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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돈이 세계에 넘친다. 올 상반기에만 대일(對日) 투자액이 

321 억엔으로 지난 10 년간 중국이 일본에 투자한 총액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중국의 해외투자 열풍은 이렇듯 광풍(狂風) 수준임에도 

한국만은 열외다. 

중국의 대한(對韓)투자는 쌍용차 인수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급속히 냉각됐다. 쌍용차 사태는 한국에선 중국 기업이 싼값에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언론들은 강성노조의 반발 

때문에 회사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손을 든 해외투자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기술 유출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갔으나,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랐다. 법적으로는 심각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단순한 원칙이 통해야 세계화는 진전된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구분이나, 토종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돈은 

주인에 관계없이 둥글기 때문에 돌게 돼 있는 것으로, 억지로 차별하면 

편법만 난무하거나 아예 돈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지름길은 다름 아니라 '법대로'의 제도와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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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다. 

쌍용차 사례는 노조라는 이해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중국기업의 첫 번째 한국 진출 사례였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도 더욱 심화됐던 것이다. 사실 쌍용차는 누가 

인수했어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그 갈등 

과정에서 법보다 감정이 앞섰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막연하게 강성노조 때문에 대한(對韓) 투자를 꺼린다는 변명거리만 주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당국이 '법대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점을 부각시켜 중국의 한국 투자 열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며, 중국 기업도 현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한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중국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을 중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를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쌍용차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법대로'의 

원칙이 확립돼야 우리 기업과 노조,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화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실정법'을 '국민정서법'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세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무역과 더 많은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서도 쌍용차의 악몽이 

떠오른다. 외국기업은 막연히 '먹튀'일 것이라는 '국민정서법'이 다른 어떤 

원칙보다 앞서고 있다. 그야말로 '법대로' 진행되거나 법의 테두리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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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기업과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법대로 감시받는다면 그때 비로소 

'안으로 들이는 세계화'가 실현되는 셈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금융선진화도 이루어진다. 

외환은행 처리도 법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쌍용차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선진국민으로서의 

생활태도이고 세계화 시대의 생활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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