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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베트남의 2020년은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감

염병과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해이자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유능한 국가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해였다. 수상(총리) 등 국

가 지도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진압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2.91%의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

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자국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 등 성장모델 혁신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됐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자국 민간 대기업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

결을 실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운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제13차 공산당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누가 새로

운 지도부 자리에 오를 것인지 이에 따라 베트남 정치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

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재난으로 인한 국내 위기 상황에도 불

구하고 대외 관계 측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

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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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20년 한 해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와 

10-11월 발생한 중부 지방 자연재해 등의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경제, 정치, 대외관계 등 주요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

두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 

초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되었

다(BBC 2020/02/23). 

국가 지도부는 “감염병에 대항하는 것은 적에 대항하는 것과 같다

(“Chống dịch như chống giặc”)를 방역을 위한 사상과 행동 방침으로 

강조했다(Ha Son Thai 2020/04/02).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

역을 가장 우선시하여 연중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영

국 여론조사기관인 YouGov가 실시한 국가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17일 기준 매우(very) 

혹은 다소(somewhat) 잘 대처했다는 응답이 93%로 세계 22개국 중 

베트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YouGov 2020). 

베트남은 2020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2.91%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주요 경제 기구와 금융 기관들은 베트남

이 2021년에 가장 강력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

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Phuong Anh 2021). 2021년 새해를 

에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 간 갈등은 양국에서 쌍방향적 이해가 얼마

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다. 

주제어: 베트남, 2020, 코로나19, 극복, 성공, 리더십,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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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팬데믹 이전과 유사할 정도로 정

상화됐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입국 제한

과 뗏(Tet, 음력설)이 포함된 1분기까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지시문

(01/CT-TTg, 2021/01/05)을 발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Bo 

Y Te 2021/01/11). 

하지만 2021년 1월 27일에 하이즈엉(Hai Duong)과 꽝닌(Quang 

Ninh) 지방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관련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

했고 다음 날인 28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가 급

속히 확산됐다. 이로 인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예정됐던 제

13차 공산당대회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폐회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지난 방역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2월 6일 기준 신규 확진

자 수는 5명까지 감소했으나 뗏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의 증가 가능

성을 고려하여 방역과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하노이를 포함한 각 지

방에서는 위반 사항별 벌금 부과와 형벌 집행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Trieu Quang Xuan 2021). 2월 16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50명대를 넘나들다가 17일 이후 20명 이

하의 수준으로 감소했다. 2월 25일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는 각각 2,412명과 35명이다. 확진자 중 1,804명은 완치됐고 596명은 

치료 중이다.1)

2020년에 베트남이 이루어낸 주요 결실에 해당하는 정부의 코로

나19 대응과 이로 인한 빠른 경제 회복의 양상은 2019년에 달성한 

주요 성과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2019년 베트남을 특

1)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19 호흡기감염병에 관한 웹사이트(BỘ Y TẾ, TRANG TIN 
VỀ DỊCH BỆNH VIÊM ĐƯỜNG HÔ HẤP CẤP COVID-19) 
https://ncov.moh.gov.vn/ (검색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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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지은 주요 사건은 지도부의 반부패 운동과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

한 의지, 무역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통한 고무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 과정에서 확인한 국민의 

단결과 애국심 등이다(백용훈 외 2020). 그리고 2020년 베트남에게 

주어진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회원의 자격은 

지도부가 모범이 되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사

명감을 가지도록 독려했을 것이다. 

베트남 지도부는 2020년을 성공적인 해로 간주했다. 응우옌쑤언

푹(Nguyen Xuan Phuc) 수상(총리)은 “성공은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극복한 장애물에 의해서도 측정된다.”라고 언급하며 가장 힘든 시기

를 민족정신과 단결력을 통해 극복해냈다고 언급했다. 특히 푹 수상

은 “같은 상황과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은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다

(đồng thanh tương ứng, đồng khí tương cầu)”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

염병 위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으로 “단결 정신(tinh thần 

đoàn kết), 의지(ý chí), 결심(quyết tâm), 근면성(tính cần cù), 낙관(lạc 

quan) 그리고 빠른 적응(thích ứng nhanh)” 등을 꼽았다(Nhan Dan 

2020/12/04). 

이 글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적 맥락 속에

서 202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주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2)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의 경제 부분

2) 베트남 주요 언론이 주목한 주요 10대 사건 가운데 공통적인 이슈는 13차 당대회 
준비, 코로나19 감염병의 성공적 통제, 2020-2021 아세안 의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
회 비상임 이사국 활동, 2-3% GDP 성장률, 중부 지역의 재난, 부정부패 관련 고위공
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징계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언론은 주요 도로교통 
프로젝트 착수, 투득(Thu Duc)시와 푸꾸옥(Phu Quoc)시의 설립,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및 2030년 비전, 교과서 편집의 사회화와 통합 교육 커리큘럼 정책, 
208 군사 중앙병원에서의 손 이식 수술, 닥농(Dak Nong) 공원의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 공원 네트워크 가입, 역대 최고 무역흑자 기록, 베트남 국가은행의 이자율 세 
차례 인하 조정, 해산 기업 수 증가, 주식 시장 성장, 항공과 관광 부문의 적자 등을 
주요 사건으로 선정했다(VnExpress 2020/12/24; Vietnamplus 2020/12/25, 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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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적 타격과 성과를 진단한다. 이와 함께 제12기 당중앙집행위원회

(2016-2020)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의 경제적 성과

와 한계 역시 파악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3장의 정치 부분에서는 “숙정의 해”로 삼을 수 있는 2019년에 이

어 지속된 부정부패와 관련된 주요 사건과 판결을 정리하고,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된 제13차 공산당대회의 결과를 토

대로 향후 5년 간 국가를 영도할 당 최고지도부와 정치국 위원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짚어본다. 그리고 4장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아

세안 의장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베트남의 

역할과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 

네티즌들 간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경제, 정치, 그리고 대외관계에 관한 본문의 주

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제13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2021-2025) 계획 및 10개년(2021-2030)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

로 베트남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한다.

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 속 정  성과 

1. 방역 성공과 산업 생산  소비 활동으로 인한 러스 성장 지속

2020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인 2.91%를 기록했다. 2020년 GDP 규모는 

2,684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779달러이다.3) 분기별로 살펴보

2020/12/25). 
3) 베트남 통계청. “Infographic Gross Domestic Product in December and 2020.”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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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분기의 성장률은 3.68%로 선방했지만 2분기에 0.39%로 최저성

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69%와 4.48%로 

증가세를 보여주며 2분기의 부진을 만회했다(베트남 계획투자부 

2020a, 2020b, 2020c, 2020d).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에 따라 경제

적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최소화했고 이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

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이 2021년에도 

이어져 베트남은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

남 정부는 6.0~6.5%, 세계은행(WB)은 6.8%, 국제통화기금(IMF)은 

6.5%, 아시아개발은행(ADB)은 6.1%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12/28).

2020년에 기록한 주요 경제 지표는 일차적으로 지도부의 선제적

이고 사전 예방적이며 즉각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달성한 성과이다. 

베트남에서 주요 지역사회 감염은 네 차례(2020년 1월 말-2월 중순, 

3-4월, 7월 말-9월 초, 2021년 1월 말)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마을(혹은 거리)에 대한 봉쇄 및 격리 조치 등의 공격적인 방역과 

정확하고 빠른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그리고 포괄적이며 반복적

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막았다. 무엇보다 네 

차례 시점 사이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확진 사례는 0명을 기

록하며 방역에 성공했다(백용훈 2020b; 육수현 2020).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뉴스사이트, 문자 메시지, 사용자 친화적 

앱(Application), 지역사회 확성기, 감염병 인식 캠페인 등 다양한 플

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여 대중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열린 커뮤니케이

션은 효과적인 정부-시민 협력을 촉진했다(Nguyen et al. 2020).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사회경제적 혼란이 줄었고 기업의 생산 활동

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전국적 규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역시 일

www.gso.gov.vn/en/homepage/ (검색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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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4월 1일-15일)으로 시행되는 등 내수 소비가 순환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었다.

부문별 성장률의 경우 전년대비 농림수산업이 2.68%, 공업 및 건

설업이 3.98%, 서비스업이 2.34% 증가했고, 부문별 GDP 기여율은 

각각 13.5%, 53.0%, 33.5%다. 농림수산업의 경우 2019년(2.0%)에 비

해 성장률이 높았으며 농업 부문이 2.55%, 임업이 2.82%, 수산업이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생 작물, 주요 축산물, 그리고 

새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쌀 수출액은 

태국과 인도를 추월하며 판매 가격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쌀 무역회의 경진대회에서 ST25 품종은 2019년 세계 1위, 2020년 

2위를 차지한 바 있다(Nguyen et al. 2021). 

공업 및 건설업 가운데 공업 부문은 전년대비 3.36% 증가했고, 특

히 가공 및 제조업이 5.82%로 성장을 주도했다. TV, 이동통신기 부

품, 철강 등의 품목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의류 가공업

은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하여 수출 

주문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 및 유통이 3.92%, 상수도, 폐

기물 그리고 폐수 관리 및 처리가 5.51% 증가했고 광업이 5.62% 감

소(원유생산량 12.6% 감소, 천연가스 11.5%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

우 6.76% 증가했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서비스업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지

난 10년 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년대

비 5.53% 증가, 금융, 은행, 그리고 보험은 6.87% 증가, 운송 및 창고

업은 1.88% 감소, 숙박 및 요식업은 14.68% 감소를 기록했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행과 인구 밀집 행사

의 수요는 줄어든 반면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상거래

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개인 소비 활동 수요가 촉진되었던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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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했다. 주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식품 및 식료품 가격이 전년대비 9.99% 상승했는데, 

수출 쌀 가격 상승과 국내 수비 수요로 인해 쌀 가격이 5.14%, 돼지

고기 가격이 57.23%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및 의료서비

스 가격은 2.15% 상승했고, 그리고 국가 교육 시스템에 따른 교육 

기관의 등록금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관련 시행령(86/2015/NĐ-CP, 

2015/10/02)에 따라 교육비가 4.08% 상승했다. 반면, 세계 연료 가격

의 영향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21%와 

0.95% 하락했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문화, 관광 관련 가격이 

1.23% 감소했다. 특히 패키지여행 가격이 6.24% 감소했으며 기차와 

비행기 등 교통비가 11.20% 감소했다. 그리고 빈곤층과 생산시설에 

대한 전기 요금이 인하됐다(베트남 통계청 2021/01/13).

베트남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높은 유동성과 새로운 투자자의 참

여로 인해 관리자,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뛰어 넘었다. 주

식시장을 위한 자본 동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식 시

장 붐은 은행 금리 인하, 저금리 대출 증가, 서비스업, 부동산, 금 

그리고 외화 등 다른 부문의 투자 기회와 이익의 어려움으로 인한 

반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 국가은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 기업과 개인이 생산 및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자율

을 세 차례 조정하는 등 은행 부문의 운영은 힘든 한 해를 경험했다

(Nguyen 2021).

한편 베트남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이행 중이지만 설

정된 목표에 비하면 매우 더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적 변수도 작용했다. 정부는 2017-2020 기간 동안 128개의 기업

을 민영화하기로 결정(26/2019/QĐ-TTg, 2019/08/15)한 바 있지만 

2020년 7월 말까지 대상기업의 약 29%인 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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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됐다. 베트남우편전기공사(VNPT), 베트남화학공사(Vinachem), 

베트남석탄광물공사(Vinacomin), 북부식량공사(Vina Food 1), 모비

폰(Mobifone), 농업은행(Agri Bank) 등과 같은 일부 기업은 대규모의 

민영화를 진행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사이공맥주주류총공사(Sabeco)를 포함하여 14개 기업이 국가자본투

자공사(SCIC)로 이관되었다(Vietnamplus 2020/09/0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자국 민간 재벌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

다. 포브스(Forbes)가 발표하는 2020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는 베

트남인 6명이 포함되어 있다.4) 팜녓브엉(Pham Nhat Vuong) 빈그룹

(Vin Group) 회장, 응우옌티프엉타오(Nguyen Thi Phuong Thao) 비

엣젯항공(VietJet Air) 회장, 쩐바즈엉(Tran Ba Duong) 쯔엉하이자동

차(Truong Hai Auto Corporation, THACO, 이하 타코) 회장, 호훙아

인(Ho Hung Anh) 테콤뱅크(Techcom Bank) 회장, 쩐딘롱(Tran Dinh 

Long) 호아팟 그룹(Hoa Phat Group) 회장, 그리고 응우옌당꽝

(Nguyen Dang Quang) 마산 그룹(Masan Group) 회장이다. 

빈그룹은 전자(Vintech), 자동차(Vinfast), 휴대폰(VinSmart) 인공

지능(VinAI) 등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대형마트(VinMart), 농산물생산(VinEco) 등 소매유통 부문의 자회사

를 마산그룹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모두 철수했다. 비엣젯항공은 베

트남 국내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제선 노선 확장에 주력하

고 있고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범

시켰다. 타코는 베트남 최대 자동차 조립생산업체이며 최근 유럽 브

랜드 생산 및 농업 부문 투자를 확대했다. 호아팟 그룹은 베트남 최

대 철강 생산 기업이며 대규모 복합 단지 건설로 생산량을 확대 중이

다(이주현 2020). 

4) Forbes, “The World’s Real-Time Billionaires List.”, https://www.forbes.com/real-time-
billionaires/#73aca6be3d78 (검색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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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5년(2015-2019) 사이에 상위 20개 기업의 순위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특히, 민간기업의 성장이 돋보인다.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장 계획 및 2030년 비전(1362/ 

QĐ-TTg, 2019/10/11)을 승인한 바 있다. 민간기업의 수를 2025년까

지 150만개, 2030년까지 200만개로 늘려 기업 간 기술력과 노동경쟁

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의 

비중을 아세안 주요 4개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는 두드러

진 성과 중 하나에 해당한다.

2. 다자 무역 정 수혜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증가

팬데믹 사태와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의 부정적 영향 하에서도 베

트남은 다자 무역협정과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심화로 인해 교역

의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수출입 총액(상품 및 서비스 포

함) 가운데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4.97%와 3.33% 증가했다. 

상품교역 규모는 5,4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수출액은 2,826억 달러로 7.0% 증가했고, 수입액은 2,627억 달러로 

3.7% 증가했다. 

2020년 상품교역 수지는 19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5년 연속 흑자 중 최고치에 해당한다.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흑자 규모는 각각 16억 달러(2016), 19억 달러(2017), 

65억 달러(2018), 109억 달러(2019)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베

트남 관세청 2021/01/18). 특히, 8월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이후의 수

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8월 1일부터 발효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

정(이하 EVFTA)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FDI 유입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제조 및 수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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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주도형 FDI 성장모델을 추진해왔

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FDI 정책은 국내 투자자를 희생시키

면서 외국인투자자를 선호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

라 최근 정부는 베트남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국 민

간 기업에 대해 평등(Bình đẳng), 보호(được bảo vệ), 장려(khích lệ), 

그리고 기회부여(trao cơ hội) 등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기업

법과 투자법이 국내기업의 평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이 촉진되었다. 그리고 세 가지 조치 사항, 즉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민간 기업이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분야로 진출하여 베트남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장려,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다(Le Hong Hiep 2020b). 

2018년 이후 국내 기업군의 수출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

아 자국 기업들이 강화되고 베트남 경제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지만(백용훈 외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

기업군의 교역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군은 약 

15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투자기업군(원유 포함)은 

약 346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었다. 국내기업군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약 782억 달러이며, 외국인투자기업군의 수출액은 

9.7% 증가한 약 2,033억 달러다. 수출액 가운데 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8%와 72.2%를 기록했다. 수입액의 경우 국내기업군

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약 936억 달러, 외국인투자기업군은 13% 

증가한 약 1,688억 달러를 기록했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수출 상품 중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품목은 31개이며 총 수출

액 중 91.9%를 차지한다. 100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6개이며 64.3%

에 해당한다.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품이 전년대비 48.6% 증가

한 89억 달러,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이 24.1% 증가한 8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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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목재 제품이 16.2% 증가한 17억 달러, 철강이 25.1%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 시장과 관련하여 미국은 여전히 

베트남 최대 수출 시장이며, 전년대비 25.7% 증가한 7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7.9% 증가한 489억 달러, EU(28)가 

3.4% 감소한 400억 달러, 아세안이 7.7% 감소한 231억 달러, 일본이 

5.2% 감소한 193억 달러, 한국이 3.2% 감소한 191억 달러를 기록했

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베트남 관세청 2021/01/18). 

수입 상품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35개로 총 수입 금액

의 89.6%에 해당한다. 100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4개로 49.4%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용 자재가 전년대비 4.1% 증가한 

2,456억 달러로 총 수입 금액의 93.6%에 해당하며, 소비재 그룹은 

3.8% 감소한 168억으로 총 수입액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컴퓨터, 전자 제품 및 부품이 전년대비 24.6% 증가한 126억 

달러, 휴대전화 및 부품이 13.9% 증가한 20억, 플라스틱 제품이 

11.2% 증가한 7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여전히 가장 큰 원자재 

수입 시장이며, 11.5% 증가한 84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다음이 한

국으로 0.3% 감소한 469억 달러, 아세안이 5.5% 감소한 305억 달러, 

일본이 4.1% 증가한 203억 달러, EU(28)가 2.9% 증가한 153억 달러, 

미국이 5.0% 감소한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베트남 통계청 2020/ 

12/27; 베트남 관세청 2021/01/18). 

서비스 교역의 경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전년대비 68.4%와 

14.5% 감소한 63억 달러와 18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서비스 

교역의 적자 규모는 수출액의 약 2배에 달하는 120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10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 운

송 부문 등 서비스 활동이 연말까지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운송 및 

관광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팬데믹 이후 베트남 정부

는 관광비자 발급 및 무비자 입국을 중지함으로써 2020년 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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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외국인 방문객은 3,837,300명으로 전년대비 78.8% 감소한 것

으로 추정된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2020년 12월 20일 기준 등록된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의 규모는 

285억 달러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집행된 외국인투자자본 금액

은 전년대비 2% 감소한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신규 

프로젝트 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523개, 금액은 12.5% 감소한 

146억 달러다. 추가등록자본의 프로젝트 수는 1,140개로 금액은 

10.6% 증가한 64억 달러다. 지분확보 금액은 51.7% 감소한 75억 달

러를 기록했다(베트남 통계청 2020/12/27).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홍콩, 대만의 대베트남 투자는 

23.1%를 기록했다. 최대 투자유치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총 FDI 금

액 중 30.6%에 해당하는 약 80억 7,647만 달러의 투자금이 등록됐

다.5) 다음으로 한국 14.0%, 중국 9.0%, 일본 8.0%, 대만 7.6%, 태국 

6.7%, 홍콩 6.5% 순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이후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로를 개척하기 위하

여 중국의 베트남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국인투자

자본 금액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한

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기업들의 중국+1 혹은 중국+2의 전략과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투자 동향은 낙관적이

다. 

2020년 등록된 기업의 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79,000개다. 

매달 평균 14,000개의 기업이 신규 설립 혹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 기업은 134,900개로 전년대비 2.3% 감소했

지만 기업 당 평균 등록 자본은 166억 동으로 32.3% 증가했다. 영업

5) 등록 투자금 가운데 40억 달러는 Delta Offshore Energy사가 남부 박리에우성(Bac 
Lieu Province) LNG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이다. 이 회사의 모기업은 미국에 
근간을 두고 있어 싱가포르의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의 성격에 해당한다.



44  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에 복귀한 기업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44,100개다. 반면 일정 기

간 사업 종료 혹은 해산 절차를 기다리거나 완료한 기업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101,700개이며, 매달 평균 8,500개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기업은 전년대

비 62.2% 증가한 46,600개, 해산 절차를 기다리는 기업은 13.8% 감

소한 37,700개, 해산 절차를 완료한 기업은 3.7% 증가한 17,500개다. 

제조업의 사업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들 중 81%가 2020년 4사

분기보다 2021년 1사분기의 사업 및 생산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

다(Nguyen 2021). 

3. 지난 5년 간(2016-2020)의 경제  성과와 한계 그리고 비  

성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8%로 상당히 높

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업 및 건설업 부문의 평균 성장률이 7.3%를 

기록하며 크게 기여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목표치(4% 미만)내에 머물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수치(7.65%)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외환 시장과 환율이 안

정적이었으며 이자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국가 신용 등급이 향

상되었다(VTV News 2021/01/13). 

지난 5년 간 국가 재정의 총수입 중에서 내국세의 평균치는 81.6%

로 2011-2015년(68%)에 비해 증가했다. 개발투자지출 비중이 27- 

28%로 증가했고 임금 인상, 연금, 공로 혜택, 그리고 기타 사회정책

을 시행하는 등 교육-훈련, 보건, 국방, 그리고 안보와 같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했다. 사회개발을 위한 총 투자자본은 약 9.2조 동으

로 GDP의 33.5% 수준에 해당하며 5년 평균 목표치인 32-34%를 달

성했다. 비국가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자본 비율이 2015년 38.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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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년 약 45.6%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는 2019년 등록된 자본 기준 390억 달러의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Nhan Dan 2020/10/20). 

2016-2019 한계고정자본계수(ICOR)는 6.13에 도달하여 2011- 

2015(6.25) 대비 투자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ICOR는 생

산량 1단위를 얻는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계수가 낮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6.42, 2017년 6.11, 2018년 5.97로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6.07로 증

가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4.28로 크

게 증가했다(Ngoc Thuy 2020).

상품교역 수지 역시 현저하게 개선되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

었다. 수출입 규모는 2015년 3,278억 달러에서 2019년 5,170억 달러

로 1.7배 증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교역 규

모는 약 5,454억 달러에 달했다. 수출입 구조는 원유 수출 감소, 가공

품의 수출 증가, 생산 및 수출 상품을 위한 수입품목 증가로 전환되

었다.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다양해졌고 일부 통신 기업의 경우 경쟁

력을 확보했다. 

수입은 주로 에너지와 전자 부문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투자 프로

젝트에 필요한 상품군에 집중되었다.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원자재 

수입 시장이 점차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이동했다. 내수 시장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현대적인 소매 형태가 발전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역시 국내 상업 기업의 참여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베트남

인은 베트남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캠페인과 연계하여 

국내 시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다(Nhan Dan 2020/ 10/20).

무엇보다도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장모델 

혁신과 경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산업 부문의 경우 원유 

수출과 단순 노동력에 의한 생산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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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총 상품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20년 약 50%로 증가했다. 가공 및 제조업

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광업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8%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4.3%)에 비해 높고 목표치(5%)를 초과 달성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 역시 지난 5년 간 45.21%를 기록했고 

목표치(30-35%)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이 실질적으로 촉진되었는데 국영기업의 수가 감소한 동시에 

주요 산업과 분야로 집중되고 조정됐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향으로 국영기업의 운영 메커니즘을 혁신했고 국가자

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Dang Cong San Viet Nam 

2020/10/31).

공업 부문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라 광산업 비율을 줄

이고 가공 및 제조업의 비율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지원 산업이 점차 

형성되고 발전하여 국산화율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재

생가능에너지, 예를 들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건설을 시

작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총 수출 규모에서 가공업 비율은 2016년 

65%에서 2020년 85%로 증가했다. 하이테크 제품 중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16년 63.9%에서 2019년 77.7%로 증가했다. 

글로벌 경쟁력은 2015년 58위에서 2019년 42위로 상승했다. 농업 

부문의 경우 첨단 농업과 청정 및 유기 농업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 

품질, 효율성이 높은 작물과 동물로 전환했다. 농림수산물의 수출액

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소비시장이 확대되었다. 신농촌개발에 대한 

국가목표 프로그램의 실행은 제안된 계획보다 2년 일찍 완료되어 긍

정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서비스업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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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광 산업은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고 서비스업 부문의 성

장을 이끌었다. 2016년부터 2019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15%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1,800만 명을 기록하여 

2015년 대비 1,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관광 산업, 교통, 항공, 호텔, 식사,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Nhan Dan 2020/10/20).

주요 인프라 공사가 완료되어 경제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

고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연계성을 강화했다. 도시화율

은 급격히 증가했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여 2020년 기준 39.3% 수

준에 이른다(Doan Thanh 2020). 권역별 산업화와 현대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었다. 북부 내륙 및 산악 권역은 수력 발전, 국경 경제, 

광물개발 및 가공, 농림 제품 등과 같은 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다. 

홍강델타 권역은 대규모 첨단 기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

는데 중점을 둔다. 북중부 및 남중부 해안은 연안 경제 구역, 공업 

단지, 관광 구역, 재생 에너지, 해양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대규

모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중부고원 권역은 수력 발전, 보크사이

트 개발 및 가공, 산업 작물 및 첨단 농업에 중점을 둔다. 남동부 

권역은 전국의 경제성장, 수출, 예산 수입에 큰 기여를 하면서 주도

적인 역할을 했다. 메콩델타 권역은 양식업, 해산물, 과수, 관광 등과 

같은 유리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백용훈 

2019).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악재 속에 2016- 

2020 경제성장률은 5.9%를 기록하며 5개년 계획의 목표인 연평균 

성장률 6.5-7.0%에 도달하지 못했다. 거시 경제적 기반과 경쟁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성장 모델 혁신과 관련된 부문의 구조 조정이 여

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경우 생산 조직의 혁신이 느리고 

첨단 기술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신농촌건설의 결과는 지역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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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하다. 

공업 부문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 조립 중심이며 경쟁력이 

높은 국내 산업을 창출하지 못했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부재하다. 국내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부품 역시 여전히 외국

인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화율이 낮다. 유통 시스템이 부적

절하고 관광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성장의 질에 주목하지 

않았다. 국영기업의 수는 양적인 수준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고 구

조 조정과 평등화는 여전히 뒤쳐져있다. 수출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부문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 농산품은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했다. 수

입과 관련하여 원자재, 원료, 재료, 소비재 상품군의 비율이 증가하

고 있고, 기계, 장비, 도구 등의 수입은 아시아의 저기술 시장에서 

수로 수입된다. 지역 간 교통 및 개발 연계가 여전히 느슨하며 개발 

격차가 여전히 크다(VTV News 2021/01/13). 

Ⅲ.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속된 반부패운동과 제13차 공

산당 회

1. 지속 인 반부패 운동: “장작을 화롯불에 피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2019년에 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건 조사와 판결이 지속되었다. 응우옌푸쫑(Nguyen 

Phu Trong) 공산당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화로에 장작을 피우

며”(củi lửa, đốt lò) 반부패 운동을 강화해왔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특별히 경제, 직위,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초점을 둔다고 밝혔다. 코

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지도자들에 의한 밀수와 토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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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등 경제 부문과 관련된 일련의 부패 사건이 보고되었고 긴급 조사

와 재판이 이루어졌다(Le Ha 2020).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

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24일 열린 반부패운동 위원회 회의에서 응우옌푸쫑 

위원장은 일련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그리고 판결이 

“일정대로 완료”되길 원한다고 언급했고 이 날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는 긴급하게 조사되고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례 5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완료했다.6) 특히 사회 여론이 심각한 사건은 하노이 질

병통제센터(CDC Hanoi)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가격으로 이익을 취한 사례다. 또한 1심으로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사례로는 사이공맥주주류총공사(Sabeco)의 호치민시 “금싸라기 땅” 

위반 사안, 그리고 페트로베트남코팅공사(PVB), 옌카인주식회사

(Yen Khanh) 그리고 동아은행(Dong A Bank)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BBC 2020/11/25).

현재까지 진행된 반부패운동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

가는 징계 규모와 발행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는 2020년 12월 12일 개최된 2013-2020 반부패 활동을 

요약하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쫑 위원장은 총 

131,000명 이상의 당원을 징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6년 제12

기 당위원회 임기 시작 후에는 87,000명 이상의 공무원과 당원이 징

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3,200명 이상의 당원이 부패 관련 처벌을 받

았으며 전현직 당중앙위원회 위원 27명, 전현직 정치국 위원 4명, 

군대 장교 30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관은 11,7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1,900건의 

6) 5개 사건은 녓끄엉(Nhat Cuong) 회사 관련 국가기밀 유출 사건, 다낭(Da Nang)-꽝응
아이(Quang Ngai) 고속도로 프로젝트 폐기물 사례, 사이공농업공사(SAGRI)에서의 
재산 횡령, 타이응우옌(Thai Nguyen) 철강회사의 생산 2단계 확장 프로젝트,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의 VN Pharma Company에서의 가짜 상품 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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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건이 드러났고 2만 헥타르가 넘는 토지와 700조 동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다. 동 기간 중앙위원회, 정치국, 사무국, 당의 자문 

기관은 당의 건설 및 규제 그리고 부패 방지에 관한 200개 이상의 

문서를 발행했다. 국회는 250개 이상의 법률, 조례 및 결의안을 발표

했고, 정부와 수상은 2,600개 이상의 법령, 결정 및 지시를 내렸다. 

중앙 정부 직속 당위원회 및 조직과 지방 당국이 반부패 작업의 실행

을 구체화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발행한 문서는 각각 45,000개 이상

과 약 88,000개에 달한다(Quan Doi Nhan Dan 2020/12/14). 

2020년에는 86건의 피고인 814명이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 중 

중앙관리 간부 18명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됐다(정치국 위원 1명, 전

현직 당중앙위원회 위원 7명, 전현직 장관 4명, 군대 장교 7명). 2020

년에 판결이 이루어진 주요 부패 사건은 다음과 같다. 하노이시 인민

법원과 하노이시 최고인민법원은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의 감독 

하에 심각한 경제 및 부패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1심과 항소심을 

열었다(Nguyen Hung 2020). 

응우옌박선(Nguyen Bac Son, 前 정보통신부장관)은 2019년 12월 

1심에서 공공투자관리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종신형에 처해졌는

데, 2020년 4월 17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위반 행위 두 건에 대한 

형벌 감면 항소를 기각했다. 모비폰(MobiFone)이 AVG(Audio Visual 

Global) 지분 95%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팜녓부(Pham Nhat Vu, 前 

AVG 이사회 주석)와 공모하여 3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심각한 

성격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2심에서 응우옌박선은 자신의 범죄를 인

정했지만 법원은 응우옌박선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

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형량

을 받았다(Ha Nguyen 2020). 

하반탐(Ha Van Tham, 前 오션뱅크[Ocean Commercial Joint Stock 

Bank-Ocean Bank] 회장)은 회계 규정 위반(3차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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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7일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추가 10-12년의 징역형을 선

고받았다. 하반탐은 문서 위조 행위를 지시하고 은행의 회계를 조작

하여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1차 사건에 이어 응우옌쑤언선(Nguyen 

Xuan Son, 前  베트남석유공사 총재)와 부쫑하이(Vu Trong Hai, 前 

베트남 석유공사 총재)가 계약서 이외 뒷돈을 거래한 혐의 관련 2차 

사건에서 이미 두 차례 종신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하반탐과 공

범자들은 오션뱅크에 1,000억 동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

다(Tuoi Tre 2020/04/28).

쩐룩랑(Tran Luc Lang, 前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부회장)과 

도안아인상(Doan Anh Sang, 前 BIDV 부회장)은 은행 업무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각각 8년과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

년 10월 26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1차 재판

을 열었다. 주요 혐의는 은행 업무 및 은행 운영과 관련된 기타 활동, 

재산 규정 위반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쩐박하(Tran Bac Ha, 

사망, 前 BIDV 이사회 주석), 쩐룩랑 그리고 도안아인상은 빈하

(Binh Ha)축산회사(쩐박하씨의 “뒷마당” 회사, Công ty cổ phần 

Chăn nuôi Bình Hà) 그리고 쭝중(Trung Dung)회사(Công ty TNHH 

Thương mại và Dịch vụ Trung Dũng)에 거액의 자금을 불법으로 대

출해주었고 거의 1조 7,000억 동의 손실을 초래했다. 쩐박하씨가 주

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그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12명의 

피고 가운데 쩐룩랑과 도안아인상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Tuoi Tre 2020/11/02). 

응우옌반히엔(Nguyen Van Hien, 前 국방부 차관 및 해군 제독)은 

2020년 12월 10일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해군 지방법원은 징역 4년 형에 처해졌지만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

면받은 것이다. 2006-2010년 기간 동안 해군 소속의 피고인들과 하

이타인 회사(Công ty Hải Thành)는 국방부 장관의 규정과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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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호치민시에 있는 3개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49년 만에 경

제 토지로 전환시켰다. 이 때 국방부 소속의 타이선회사(Công ty 

Thái Sơn)의 부대표인 딘응옥헤(Dinh Ngoc He)는 옌카인회사(Công 

ty Yên Khánh, 헤씨의 개인회사)를 설립한 후 하이타인회사와 합작

하여 호치민시 1군 똔득탕(Ton Duc Thang) 7-9길에 있는 국방부 구

역에 건물을 짓도록 제안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토지의 레드북(sổ 

đỏ)을 베트남투자개발은행으로 가져가서 헤씨의 개인 사업체가 돈

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Tuoi Tre 2020/12/ 

11a).

응우옌득쭝(Nguyen Duc Chung, 前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은 2020년 12월 11일에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4시간의 비공개 재판 

끝에 국가 기밀의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응우

옌득쭝은 팜꽝중(Pham Quang Dung)씨를 통해 녓끄엉(Nhat Cuong) 

사건에 대한 문서를 선동하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응우옌득쭝은 범죄 행위를 인정했고 감경 사유가 참작된 것으로 알

려졌다(Tuoi Tre 2020/12/11b). 이 사건은 밀수, 자금 세탁, 회계 및 

입찰 규정 위반으로 인해 “긴급 조사”가 필요한 다섯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응우옌득쭝은 체포되기 직전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적극적인 리더 중 한 명이었는데, 13차 당대회 전에 재판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파벌 간 다툼의 논쟁이 있는 주

요 사건 중 하나다(BBC 2020/12/11). 

응우옌녓깜(Nguyen Nhat Cam, 前 하노이질병관리본부장)은 2020

년 12월 12일 실험실 기계의 가격 입찰 규정을 위반한 범죄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응우옌녓깜은 2020년 2월 초부터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료 용품을 거래하는 민간 기업인 MST 회사와 합의하여 입찰

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CDC Hanoi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가 확

인되었다. 이로 인해 54억 동 이상 국가에 피해를 입혔고 여론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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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다(Tuoi Tre 2020/12/12). 이외 뗏 이전까지 응우옌흐우

찐(Nguyen Huu Chinh), 딘라탕(Dinh La Thang), 부후이황(Vu Huy 

Hoang) 등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BBC 2020/12/07). 부패와의 

전쟁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과 정

부의 급진적인 변화, 즉 자유와 민주주의 모델로의 개혁과 병행하지 

않는 한 미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Hutt 2021). 제13차 

공산당대회에서 쫑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부패 척결과 개

혁의 방향성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2. 제13차 공산당 회의 결과와 주요 : 최고지도부와 정치국 

원의 구성

제13차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중앙집행위원회는 2018년에 

문서, 사회경제, 재정, 인사 조직 구성 등을 담당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정치국은 2019년에 각 급의 당 위원회에 관련 지시

(35-CT/TW, 2019/5/30)를 내린 바 있다. 응우옌푸쫑 당총비서 겸 국

가주석은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정책 노선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 선출은 당 대회와 정책 시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13차 임기 당중앙집행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강조하며 국가를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결

속력, 청렴하고 강한 공동체, 정치적 사상의 확신, 도덕성, 사상의 

확고함, 전략적 비전, 지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 위신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3차 공산당대회는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되었

다.7) 당초 응우옌푸쫑 당총비서가 고령으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차기 서기장의 지위에 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베트남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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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로운 궤도에 들어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공무원의 

연령 규정에 따라 2016-2020 임기 정치국 위원 16명 가운데 8명이 

은퇴 예정이었고 다른 8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호앙쭝하이(Hoang 

Trung Hai)를 제외한 7명의 정치국 위원은 재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점쳐졌다. 따라서 이 가운데 당총비서를 포함한 최고지도부 4인

의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지 그리고 자격을 갖춘 남부 지역 출신 

후보자의 부재로 인한 지역 안배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가 제13차 당대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Le Hong Hiep 

2020a).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은 18명으로 결정됐다. 26명의 위원이 정

치국 위원의 후보로 올랐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제12기 위원 중 재선

임되었고, 7명은 제12기 비서국 위원 중 선임되었으며, 3명이 처음으

로 정치국 위원직에 올랐다. 제12기 정치국 위원 중 제13기 위원으

로 재선임된 인사는 응우옌푸쫑, 응우옌쑤언푹, 팜민찐(Pham Minh 

Trinh), 브엉딘후에(Vuong Dinh Hue), 쯔엉티마이(Truong Thi Mai), 

보반트엉(Vo Van Thuong), 팜빈민(Pham Binh Minh), 또럼(To Lam)

이며, 제12기 비서국 위원 중 제13기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

는 응우옌반넨(Nguyen Van Nen), 판딘짝(Phan Dinh Trac), 쩐껌뚜

(Tran Cam Tu), 응우옌호아빈(Nguyen Hoa Binh), 쩐타인먼(Tran 

Thanh Man), 응우옌쑤언탕(Nguyen Xuan Thang), 르엉끄엉(Luong 

Cuong)이다. 새롭게 제13기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는 판반장

(Phan Van Giang), 쩐뚜언아인(Tran Tuan Anh), 딘띠엔중(Dinh Tien 

Dung)이다(Chinh Phu Nuoc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2021/02/02).

제13기 정치국 위원들의 출신 지역의 경우 북부 우위가 지속되고 

7) 본고에서는 최고지도부와 정치국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
13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은 이한우(2021)의 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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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북부 출신이 12명, 남부 출신이 6명이다(제12기의 경

우 북부 14명, 남부 5명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2011년 1월 제11차 

당대회부터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열 1위부터 4위까지가 총

비서, 국가주석, 수상, 국회주석의 직을 수행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주석은 응우옌쑤언푹 현 수상, 차기 수상은 팜민찐 현 당중앙조직위

원회 위원장이고, 국회주석은 브엉딘후에 현 하노이시 당비서다. 최

고지도부 4인, 즉 당총비서, 국가주석, 수상, 국회주석은 각각 차례대

로 하노이(북부), 꽝남(중부), 타인호아(북중부), 응에안(북중부) 출신

이다. 최고지도부에 남부 출신의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1년 5월 23일 국회의원 선거 호 열리는 국회 첫 

회의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이한우 2021). 

지난 2016년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응우

옌푸쫑 당총비서가 당시 라이벌이었던 응우옌떤중(Nguyen Tan 

Dung) 수상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듯이 이번 제13

차 당대회 역시 예상을 깨트린 결과가 나타났다. 응우옌푸쫑 서기장

은 연령 규정은 물론이고 2011년 당대회에서 총비서 연속 임기를 

2회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자격을 얻어 세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공산당 조례는 중앙집행위원

회 위원의 경우 초임은 55세를 재임 시에는 60세를, 정치국 위원의 

경우 초임은 60세를 재임 시에는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BBC 2020/12/12). 이번 당대회에서는 응우옌푸쫑(76세) 당총비서

와 응우옌쑤언푹(67세) 수상이 연령 제한 규정에서 ‘특별 예외’ 승인

을 얻었다. 응우옌쑤언푹 수상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응하

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대중적인 얼굴이 되었다. 

총비서의 3연임은 당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명하고 경험이 많은 현 정치국 위원, 즉 쩐꾸옥브엉(68

세), 응우옌쑤언푹(67세), 응오쑤언릭(66세), 그리고 응우옌티낌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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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등 다수가 65세 이상이었다(BBC 2020/12/14). 이들 모두 정

치국 위원에서 물러날 경우 보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노령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개혁주의 성향의 젊은 간부들이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일반적으로 총 200명(정위원 180명과 

후보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제13기 정위원 180명 가운데 연임과 

신임위원의 수는 각각 103명(57%)과 77명(43%)이다. 제13기  신임 

위원 비율은 전보다 현격히 낮은 43%이지만 1960년대생이 35명, 

1970년대생이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한우 2021). 이들은 시장 

개혁 시대에 성장한 세대를 대표하고 이념적으로 덜 경직된 경향이 

있으며, 전쟁에 노련한 보수주의자들보다 보편적 가치에 더욱 개방

적이다(Hutt 2021). 

당초 강력한 서기장의 후보로 당감찰위원장으로 반부패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쩐꾸옥브엉(Tran Quoc Vuong)이 거론되었

으나 당 내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

사가 서기장의 자리에 오를 경우 당 내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쫑 서기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외 계: 지역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한국-베트남 

계 성찰

1. 외교 75주년 기념과 원칙 이고 단호한 리더십을 통한 모범  

역할 완수

베트남은 2019년 기준 UN 193개국 가운데 189개국과 공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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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었고, 전세계 224개 이상의 국가(혹은 지역)와 교역 중이다. 

2020년까지 베트남은 15개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2020

년 8월에는 EVFTA가 발효되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베트

남-영국 FTA에 서명했으며 두 개의 FTA를 협상 중이다. 베트남은 

16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그리고 11개국과 포괄적인 전략적 파

트너십을 체결하여 외교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500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 협정에 참여하고 71개국이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인정

했다(Nguyen et al. 2021).

2020년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맡았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 그리고 공동 번

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베트남은 아세

안의 결속력을 다지고 유엔에서 목소리를 강화하여 중국 등 외부적 

영향력을 제어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했다(Nhan Dan 2020/12/12). 

자국 내 코로나19 관련 문제와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과 국제사회 문제에 관한 책임감 있는 역할

을 완수했다.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며 베트남이 제시한 주제는 “결속

(통합)과 대응(cohesive and responsive)”이었으며, 5대 우선 순위는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5대 우선 순위는 ①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

적인 환경에 기여, ② 지역 통합 및 결속을 통한 번영과 4차 산업혁

명에 대한 아세안의 적응력 강화, ③ 아세안 공동체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④ 국제

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과 기여 촉진, 그리고 ⑤ 아세안의 역량과 

효율성 향상이다(ASEAN Viet Nam 2020 2020/01/06). 하지만, 코로

나19 대유행 이후 국경은 폐쇄되었고 관광과 무역이 중단되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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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면서 목표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베트남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꾸었다. 당초 베트남이 

제안한 결속과 대응이라는 주제는 주요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전략

적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국방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역내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팬데믹 사

태 이후 새로운 건강-안보 문제에 직면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한 결속과 대응이 보완되고 강조되었다. 가장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는 것이다.8)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제37차 아세안정상회

의 기간 동안에 20개 이상의 관련 회의가 열렸고 80개의 문서에 서

명이 이루어졌다. 아세안 조정위원회 회의, 고위공무원 실무그룹 회

의,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아세안+3 질병대응 특

별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ASEAN Viet Nam 2020 2020/ 

11/15).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은 아세안 공동체 2025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과 중기 마스터플랜에 관한 하노이 선언을 채택했다. 디지털 기

술 개발을 통해 국경 폐쇄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시한 

5대 우선 순위를 간접적으로 실현했다.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세안의 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졌으며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협력과 예방 그리고 통제에 

대한 많은 중요한 결정에 합의했다. 아세안 여성 지도자 정상회의

(ASEAN Women Leadership Summit)가 개최되어 여성의 역할과 성

평등 관련 이슈가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논의됐다(VNA 2020/11/12).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아세안의 의장국을 맡음으로

8) 2020년 2월에 개최된 국방장관회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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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공동의 목소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었다. 

제36차 및 제3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모두 남중국

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일관된 법적 근거가 1982년 유엔 

해상법 협약(UNCLOS 1982)에 있으며 남중국해의 행동강령(COC) 

협상과 공포의 과정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합의했다(ASEAN Viet 

Nam 2020 2020/11/15).

또한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의 자격으로서 G-20 온라인 정상회의, 

비동맹운동회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총회에 참석했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

회와 동행한다는 아세안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베트남은 처

음으로 아세안-유엔 간 논의를 개최했고 UN에서 아세안과 같은 지

역기구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110개국과의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유

엔총회에 제출했다. 베트남은 매년 12월 27일을 국제 질병 준비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통과시켰다(Viet Nam News 

2020/12/28). 

베트남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EVFTA 

등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와 연

계되어 새로운 개발 동력을 창출했다. 무엇보다도 아세안 10개국과 

5개 파트너국가(뉴질랜드, 일본, 중국, 한국, 호주)는 8년 간의 협상 

끝에 37차 아세안정상회의 최종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RCEP

은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세안 국가가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Hong Qu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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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베트남 네티즌 간 갈등: 남다른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양국 국민들의 정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보도와 기사

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베트남에 

도착한 한국인의 격리 소식을 현지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한

국인의 시각과 판단에서 소식을 알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후 

베트남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의 의견이 거세졌고 이에 대해 베트남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생겨났다. 이러

한 이슈와 공방은 각종 블로그 등 커뮤니티 내에서 다루어지고 유튜

브(YouTube)에서 (재)생산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겨난 해프닝으로 이해할 수도 있

겠지만 양국의 관계와 문화적 측면에서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전략적 특별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더 격상해야 할 그리

고 사돈의 나라에서 한 가족의 나라로 칭할 만큼 두터운 관계를 유지

해왔고 여기에다가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박

항서 감독으로 인하여 한층 더 가까워진 양국의 관계는 한 언론사의 

보도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부정적 여론으로 확산되어 순식간에 극

심한 갈등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양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부정적 여론은 잠잠해졌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과 문화교류 등과 같은 대면 접촉과 상호작용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

전히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는 등 부

정적 여론이 존재한다. 

이번 사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자국민 중심주의는 

경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양국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감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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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간 유교 문화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탓에 한국

인들은 베트남인들을 우리와 ‘똑같다’고 인식한다. 이 때문에 비슷하

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깊숙이 자리하여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한국의 유사성이 강조되

어왔다면 이제는 베트남과 한국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구축 및 공유하고 이를 보다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가 발단이었으며 해당 정보는 인터넷 공간의 커뮤니티와  유튜

브 영상을 통해 확대되었다. 자료와 영상은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대중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

인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투자, 결혼, 근로, 

유학 등의 이주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끝으로, 모든 국민들은 정보 (재)생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배우

기 위하여 입국하는 베트남 유학생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어

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

터넷에 접속하여 한국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거나 한국어 뉴

스를 즉각 베트남어로 전송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따라서 베트

남을 향한 한국인들의 말과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양국의 

관계가 한 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백용훈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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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외 

리더십과 전국민적 단결을 충분히 드러내고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

회에 이를 각인시켰다.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즉각

적인 조치에 기반한 방역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산업 생산과 

소비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다자 무역협

정과 GVC 심화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2016

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최

고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최근 국내기업군의 수출액이 

증가하며 베트남 경제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국 재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성장은 베

트남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에 해당

한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리더십과 단결력으

로 대변되는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보여주

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과감한 방역 정책은 성과가 분명했고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Pollack et al. 2020; Jones 

2020).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운동은 지속되어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 바이러스의 진압을 위

한 동기부여와 그 결과는 반부패를 위한 당 지도부의 일관된 메시지

와 합해져 국민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비록 하루 일찍 폐

회했지만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대회가 치러져 응우옌푸쫑 공산

당총비서의 3연임이 확정되었고 제13기 당중앙집행위원회의 지도부

와 정치국 위원 등 주요 인사가 선출되었다. 

외교적으로는 자국 내 코로나19 관련 문제와 자연재해 등에도 불

구하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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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완수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 간의 갈등은 자국민 중심주의에 대한 경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정보 공유와 대중화 방안 마련, 그리고 정보 (재)생산에 대한 

각별한 주의 등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남겼다.

향후 베트남의 미래는 제13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2021-2025) 계획 및 10개년 전략(2021-2030)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

로 이행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5년 간(2021-2025)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설정했고, 2025년까지 1인당 GDP

를 5천 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업부문에서는 제조업

이 GDP의 25%, 디지털 경제가 GDP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장기적 국가 발전 목표는 2025년까지 중하위 소득수

준을 넘어서는 현대적인 공업을 갖춘 개발도상국을, 2030년까지 중

상위 소득수준의 현대적인 공업을 갖춘 개발도상국을, 2045년까지 

고소득의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이다(Tuoi tre 2021/01/26). 

2021-2030 기간 국가 발전 방향에는 녹색 경제, 순환 경제(Kinh 

tế tuần hoàn), 그리고 환경 친화적 경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순환 

경제의 특징은 폐기물을 재사용하여 원자재 소비를 감소시켜 기업

의 생산 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량 감소, 온실 가스, 

그리고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이 모델은 천연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생산을 위한 원료를 외부 경제에 의존하지 않도

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청정 

경제 생산과 오염 감소를 위한 전략이다(VOV 2020/10/26).

국유경제, 민간경제, 그리고 외국인투자부문이 각각 국가 경제 주

도, 발전의 동력, 그리고 발전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

황에서 향후 베트남은 민간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투자부문의 

자본, 기술, 수출시장 확대 등이 중요하다(이한우 2021). 특히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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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부문 간의 연계가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지

가 향후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세 차례의 연임에 성공한 응우옌푸쫑 당총비서는 뗏을 맞이한 신

년 연설에서 전 당원, 전 인민, 전 군대가 단결, 단력, 단합을 강화함

으로써 베트남의 애국심(tinh thần yêu nước), 본령(bản lĩnh), 지혜(trí 

tuệ)를 발휘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여 나날이 번영하고 행복한 

국가를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Dai Hoi XIII 2021/02/09). 베트남 공

산당은 국가의 발전과 변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왔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의 충성을 이끌어냈다. 사회가 부유해지고 복잡해지

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

제 중 하나는 공산당이 기존 메커니즘으로 규율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헤이턴 2016[2010]: 373-37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총비서의 연임으로 인하여 기존 당 노선에 큰 변화

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신뢰 구축을 위하여 반부패운동은 보다 정

교하게 진행될 것이다. 단, 연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경제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드러내기 위한 노력

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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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etnam 2020: 

Internal and External Leadership and National Solidarity in 

responses to Disasters

BEAK Yong Hun
(Sogang University)

In 2020, Vietnam‘s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natural disasters was 

successful as it included the combination of the leadership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solidarity. The authorities took 

proactive quarantine measures to extinguish the spread of the virus early, 

which led to the Vietnam economy maintaining a positive annual GDP 

growth rate of 2.91%.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novation in 

growth models, such as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domestic private 

companies, and restructuring of state-owned companies have progressed 

slowly. And the proportion of exports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creased year on year. Despite these circumstances, the growth of big 

corporations in Vietnam’s private sector is one of the remarkable 

achievements imply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Politically, the 

party leadership continued to promote the anti-corruption movement,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6, by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judgments on cases related to corruption while focusing on controlling 

the virus. And in preparation for the 13th National Congr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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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 the question was raised as to who 

will rise to the new leadership position and what new changes in 

Vietnamese politics will face accordingly. Despite the domestic crisis 

caused by the disaster, in terms of external relations, Vietnam performed 

exemplary and successfully fulfilling the roles of ASEAN Chair and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conflict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netizens that occurred in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outbreak made us realize how important 

bilateral understanding is in both countries with strong patriotism.

Key Words: Vietnam, 2020, COVID-19, Overcoming, Success, 

Leadership, Solida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