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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9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7.02%를 기록했고, 1인당 GDP는 2,800 달

러로 증가했다. 무역량과 흑자액은 역대 최고였고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국내 부문이 내

실을 다져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및 FDI 

부문 간 수출 비중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기업개혁, 소재․

부품산업 개발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운동과 숙정작업

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

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

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정치국 위원에게 징계조

치를 내린 것은 공산당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공산당 

통치를 지속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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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베트남에서 2019년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고성장 시기의 

기회를 포착한 한 해였다. 2019년 말에 제시된 각종 경제 지표는 

2018년에 이어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며 지속적 성장을 향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제 침체 등의 우려 속에서도 베

트남 경제는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고 현

대화된 산업 국가로의 질적 도약을 향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정치부문에서는 숙정작업이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 2018년 12월

에 베트남공산당은 정치국 중앙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주

요 결정사항은 일부 간부에 대한 기율, 정치국·비서국 위원들에 대한 

신임투표, 차기 정치지도자 인사 문제 등이었다. 정치국․비서국 위

원에 대한 신임투표는 2015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었

으나, 그 결과와 차기 지도자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당 및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2019년 내내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였다. 베트남에서 2019년을 가히 “숙정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당 및 국가기관의 최고위 인사들에 대한 

숙정작업은 2017년 말 당시 현직 정치국 위원이며 호찌민시 당 위원

회 비서였던 딘라탕(Dinh La Thang)에 대한 징계조치 이후 2018년 

내내 진행되었고,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또 다른 전·현직 정치국 

트남이 2019년 초 북한-미국 정상회담을 유치하여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표방하였으나,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제한적 성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이어 북한과 베트남은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심화하였다.

주제어: 베트남, 지속가능 성장, 반부패운동, 한국, 북한,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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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형세다(Viet 

Nam News 2020/01/09).

이 논문은 2019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주요 경제 및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제 

부분에서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2019년 베트남 경제의 

양상을 파악하고, 교역과 투자 부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이어 그 성과의 이면에 내재된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정치 

부분에서는 부패사건 관련 중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반

부패운동의 의미와 제13차 공산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권력구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대외관계의 경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북미 정

상회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베트남의 외교 다

변화와 활성화, 그리고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의 성과를 중심으

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속  경제성장을 향한 기 와 과제

1. 목표치를 상회한 성과와 공업  서비스업의 성장

2019년 베트남 경제에 관한 현지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인상적(an 

tuong)”, “호조, 기색(khoi sac)”, “너무 좋은(qua tot)”이다(Bao Dau 

tu 2019/12/30). 베트남 경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제성장

률, 소비자물가지수(CPI), 무역 수지 등 경제 지표에 관한 목표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10대 주요 뉴스를 보도

하는 여러 매체들은 7.02%의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평가했다(Viet Nam News 2019/12/2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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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Economy 2020/01/01; VOV5 2019/12/28). 

2019년 GDP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6.82%와 6.73%로 당

초 목표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7.48%와 

6.97%를 기록하면서 7.02%를 나타내, 2018년 7.08%에 이어 2년 연

속 7.0%를 넘었다(Bao Dau Tu 2019/12/30). 1인당 GDP는 2,800 달

러로 증가했다(VnExpress 2019/12/30). 전기세 인상과 돼지고기 가

격 상승 등 일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79%로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Nhan Dan 

2019/12/27).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할만하다.

산업부문별 GDP 비중은 농림수산업 4.6%, 공업 및 건설업 50.4%, 

서비스업 45.0%이다. 전년 대비 산업부문별 GDP 성장률은 농림수

산업 2.0%, 공업 및 건설업 8.9%, 서비스업 7.3%로, 2차 및 3차 산업

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가운데 공업 부문에서는 가공 

및 제조업이 11.29% 증가했고,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운송, 창고보관

이 9.12%, 도매 및 소매업이 8.82%, 금융-은행 및 보험 활동이 8.62% 

증가했다(Bao Dau Tu 2019/12/30).

베트남 산업 및 경제와 관련하여 2019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 하나는 빈패스트(VinFast)의 등장이다. 베트남 정부는 산업

화와 현대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산업 육성

을 강조해왔고, 중요 부품 관련 지원산업 및 고급 인적자원 교육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Hansen 2016; 백용훈 2019).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Vin) 그룹의 자회사인 빈패스트가 완성

차 생산에 참여하였고, 공장 설립 후 21개월 만에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를 갖게 돼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빈패스

트는 연간 5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과 2025년까지 60%의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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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가진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Le Hong Hiep 

2019c).1) 

하지만, 시장의 제한된 크기, 인프라 부족, 외국 브랜드와의 치열

한 경쟁, 수입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초기 의존 등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Le Hong Hiep 2019c: 11-14).2) 이와 함께 빈그룹의 소매 

부문 계열사 빈커머스(VinCommerce JSC)와 농업투자회사 빈에코

(VinEco)가 마산그룹(Masan Group)에 통합되었고, 전자제품 유통 

부문 빈프로(VinPro)의 청산과 빈펄에어(Vinpearl Air) 설립 프로젝

트 철회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빈그룹이 위기의 

상황인지 혹은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 부문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Viet Nam News 2019/12/ 

03; VnEconomy 2019/12/19). 

한편, 공산당 정치국은 2025년과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와 

2045년까지의 비전이 담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

한 다양한 지침과 정책에 관한 의결(52-NQ/TW, 2019/9/27)을 공포

했다(Bo Chinh Tri 2019b). 궁극적으로 2045년까지 아시아에서 스마

트 제조 및 서비스, 스타트업, 창조혁신 등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

다는 목표를 선포한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혁 과정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혁신과 현대

화된 경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지도부는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개선된 품질 등을 기반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을 지속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1) 2019년 6월에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춘 소형 경차(Fadil)를, 7월에는 중형 승용
차(Lux A2.0)와 SUV 모델(Lux SA2.0)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2) 2020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필자가 호찌민시를 방문했을 때 거리에서 본 빈패스
트 차량은 단 한 대 뿐이었다. 언론도 “거리에 빈패스트는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민승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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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무역수지 흑자와 투자  소비시장의 매력 증가

(1) 교역

베트남이 2019년에 이룬 경제적 성과는 교역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베트남 세관총국 자료(Thong Ke Hai Quan 2020/01/31)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총수출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2,641억 

9천만 달러, 총수입액은 6.8% 증가한 2,530억 7천만 달러이다. 이로 

인해 무역량 5,000억 달러의 목표 달성과 함께 111억 2천만 달러의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록한 이유는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과 지역협력체제 등 개방된 통상환경이 2019년에도 베트남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공식 발효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의 교

역이 증가했고, 향후 전자제품과 의류 및 섬유 제품 등의 수출 확대

가 예상된다(Kotra 해외시장뉴스b 2020/02/07). 2019년 6월 30일에

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FTA)과 투자보호협

정(EVIPA)이 공식적으로 체결됐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물론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수

출 및 투자전략지로서 베트남의 가치는 더욱 부상하고 있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6개 

수출 품목은 모두 FDI 기업의 제조 주력 상품에 해당하고,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원료와 중간재 상품이 각각 총 수입액의 47%와 4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소비재는 9%에 불과했다.3) 미국과의 

3) 주요 수출 품목은 전화기 및 그 부분품(513억 8천만 달러, 전년대비 4.4% 증가),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359억 3천만 달러, 21.5% 증가), 섬유 및 의류 제품
(328억 5천만 달러, 7.8% 증가), 신발류(183억 2천만 달러, 12.8% 증가),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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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흑자액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에 전년대비 123억 달러 증가한 46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

남의 1위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9.1% 증가한 반

면, 2위 EU(28개국)와 3위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 감소, 0.1% 

증가했다. 베트남의 1위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대

비 15.2% 증가했고, 2위 한국과 3위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

각 1.4% 감소, 0.9% 증가했다.4)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액은 

340억 4천만 달러를, 한국과 아세안의 경우 각각 272억 1천만 달러

와 7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Thong Ke Hai Quan 2020/01/31). 

(2) 투자

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이하 FIA) 보고서에 따

르면, 2019년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총액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380억 2천만 달러(승인기준)로 지난 10년 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집행된 프로젝트 수는 전년대비 27.5% 증가한 3,883건이고 

규모는 총 167억 5,000만 달러(전년의 93.2%)이다(Viet Nam News 

2019/12/27a).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순위는 141개국 중 67위를 기록했고 

도구 및 기타 부속품(183억 달러, 11.9% 증가), 목재 및 목제품(106억 5천만 달러, 
19.5% 증가)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513억 5천만 
달러, 전년대비 19.1% 증가), 기계․장비․도구 및 기타 부속품(367억 5천만 달러, 
11.8% 증가), 봉제․가죽․신발 등 원자재(241억 3천만 달러, 0.9% 증가),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155억 3천만 달러, 3.5% 증가), 전화기 및 그 부분품(146억 2천만 달러, 
8.2% 증가), 화학 및 화학제품(105억 5천만 달러, 3.4% 증가) 등이다(Thong Ke Hai 
Quan 2020/01/31).

4) 주요 국가별 수출입 금액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수요 수출국은 미국(613억 5천만 
달러, 전년대비 29.1% 증가), 중국(414억 1천만 달러, 0,1% 증가), 일본(204억 1천만 
달러, 8.4% 증가), 한국(197억 2천만 달러, 8.1% 증가)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754억 5천만 달러, 전년대비 15.2% 증가), 한국(469억 3천만 달러, 1.4% 감소), 아세
안(320억 9천만 달러, 0,9% 증가), 일본(195억 3천만 달러, 2.5% 증가), EU(28개
국)(149억 1천만 달러, 7.4% 증가), 미국(142억 7천만 달러, 12.7% 증가) 순이다
(Thong Ke Hai Quan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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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0계단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테러 위험

과 물가상승률 항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되었고, 보건,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규모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혁신

역량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World Economic Forum 

2019: 594). 

외국인투자자들은 총 19개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 

및 제조업이 65%로 1위를 기록했고, 부동산업이 10%로 2위, 그리고 

도소매업과 과학기술 분야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Viet Nam 

News 2019/12/27a).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5.3%로 역

대 최저치였고, 정부는 2020년에 평균 5.5%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Chinh Phu 2019/11/15). 2017년 이후부터 한 자리 수 인상률이 가공 

및 제조 부문의 투자 매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

의 경우 많은 수요에 비해 개발 프로젝트가 줄었다. 중복되고 모순된 

법률문서와 복잡한 면허절차 등 일관성 없는 관료주의와 변화하는 

법적 환경,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현지기업에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진출을 모색하는 추세다. 

교역 및 투자 지표에서 양적 성장과 함께 주목할 점은 베트남 국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제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 총수출액 중 국내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31%와 69%로, 두 부문 간 비중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군과 FDI 기업군의 수출 증가

율은 2018년에 16.3%와 12.7%, 2019년에 14.2%와 5.7%를 각각 기

록했다. 2018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은 39%로 31%

인 국영기업을 넘어섰다. 즉, 민간기업의 수와 함께 총수출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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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의 투자액은 총액의 21%인 79억 2천만 달러로 125개 

국가(혹은 지역) 중 최고를 기록했고 3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홍콩

이 78억 7천만 달러로 2위, 싱가포르가 45억 달러로 3위, 그리고 일

본과 중국이 뒤를 이었다. 홍콩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1.65배와 2.4배 증가했다. 2019년 베트남에 설립된 신규 기업 

수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138,100개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Viet Nam News 2019/ 

12/27a). 이처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주요 투자국 동향을 파

악해보면, 베트남은 미국․중국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대

체 생산기지와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한 공급 시장 다변화로 인

한 수혜를 보고 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현상 중 하나는 투자 형태의 변화다. 직접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짓거나 사업장을 개설하는 투자(Green 

Field Investment)는 감소하고 2016년부터 지분인수, 합병(M&A) 등

과 같은 형태의 투자(Brown Field Investment)가 증가하는 추세다. 

브라운필드 투자는 투자 초기 설립비용을 줄이고 인력과 생산라인

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여 리스크를 줄이는데 이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해외기업들이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을 위하여 현지 

기업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이다(Kotra 해외시장뉴스a 2020/01/07).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이 소득수준 향상에 영향

을 주고 1억에 가까운 인구와 함께 중산층 확대로 인하여 소비재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3. 성장 속 내재된 불균형의 과제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수상(총리)은 2019년을 “많은 

역리(nghich ly, 理)가 변화한 한 해”로 평가했다. 당초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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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2019년 사회경제개발 지표에서 사회·경제, 그

리고 환경에 관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과를 강조하며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VGP News 2019/12/30). 공산당 정치국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결(50-NQ/TW, 2019/ 

8/20)을 공포했다(Bo Chinh Tri 2019a). 이러한 경제지표의 안정성과 

지도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교역과 외국인투자

를 통한 경제발전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기지와 투자지로서 베트남의 

매력은 외부의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경제 내부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중 최대 과제는 국영기업의 개혁이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여전히 주요한 지위에 있다. 석유․가스, 전기․전력, 

통신 등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서 중요하며 부동산, 식품, 주류, 

유통 부문 등 모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가 

열악하고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Nguyen and O’Donnel 2017: 220). 베트남 정부는 경제구조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영기업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 국

내 부문의 경제가 소재부품의 현지화와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

해서는 국영부문의 부정부패와 특권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극대화

를 근절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거시경제 지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 이면에는 사회 계

층 간 그리고 지방 간 불평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 2018년 세계 

부 보고서(World Ultra Wealth)에 따르면, 2012-2017년 베트남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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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10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지니계

수는 1993년 0.326에서 2016년 0.353으로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문제다. 2016년 기준 하노이가 포함된 홍강델타와 호찌민시가 

포함된 남동부 권역의 빈곤률은 각각 2.4%와 0.6%이고, 북부 내륙 

및 산악 지역 13.8%, 중부 해안 8.0%, 중부 고원 9.1%, 그리고 메콩

델타가 5.2%이다(이성우 외 2019: 170-172). 2019년 하노이와 호찌

민시로 유입된 FDI 비중은 각각 22.2%와 21.8%로, 총액의 44%가 

두 대도시에 집중되었다(Viet Nam News 2019/12/27a). 2019년 1월

에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는 

국가를 2021년부터 현행 6개 대신 7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권역의 연계성에 중점을 둔 균형 

발전 방안이다.

Ⅲ. 반부패운동, 숙정작업과 제13차 공산당 회 비  

1. 반부패운동과 방  숙정작업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과실을 차지하려는 경쟁과 동시에 정당하

지 못한 방법으로 이권을 차지하는 행위들이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반부패운동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

하였다. 특히 응우옌떤중(Nguyen Tan Dung)이 수상(총리)이었던 

2006-2016년간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들이 증가하였기에, 경제

성장과 대외개방의 효과가 베트남 국내의 사회경제발전에 그대로 

연계되지 않았고 체제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였다(Vu Thanh, Tu 

Anh 2017; Vuving 2019). 

응우옌푸쫑(Nguyen Phu Trong) 총비서(총서기)를 비롯한 비교적 



40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보수적인 일부 지도자들은 부정부패가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

한다고 판단하고 2013-2014년간 응우옌떤중을 제어하기 위해 시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응우옌떤중이 2016년 1월 제12차 공산

당대회에서 총비서 후보로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채수홍·이

한우 2018: 32-34).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응우옌푸쫑이 총비서 재

임에 성공하면서 반부패운동은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응우옌푸

쫑은 제12차 공산당대회 연설에서도 공산당이 당면한 네 가지 위기 

중 하나로 관료주의, 부패, 낭비를 꼽았고(DCSVN 2016: 19), 이후 

그는 강력한 부패척결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부패운동은 쩐꾸옥브엉

(Tran Quoc Vuong) 당 중앙감찰위원장이 2017년 8월 당 서기국 상

무위원을 맡으면서 더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2017년 12월 정치국 

위원이며 호찌민시 당 위원회 비서 딘라탕(Dinh La Thang)을 전격 

체포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하에서는 부패사건 가운데 몇 개의 

굵직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에 공산당은 찐쑤언타인(Trinh Xuan Thanh) 허우장(Hau 

Giang)성 인민위원회 부주석을 2009-2013년간 페트로베트남 건설총

공사 재직 중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고 위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당으로부터 제명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부후이황(Vu Huy Hoang) 전 

상공부장관이 페트로베트남 건설총공사의 인사상 오류를 범했다고 

경고 처분하였다(石塚二葉․坂田正三 2017: 225).5) 검찰은 2017년 

2월에 오션뱅크(Ocean Bank) 자금횡령사건으로 약 50명을 기소하였

고, 상기 찐쑤언타인은 해외도피 중 2017년 7월말 독일로부터 국내

로 압송되어 12월 기소되었다.6) 법원은 2017년 9월에 이 사건과 관

련하여 하반탐(Ha Van Tham) 오션뱅크 전 회장에게 사형, 응우옌쑤

5) 공산당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견책, 경고, 해직, 제명 중 후자일수록 수위가 더 
높은 것이다.

6) 이 압송사건은 베트남과 독일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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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선(Nguyen Xuan Son) 페트로베트남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하였

다(石塚二葉․坂田正三 2018: 222; VnExpress 2017/12/28).

금융 및 토지와 관련된 부패문제는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

고 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동아(Dong A)은행의 쩐프엉빈(Tran 

Phuong Binh) 전 총감독이 각종 금융규정을 위반하여 2018년 12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Vietnamnet 2019/06/08). BIDV은행의 쩐박하

(Tran Bac Ha) 회장 등도 베트남건설은행의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축출되었다. 동아은행 사건에 연루된 판반아인부(Phan Van Anh Vu)

는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부뇸’(Vu Nhom)인 그는 다낭(Da 

Nang)시 부동산 거부로 알려졌고 다낭시 토지매도사건에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7) 법원은 2020년 1월 재판에서 다낭(Da Nang)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쩐반민(Tran Van Minh), 반흐우찌엔(Van 

Huu Chien)에게 재임 중 국가자산 관리와 사용상 규정위반 및 토지

관리규정 위반으로 각각 17년, 12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재임 

중 국가소유 건물과 토지를 불법적으로 판반아인부(부뇸)에게 매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반아인부는 다낭시로부터 15개 국유 건물

과 6개 토지사업을 인수하는 불법을 저질러 국가자산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Vietnam+2020/01/08; VnExpress 2020/ 

01/13). 그는 또한 호찌민시 1군의 공유지를 편법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전 부주석 등이 체포되기도 하

였다. 이외에도 호찌민시에서 국유지 불법매도 사례는 여러 차례 발

생하였다. 

2018년 7월 쩐다이꽝(Tran Dai Quang) 국가주석은 쯔엉민뚜언

(Truong Minh Tuan) 정보통신부 장관의 직위를 정지시켰고, 그해 10

월 국회가 그를 장관에서 파면하였다. 공산당은 2018년 10월 8차 중

앙위원회 회의에서 응우옌박선(Nguyen Bac Son) 전 정보통신부 장

7) ‘부뇸’은 그가 알루미늄(nhom) 사업을 했기에 얻은 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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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당 중앙위원 지위를 박탈하였고(Ha Noi moi 2018/10/06),8) 

2019년 10월 이 두 명을 당에서 제명하였다. 응우옌박선 전 정보통

신부 장관은 2015년 국영 이동통신공사 모비폰(MobiFone)으로 하여

금 사영기업 AVG(Audio Visual Global)를 불법적으로 인수하도록 

강제하면서 AVG로부터 뇌물 3백만 달러를 받은 죄로 2019년 12월 

1심에서 종신형에 처해졌다.9) 쯔엉민뚜언은 응우옌박선 장관 재직 

시 차관, 이후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인수에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 20만 달러를 받아 14년형을 선고받았다. AVG는 빈(Vin) 그룹

의 총수 팜녓브엉(Pham Nhat Vuong)의 동생 팜녓부(Pham Nhat Vu)

의 소유였다. 팜녓부는 모비폰이 AVG에 투자한 금액과 기타 비용 

합계 8조 8천억 동(dong)을 모비폰에 반환하였고, 검찰과 법원은 팜

녓부가 모비폰 손실에 주된 책임이 없고 능동적으로 국가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했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게 3년형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VnExpress 2019/12/28).10)

2018년 7월 전․현직 공안부 차관 쩐비엣떤(Tran Viet Tan)과 부

이반타인(Bui Van Thanh)은 국가기밀 누설, 호찌민시와 다낭시 소재 

국유 토지와 자산 관리 상 과오로 모든 당직으로부터 해직되었고 재

판에 회부되었다. 레바익홍(Le Bach Hong) 노동보훈사회부 전 차관

은 베트남사회보험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행한 위법행위로 2019년 

9월 재판에서 6년형과 배상을 선고받았고, 응우옌후이반(Nguyen 

Huy Ban) 총감독은 14년형과 배상을 선고받았다(VnExpress 2019/ 

 8) 이후 국회는 2018년 10월 과거 2011-2016년간 응우옌박선의 정보통신부장관 자격
을 삭제하였고 쯔엉민뚜언 장관을 파면하였다.

 9) 검찰은 당초 응우옌박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선 본인이 응우옌푸쫑 총비서에
게 사과하고 그 가족이 3백만 달러를 국고에 납부하면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었다
(VnExpress 2019/12/28). 

10) 이 관대한 조치는 팜녓브엉의 빈(Vin) 그룹이 베트남 국산 자동차 브랜드 빈패스트
를 출범시키는 등 정부의 산업화정책에서 중요 파트너로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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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2019년에 당 중앙감찰위원회와 수상은 후인꽝하이(Huynh 

Quang Hai) 재정부 차관에게 도덕성 문제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

편 당 비서국과 수상은 응우옌홍쯔엉(Nguyen Hong Truong) 전 교통

부차관이 교통부 산하 베트남항공 등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과정

에서 기업가치 평가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실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 그를 차관에서 해직하고 과거 직위를 삭제하였으며, 응우옌반

꽁(Nguyen Van Cong) 차관에게 경고, 응우옌응옥동(Nguyen Ngoc 

Dong) 차관 및 응우옌녓(Nguyen Nhat) 차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

다(Vietnamnet 2019/12/23). 국영기업 주식회사화 과정상 과오에 대

한 징계조치는 전임 부수상 부반닌(Vu Van Ninh)에게도 내려졌다. 

공산당 정치국은 부반닌이 2011-16년간 부수상 재직 시 국영기업인 

냐짱(Nha Trang)항만공사, 뀌년(Quy Nhon)항만공사, 베트남공항공

사 등을 주식회사화하며 주식매각과정에서의 과오로 국가자산 손실

을 가져온 것에 대해 2019년 7월 경고 처분하였다(VnExpress 2019/ 

07/19).11) 응우옌쑤언푹 수상도 부반닌이 2006-11년간 재무부장관 

재직 시 베트남사회보험 관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면서 법률 규정

을 위배하여 재정리스회사에 손실을 안겨주어 파산하게 한 책임 등

으로 2019년 11월 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Vietnamnet 2019/ 

12/23). 이외에도 공산당과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패사건 관련자 여

러 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12) 

11) 당 중앙감찰위원회는 교통부 산하 국영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과오는 딘라탕 전 
교통부장관, 교통부차관 4명 및 팜비엣무온(Pham Viet Muon) 정부사무처 부처장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12) 그 중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 비서국은 2019년 11월 카인화(Khanh Hoa) 
시 인민위원회 응우옌찌엔탕(Nguyen Chien Thang) 전 위원장, 레득빈(Le Duc 
Vinh)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에게 토지관리규정 위반으로 각 직책에서 해직시키고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응우옌본(Nguyen Bon) 닥농(Dak Nong)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에게도 토지관리규정 위반으로 견책 조치를 내렸다. 또한 당 중앙감찰위원회는 하
장(Ha Giang)성 당위원회 비서, 이후 당 중앙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찌에우
따이빈(Trieu Tai Vinh)에게 하장성 당위원회 비서 재직 당시 2018년 고교졸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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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는 2019년 5월 국방부차관을 역임한 

응우옌반히엔(Nguyen Van Hien) 해군 제독, 응우옌반띤(Nguyen 

Van Tinh) 해군 부도독(중장), 레반다오(Le Va Dao) 해군 소장 등이 

국방부 소유 토지 관리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이후 이들에

게 해직과 경고 등 징계를 내렸으며, 메콩델타 지역인 9군구 사령관 

응우옌황투이(Nguyen Hoang Thuy) 중장, 쯔엉타인남(Truong Thanh 

Nam) 대령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

을 내렸다. 2018년에는 딘응옥헤(Dinh Ngoc He) 대령이 직권남용과 

문서위조로 12년 형을 선고받았고, 프엉민화(Phuong Minh Hoa) 중

장, 응우옌반타인(Nguyen Van Thanh) 소장 등 공군 간부들도 국방

부 토지 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VnExpress 2019/ 

05/05). 

2019년 말 대미를 장식한 핫뉴스 중 하나는 공산당 중앙감찰위원

회가 레타인하이(Le Thanh Hai) 호찌민시 당위원회 전임 비서와 황

쭝하이(Hoang Trung Hai) 하노이시 당위원회 현직 비서에 대한 징계

가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가 2020년 1월 3-8

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이 두 거물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다. 당 

중앙감찰위원회는 레타인하이가 2010-2016년간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로 있는 동안 호찌민시 2군 투티엠(Thu Thiem) 지역의 개발사업 

집행과정에서 과오를 범하여 재산 손실과 사회경제에 부정적 효과

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그에 대한 당의 징계처분은 2020년 1월

초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레홍꿘(Le Hong Quan) 호찌민

시 당위원회 부비서 겸 인민위원회 주석(위원장), 응우옌반두어

가시험에서 자신의 딸을 포함한 다수 학생들이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으로 견책 조치를 내렸고, 하장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응우옌반선(Nguyen 
Van Son)에게도 견책 조치를 내렸다(Vietnamnet 2019/12/23). 이외에도 시험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선라(Son La)성, 화빈(Hoa Binh)성 인민위원회 간부들도 징계 조
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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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Van Dua) 호찌민시 당위원회 부비서 겸 인민위원회 부주석 

외 간부 여러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요청하였다(Viet 

Nam News 2020/01/09).13) 한편 황쭝하이에 대한 당 중앙감찰위원회 

결의 이후, 당 정치국은 2020년 1월 10일 그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

다. 그 이유는 황쭝하이가 2007-2016년간 부수상으로 있던 기간 중, 

타이응우옌철강공사 확장사업(TISCO II 프로젝트) 집행과정에서 무

책임하게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이다.14) 이처럼 전․현직 정치국 위

원에 대한 징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매우 드문 일인데, 2017년 말 

딘라탕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에 대한 징계를 비롯하여 정치국 위

원 총 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공산당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

었다. 

2020년 1월 초 공산당은 중앙감찰위원회 총괄회의에서 2016-2019

년간 36개 감찰단을 설치하고 110개 당 조직을 감찰하였고, 당원 54,573

명을 징계하였는데, 그 중에는 정치국 위원 2명, 중앙위원회 전․현직 

위원 21명, 경찰간부 38명 및 장군 23명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하였다

13) 호찌민시 2군 투티엠 지역 토지분규의 역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수상(총리)은 
1996년 투티엠 신도시 건설계획을 승인하였는데, 호찌민시와 건설부가 구체적 계
획도 없이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02년 2군 투티엠 
지역 930ha를 개발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10년간 15,000 가구를 이주시켰
는데, 그 중 100여개 가구가 1996년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한
다. 그러나 호찌민시는 1996년 계획도를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그 계획도의 존재 
여부로 논쟁이 이어졌다. 또한 이주과정에서 부당한 토지 수용, 불충분한 보상 등
으로 분쟁이 계속 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2018년 5월 시 인민의회 의원들과의 회합
에서 강력히 항의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하노이에 체재하며 항의를 지속해 왔다
(VnExpress 2018/09/08). 

14)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철강공사(VNSTEEL)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고, VNSTEEL
은 타이응우옌철강공사(TISCO)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TISCO II 프로젝트는 
2005년에 사업비 2억 4200만 달러로 승인되었는데, 야금가공부문인 EPC 패키지가 
중국야금과금집단유한공사에 낙찰된 이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면서, 총사업
비가 3억 5040만 달러로 증액된 것이다. 정부 감사원이 2019년 2월 이 문제를 발각
한 당시 TISCO는 중국야금집단공사에 사업비의 92%를 지급한 상태였으나, 중국
야금집단공사와 계약회사들은 2013년 이미 사업을 중지시킨 상태였다(Tuoitrenews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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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net 2020/01/10). 2019년 말까지 반부패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2020년 초 발표된 베트남부패지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49%의 응답자가 현 반부패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 수치는 2016년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21%

보다 두 배 이상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감소하였다고 응

답한 비율은 호찌민시 13%, 하노이 35%로, 국민들은 부패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VnExpress 2020/01/12).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의 반부패운동은 공산당과 정부의 신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숙정작업은 초기에 

응우옌푸쫑 총비서에 도전하였던 응우옌떤중 전임 수상 그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졌으나, 이후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

면서 개혁의 부정적 효과를 수정하려는 작업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응우옌푸쫑은 공산당 통치를 지속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

고 있기에 부패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반부패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반부패운동은 점진적이지만 확고

하게 집행되어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해치지 않으며 전개되고 있다

(Le Hong Hiep 2018; 2019b). 반부패운동을 통한 숙정작업은 2021년 초 

예정된 제13차 공산당대회에서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세대교체와도 관

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제13차 공산당 회를 앞둔 권력구도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2019년 4월 남부 메콩델타 끼엔장(Kien 

Giang)성 시찰 도중 뇌출혈로 추정되는 병으로 1개월 간 공식 석상

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후 그가 5월 14-16일간 당-국가 핵

심 지도자 회의, 정치국 회의, 당 중앙위원회 10차 회의에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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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면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건강을 완전히 회

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후계구도에 대한 논의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베트남 내에서는 공산당 비서국 상무위원 쩐꾸옥브엉이 차기 공

산당 총비서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쩐꾸옥브엉은 북

부 타이빈(Thai Binh)성 출신으로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역임한 이후 

당 중앙감찰위원장을 맡아왔기에 출신지역으로나 성향으로나 총비

서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어왔다. 그가 응우옌푸쫑의 신뢰 속에서 

반부패운동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차기 총비서에 선임

된다면 반부패운동의 동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나, 그간의 숙정과

정에서 최고위 지도부 내 그에 대한 불만도 축적돼 왔을 것이다. 동

시에 그는 최고위 지도자 중 국내외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

사이기도 하다. 

최근에 들어 응우옌쑤언푹 수상과 응우옌티낌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주석(의장)도 차기 총비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들은 각기 중부 꽝남(Quang Nam)성, 남부 벤째(Ben Tre)성 출신이

어서, 그간 북부 출신이 총비서를 맡아왔던 전통에는 부합하지 않는

다. 그러나 푹 수상은 국제 행사에 활발히 참석해왔고, 2018년에 이

어 2019년에도 7%대의 GDP 성장률 실적을 나타낸 바와 같이 베트

남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응언 국회주석은 공산당 내 신뢰가 높고 그의 임기 동안 국회의 역할

을 강화한 실적을 보였다(Nguyen Hai Hong 2020). 

제13차 공산당대회는 2021년 초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 시점에 상

기 3인은 67-68세가 되어, 정치국 위원으로서 재임하는 경우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공산당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총비서 

응우옌푸쫑이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대회 시 71세였는데 당 중

앙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 총비서로 재선임될 수 있었기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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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중에서 차기 총비서가 선임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2018년 10월 이래 응우옌푸쫑이 겸직

하고 있는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향후 분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직위를 분리할 경우 쩐꾸옥브엉이 총비서를 맡을 가능성은 있으나, 

겸직할 경우 쩐꾸옥브엉이 강력한 권력을 쥐는 것에 대한 견제로 인

해 응우옌쑤언푹이 총비서 겸 국가주석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Hutt 2020). 

3. 외 계의 활성화와 한-베 계 강화

2019년 베트남의 대외관계의 주요 일정은 2월 북한-미국 정상회

담을 하노이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평양으로부터 열

차로 60시간 이상 소요된 대장정 끝에 26일 랑선(Lang Son)의 동당

(Dong Dang)역으로 입국한 후 승용차로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트럼

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을 통해 하노이에 입

국하였다. 북한과 미국 정상은 27일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

서 친교만찬을 갖고, 28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

였다. 이후 북한과 베트남은 북한의 베트남 공식방문 행사를 진행하

였다. 베트남 최고위 지도자들은 김정은을 환대하였고, 언론들은 

1958년 김일성의 베트남 공식방문을 비롯한 양국간 우호관계의 역

사를 보도하며 상호신뢰도를 높였다. 이로써 양국은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벗어나 전통적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

다. 

2019년 베트남의 대외관계에서 다른 중요한 일은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대치한 사건이었다. 중국 원유 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7월 스프래틀리 군도의 뱅가드 뱅크 인근 해상에 진입하면서 베트남

과 중국 경비함들이 대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탐사선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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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에 베트남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벗어났

지만 8월에 다시 진입해 3개월간 탐사작업을 벌였다. 이에 베트남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처음

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연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베트남 국가 

지도자들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중국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응우옌쑤언푹 수상도 국제회의에서 중국을 비판하였고, 팜빈민

(Pham Binh Minh) 부수상 겸 외교부장관은 유엔에서 “관련국들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을 존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정민승 2019b). 베트남 국내적

으로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2019년판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백서에서 평화적, 방어적 군

사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3개의 ‘노’(No) 정책, 즉 특정 국가와 군

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외국군의 군사기지를 베트남 내에 두지 않

으며, 어느 국가에 적대하는 특정 국가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실리적 

안보전략을 유지하고 있다(Le Hong Hiep 2019a). 

한편, 베트남은 2019년 11월 방콕에서 열린 제35차 아세안 정상회

의,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11월 부

산에서 열린 제3차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국-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외교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물려받아 1년간 직무를 수행하고, 동

시에 2020년부터 2년간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2020년에 베트남은 대외관계에서 아세안의 결속력을 다지고, 

유엔에서의 목소리를 강화하여 중국 등의 외부적 영향력을 제어하

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인적 및 물적 교류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400만 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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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베트남 체류 한국인과 한국 체류 베트남인은 각각 20만 명과 22

만 명 이상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11). 베트

남 진출 한국 기업은 2020년에 1만 개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쑤언푹 수상은 2019년 11월 27일 정상회담

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협력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

했다. 2020년 교역액 1천억 달러를 목표로 첨단기술, 부품, 자동차, 

금융 등의 투자와 베트남 측의 지원, 사회주택단지 건설사업과 스마

트시티 구축 등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협력 강화, 교육․보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청와대 2019/ 

11/27).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외교관계는 박항서 감독으로 인하여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17년 10월 부임 이후 박항서 감독은 “무적 베트

남”(Vietnam Vo Dich)이라는 국민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대회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에는 AFC 아시안컵에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8강에 올랐고, 2019 동남아시안게임(SEA)에서 남자 축구

대표팀(U22)은 무패 우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1959년 남베

트남이 우승한 후 60년만이며 1975년 통일 이후, 즉 남북 단일팀으

로는 역사상 처음이다.15)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표면상으로 거둔 성과 이면에 내재된 맥

락, 즉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베트

남 선수들과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이다. 베트남에서 축구는 전 국민

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은 그간 쌓여

있던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일정

하게 기여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어를 몰라도 규율이 아닌 스킨십을 

15) 2018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동남아시아 국
가 최초로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
에 진출했으며,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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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박 감독이 

승리할 때마다 언급한 ‘베트남 정신’은 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애국심이 남다른 베트남 국민들의 잠재된 자존감과 단결의 역

량을 일깨웠다.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모습이 저서와 국영방송

(VTV1)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

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 관계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Ⅳ. 결론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공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으로 기존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무역량과 흑자액은 역대 최고

였고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베트남 경제의 약점으로 꼽히는 베트남 국내 기업 부문의 수출 

비중 증대는 아직 소폭이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베트남 국회는 

2020년 성장률 목표를 6.8%로 설정하여 사회경제개발계획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응우옌쑤언푹 수상은 전국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

장들과의 원격회의에서 “2045년에 고소득 국가의 대열에 올라서자”

고 강조했다. 자존감, 단결, 애국심 등 베트남 정신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 축구의 성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대를 고조시켰다. 

단, 베트남 경제가 거시적인 안정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국영기업

의 개혁과 주식화 작업을 통해 경제 구조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내실 있는 FDI 유치와 소재․부품산업 육성이 필요하

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재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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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이 현재의 반부패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 

기조가 2021년 초 개최 예정인 제13차 공산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이

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제13차 공산당대회에서 최고위 지도자들의 세

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규범적인 정치과정이 전

개되리라고 본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이 2021년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 비상임이사국을 맡으며 세계 외교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

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 역내 

문제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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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etnam 2019: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Omnidirectional 

Anti-corruption Campaign

BEAK Yong Hun
(Sogang University)

LEE Han Woo
(Sogang University)

In 2019, Vietnam’s annual GDP growth rate was 7,02% and GDP per 

capita also increased to 2,800 USD. The country has achieved the highest 

trade volume and surplus an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marked 

a 10-year high. Export growth rate of the domestic sector is higher than 

that of the FDI sector.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Vietnamese economy 

is overcoming internal weaknesses. The Vietnamese leadership raised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SOE reform, attract substantial FDI, produce competitive 

products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diversify export markets.

Politically,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clean-up works from within 

launched by General Secretary Nguyen Phu Trong have been 

implemented in all directions. Disciplinary action was taken against 

former and current major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lated to financial and land corruption issu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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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process. In particular, This marked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CPV) that the Politburo and 

CPV have decided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high-ranking 

officials. Nguyen Phu Trong recognizes corruption as a threat to the 

foundation of the socialist system. The unprecedented breadth and depth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demonstrates the CPV’s commitment to 

fight against corruption. Externally, Vietnam attracted the North 

Korea-US summit in early 2019 and expressed its image as a peaceful 

nation to the world, but only with limited results as the meeting broke 

down. Soon after, North Korea and Vietnam held a summit and deepened 

their relations.

Key Words: Vietnam, Sustainable Growth, Anti-Corruption Campaign, 

South Korea, North Korea, South China S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