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있는 근간은 바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을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마련한 은행 잔고, 자동차, 혹은 주택
이 하루아침에 이웃 건달의 손에 넘어가거나 수십년 동안 일군 기업이 국가의 소유로 강
탈될 수 있다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동기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쇠락한 반면 자본주의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다.

지금은 당연시 여겨지는 사유재산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공고해진 것도 사실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1970∼80년대에도 자고 나니 공중분해됐다는 대기업의 사례, 토지가 국가
에 강탈됐다는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투박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국가가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시대가 됐다. 다
수의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법인을 설
립하고 공장을 건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안은 다름 아닌 사유재산제도 확립 여부
다. 하루아침에 공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면 누가 그 나라에 공장을 설립하겠는가. 
미국만큼 순도 높은 자유시장경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이 세계 최
고 경제대국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북유럽이나 프랑스 등과 비교해도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가 고귀하게 평가받는 미국의 기업 환경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망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면서 축적한 경제활동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몰
려든 전 세계 이민자들과 함께 지금의 미국을 만든 동력이 됐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도 아닌 미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벌어
지고 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구심 속에 국가안보를 이
유로 중국계 기업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오라클과 월마트 등에 20%가량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기도록 했다. 정보
기술(IT)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틱톡이 수집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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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번 사례가 글로벌 해외투자
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선례는 다른 나라들
로 하여금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규제 조치를 남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를 방패막이 삼아 우
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으로
서는 자기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안보 조치이기 때문에 세계무
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서는 믿는 구석이 있
었던 셈이다. 미국도 했으니까 자기들도 한다면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틱톡 사태에 대한 분풀이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이 국
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현지화가 
다분히 진행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본의 카카오톡으로 불릴 정도로 메신저 시장을 장
악한 네이버 라인의 지분 일부를 일본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 기업에 넘기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
우는 것만이 정답일 텐데 우리는 오늘도 정쟁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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