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어떠했나?

아시아대륙동쪽의한반도와남쪽의베트남은유사한역사적변
천과정을거쳤다. 두나라모두가대륙과국경을접하고있어중국
의 영향을많이받았기때문이다.
특히 베트남북부지역은아열대성기후와함께 풍부한 농·수산물과상
아, 비취등 진귀한자원이풍족했기때문에중국의침략이더욱잦았다. 또
한 프랑스등 유럽세력의입장에서볼 때 베트남은교역(交易)을 위한 중간
기착지이면서중국진출을위한관문이었다.

따라서베트남은1,000여년에걸친중국의지배와100여년에가까운프랑
스의 지배를받았으며, 단기간에그쳤지만일본의지배도받았다. 그결과
베트남은독립을쟁취하기위해외세의지배에줄기차게대항하는‘저항의
역사’
를 갖게되었다.

1. 중국의 지배와 저항 시대(BC 179~AD 938)
고대(古代) 베트남의 최초국가는 BC 690년, 베트남 북부 홍(Hong)강
삼각주 일대에 수립된‘반랑(Van Lang)’
이었다. 반랑은 오늘날의 하노
이를 중심으로 하는 넓은 평야지대에서 논을 이용한 경작에 종사했으
며, 이모작(二毛作)까지 했다고 한다.
한편 광둥(廣東)을 중심으로 남중국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한족(漢
族)의 남비엣(Nam Viet, 南越 : BC 207~BC111)이 남하하면서 BC 179

년 베트남 북부지역을 병합했다. 그때부터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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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중국·베트남의 역사 연표
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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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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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시대(BC770~)
전국시대(BC403~)
진(秦)(BC221~)

베 트 남
고대국가 발생기(BC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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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晋)(280~)

중국 지배시대(BC179~)

남북조시대(420~)

500

수(隋)(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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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676~)
남북조시대(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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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契丹)(916~)
송(宋)(960~)
금(金)(1115~)
남송(南宋)(1127~)

쩐(Tran왕
) 조(1225~)

명(明)(1368~)

호(Ho)왕조(1400~)
제2차 중국지배(1407~)
레(Le)왕조(1428~)

조선(1392~)

남북분단시대(1592~)
청(淸)(1644)

떠이선(Tay Son)왕조(1788~)
응웬(Nguyen왕
) 조(1802~)

일제 침략기(1910~)
해방/군정(1945~)

중화민국(1912~)

프랑스 지배시대(1858~)

대한민국(1948~)

중화인민공화국(1949~)

남·북 베트남(1955~)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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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Ly)왕조(1009~)

몽골·원(元)(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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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오(Ngo)왕조(939~)
딘(Dinh왕
) 조(965~)
레(Le)왕조(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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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그후 중국
의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
만, 그들의 베트남 지배
는 1,000여 년 동안 계속
됐다.
베트남 토착세력들은
중국의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지배세력에 복종하
기도 했지만, 관리들의

하롱만의 섬들 : 응오꾸엔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바익당강
하류, 베트남 북부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인 절경
으로 손꼽힌다.

횡포가 계속될 경우 그들에 맞서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
은 오늘날의 게릴라전과 유사한 저항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후 AD 938년 그들의 항쟁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봉기를 주
도했던 토착세력 응오꾸엔(Ngo Quyen)이 당시 남중국 일대를 지배하
고 있던 남한(南漢)의 군대를 바익당(Bach Dang)강 전투에서 격파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그 결과 1,000년이 넘는 중국의 베트남 지배는
끝을 맺게 되었다.

2. 베트남 전통왕조 시대(939~1862)
중국의 지배를 물리치고 수립된 응오(Ngo)왕조(939~965가
) 멸망한
후 베트남 북부는 몇 차례의 왕조교체를 거쳐 1225년 쩐(Tran : 陳) 왕
조가 수립되었다. 그때 중국대륙에는 몽골이 남하해 원 (元 :
1271~1368을
) 건국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부상했으며 그 과정에

서 3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침략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전 국민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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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릴라전으로 맞섰다.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제국
을 건설한 몽골군도 베트남만큼은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 후 몽골을 대
신해 중국을 통일한 명(明 : 1368~1644)의 영락제(永樂帝)가 1407년
베트남을 점령해 20년 동안 지배했다.
명의 베트남 지배는 또 다시 토착세력의 저항을 불러왔는데, 끈질긴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레러이(Le Loi)가 1428년 명의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다. 그 후 레 왕조는 강력한 남진정책을 계속 추구해
1471년 지금의 뀌년(Quy Nhon) 남쪽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이어진 남
북조(南北朝)시대를 이용해 중부지역의 참파와 남부지역의 캄보디아를
위협하면서 남진(南進)정책을 계속 추구한 결과 1757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베트남이 만들어졌다.

3. 프랑스의 지배와 저항시대(1858~1954)
베트남 마지막 왕조였던 응웬(Nguyen)왕조(1802~1945는
) 건국과
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 베트남에서 가톨릭을 전파하고
있던 프랑스의 아드란(Adran)주교가 곤경에 처한 응웬 왕조를 도와 통
일왕조 수립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베트남과 프랑스는 보다 밀
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당시 유럽 세력들은 적극적인 해외 팽창정책을 추구하며, 베트남과
중국 및 조선(朝鮮) 등 동양에서 침략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특히 베트
남을 중국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던 프랑스는 가톨릭 탄압을 빌미
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1858년 9월 1
일 베트남 중부의 다낭을 점령한 사건이었다.
그후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까지 침공했다. 그리고

8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종주국 행세를 해오던 청(淸)을 축출하고 베트남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장악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정부
를 수립해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에 나섰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베트남에도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 강제 징집되어 유럽전선에 파병되었던
수만 명의 베트남 젊은이들과 프랑스에 유학했던 젊은이들이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돌아왔다. 그때부터 베트남에도 공
산주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으며, 호찌민(Ho Chi Minh : 1890~1969)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4. 일본의 패망과 호찌민 정부 수립(1945)
제2차 세계대전이 가열되면서 유럽에서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
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이 1940년 6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를
점령했다. 무기력했던 프랑스의 비시(Vichy)정권은 그해 8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인정해 주
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3월 9일 전격적으로 프랑스군을 공격해 무장
해제 시킨 후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베트
남 마지막 왕조인 응웬 왕조의 바오다이를 황제로 내세워 꼭두각시 정
권을 수립했다.
한편 프랑스 식민당국이 일본에게 굴복하는 것을 지켜 본 베트남 사람
들은“자신들의 독립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고생
각했다. 그때부터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1941
년 5월 호찌민의‘베트남독립동맹(약칭 Viet Minh : 越盟)’
이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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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베트민’
은 베트남 민족주
의 운동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했다.
1945년에 접어들어 베트민이 봉
기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시
키고 있을 때 일본의 항복이 임박해
졌다. 기회를 잡은 베트민은 일본의
항복과 함께 즉각 행동에 나섰다.
8월 18일 하노이의 모든 공공시설
을 접수한 베트민은 일본의 꼭두각
시 정권으로 간주되고 있던 바오다
이 황제를 퇴위시켰다. 이어서 호찌
베트남의 독립선언 : 1945년 9월 2일, 호찌민
은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민은 9월 2일 50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베트남독립선언문을 발표하

고,‘베트남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 Nam)’수립을
선포했다.
또한 베트민은 남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존의 종교단체와 독립
단체 등의 연합전선을 제압하고, 모든 행정조직을 장악했다. 이로써 베
트민은 북부는 물론 남부지역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통일
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생각해 봅시다!!
1.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역사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과 게릴라전은 어떤 관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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