 투자자이다.

무엇보다 탁월한 시장 분석 능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그가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의, .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자들의 시장 분석 능력이 떨어져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전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의 인수합병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타임워너를 보자M&A( ) .

지난 년 합병 당시 각광을 받던 이 기업은 버블 붕괴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2000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년 부임한 변호사 출신의 리차드 파슨스 회장도 이러. 2002

한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의 부임 이후 년 월까지 이 회사. 2005 10

주가는 가 하락했다 그가 이 회사 지분을 매입해 경영진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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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기에 있다.

의약업체인 밀란 도 이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아이칸은 지(Mylan Laboratory) .

난 년 이 회사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밀란이 또 다른 제약사인 킹사 인수를2004 .

발표한 직후였다 아이칸은 킹사의 인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매입 가격이 지나. .

치게 높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쿠리. ‘ (Robert J.

가 지나치게 많이 보상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지배구조 또한 후진적이라고Coury)’ ,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회사의 가치가 높거나 우량한 자산을 지니고 있는 기업도 공격대상이다 올 들어.

매출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도(GM)

비슷한 사례이다.

그는 지난 년 월 의 주식을 가량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해 이 거2000 8 GM 15%

대 공룡기업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의 자회사인 위성 통신 대기업인 휴. GM ‘

즈 일렉트로닉스의 시장 가치를 높이 평가한 데 따른 조치로 당시 시장 전문가들’

은 분석했다.

담배 관련 송사에 휘말리며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졌던 식품회사 나비스코의 홀딩

컴퍼니 지분을 지난 년 대거 사들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2000 .

경영자들에게 아이칸은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내로라 하는 유명 경영자들.

을 마치 아버지가 버릇없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 듯 대한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년 아메리칸 온라인 과 타임워너의 합병을 주도한 스티브 케2000 (AOL)

이스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타임워너의 경영진들을 비난하면서 화려한 사무실부,

터 먼저 바꾸라는 가시 돋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아이칸에 대한 미국 내의 평가는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

이익창출 기회는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평가다.

얼마 전 아이칸을 극도로 혐오하는 한 산업 분야의 최고 경영자와 대화를 나눈 적“

이 있다 타임워너의 실적이 형편없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최상의 해답은. .

기업을 분할하는 것이다 타임워너나 아메리칸 온라인 과 같은 기업들의 합병.” (AOL)

이 결코 성공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전문가가 세계적인 경영가인 톰 피터스

다(Tom P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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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워너 경영진의 방어전략 단기투자자 성격 집중 부각;■

아이칸은 타임워너 경영진에게 케이블 자회사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각 자금.

으로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라는 요구다.

아이칸은 특히 지난 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워너 뮤직 을 판2002 (Warner Music)

것과 관련해서도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경영진을 성토하고 있다, .

하지만 타임워너의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메리칸 온라인이 가.

까운 장래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아이칸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유망하지 않다면 야후나 구글이 이 회사의 지분을 사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또 당장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부문을 매각할 경우 미래에 성장 잠재력

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반론이다.

몇년전 기업설명회를 연 곽영균 사장의 반론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다KT&G .

하지만 아이칸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의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등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영화를 재연하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인수합병 을 주도한 스티브 케이스 가 여전히 이사M&A( ) (Steve Case)

회 멤버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영진 축출을 비롯한 급진적인 조치들이 단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

다 지분이 골고루 분산 최대 주주 지분율 되어 있는 데다 기관 투자자들 사. ( : 5.3%) ,

이에서도 아이칸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영국

의 세계적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는 분석했다.《 》

타임워너의 경영진이 주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변수

이다 아이칸측이 요구한 사외이사 선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칸이 이번에도 위임장 대결을 펼칠지도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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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칸의 발언들 친구를 원한다면 차라리 개를 얻어라; “ ”■

You learn in this business: If you want a friend, get a dog

당신이 비즈니스에서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하다 친구를 원한다면 차라리 개를 얻어.

라.

In life and business, there are two cardinal sins. The first is to act

precipitously without thought, and the second is to not act at all.

인생과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죄가 있다 첫째는 신중한 고려없이 즉흥적으.

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

The board of directors and top management of Times Warner already

committed the first sin by merging with AOL, and we believe they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the second

타임워너의 이사회 멤버들과 최고 경영진은 이미 첫 번째 잘못을 범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두 번째 죄를 막 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he Icahn Group believes that these actions would immediately narrow the

gap between the current share price of Time Warner and the true value of

Time Warner's assets,

아이칸 그룹은 이러한 행동 출판 케이블 부문 매각 이 현재 타임워너의 주가와 내재( · )

가치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본다.

(There is)th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many large shareholders and

management concerning the direction of the company and the lack of share

price performance under current management."

현 주가를 둘러싸고 경영진과 대규모 주식 보유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We implore management and the Board to move more decisively than they

have in the past."

우리는 타임워너의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더욱 확신을 지니고 움직이기를 간

청한다 과거의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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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매거진 칼 아이칸 인터뷰 내용< >■

칼 아이칸이 년 월 미국의 뉴욕타임스 매거진 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살펴2005 6 < >

보았다 기업인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견해가 잘 반영돼 있다. .

억달러의 자산가인데 구태여 기업들과 위임장 대결 등 골치 아픈 일을 벌일 필-80 ,

요가 있는가?

위임장 대결에는 유익한 무엇인가가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위임장 대결이 수행돼.

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경영진을 흔들 수 있다면 기업들은 더욱 더 생산성이 높아. ,

질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운영방식은 대체적으로 혼돈 그 자체다 최고 경영자의. .

연간소득은 터무니없이 높다 그들은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보다 무려.

배 이상 높은 소득을 챙기고 있다400~500 .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놀랐는가- ?

주주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 한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

기 어렵다 도대체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최고 경영자 상당수가 사적으로. .

제트여객기를 구입한다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는다 주주들의 돈을 이용하는 것이. .

다 아마도 그들은 주주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큰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난 년대 기업 사냥꾼으로 널리- , 1980

알려지지 않았나 텍사코 등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는 데. .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기업사냥꾼이었.

다고 말한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비판한다 그들에게 주식 매수. .

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리스크를 감내했다.

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주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득을 본 사실도 분명하다. .

돈을 단지 옮길 뿐이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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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결코 기업의 문을 닫게 하지 않는다 더욱 생산성을 높게 만들. .

뿐이다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구입해 돈을 사내로 들여온다 회사돈으. , .

로 제트 비행기를 구입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

골프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골프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것을. .

너무 좋아해서 탈이다.

쉴 때는 무엇을 하고 즐기는가- ?

일을 한다

즐길 수 없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소용인가- ?

편집광적인 성향이 강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편집광적이 돼야 한다 기꺼. .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처럼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왜 그. .

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그는 변호사였지만 업무를 보지는 않았다 좋아하는 유일한 일은 음악이었다 하지, . .

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입단하지는 못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성가대 선창자로 활동했다.

프린스턴에는 어떻게 진학했는가- ?

어머니는 언제나 내가 똑똑하다고 말씀하셨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학위논문. .

의 제목은 중요한 의미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 Explication of the Imperious

다 간혹 논문을 다시 읽어보는 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Criterion of Mean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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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

최고 경영자들은 일반 주주들의 답변을 회의 탁자에 올려놓아야 한다 주주들이 정.

기적으로 만나 그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회사의 권한남용을 보고서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주들은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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