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무력통일이
주는 교훈은?

요즈음 호찌민(Ho Chi Minh)시(市) 번화가에서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모습은우리나라이태원거리의모습과큰 차이가없
다. 달러를든 미국인들이거리를활보하고있고, 가게에서는그들을붙잡
기 위한경쟁이벌어진다. 전형적인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찾아볼 수 없
는 현상들이다.
역사를되돌려볼 때 1955년부터1975년까지20여 년 동안 존속했던자
본주의 체제 남베트남의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오늘날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이 패망 후 사라져버린남베트남체제로 되돌아
가기위해 안간힘을쓰고있는모습이쉽게 이해되지않는다.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현실
자본주의 체제의 남베트남을 점령했던 호찌민의 후계자들은“베트남
민족이 세계 최강의 미군을 물리치고 통일국가를 수립했다.”
는 자부심
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민족적 자부심과 국가적 자존심이 국
민의 생활고(生活苦)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그들의 주장과 같이“끈질긴 항미(抗美) 전쟁으로 미군을 축출했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평화협정’
이라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평화협정의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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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베트남에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한 집권세력들은 남베
트남 점령시 노획했던 미군 장비로 무장됨으로써 필요 이상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팽창정책을
계속 추구하게 되었으며, 1978년 10월 캄보디아를 침공해 점령하고,
1979년 2월에는 중국과도 전쟁을 치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은 그 같은 군사적 승리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과시
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베트남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베트남의
무력행사는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우방국이었던 중국과의 교
류마저 단절시켰다. 따라서 통일된 베트남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베트남은 국가경제의 파탄과 함께 세계 최빈국(最貧國) 중 하
나로 전락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의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데 급
급하게 되었으며,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의 재건과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
결국 가난에 지친 베트남은 전쟁 주도세력이 퇴장한 후 제2세대가 등
장하면서부터 세계적으로 밀어닥치고 있던 변화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
었다. 오히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한발 앞서는 개방적 사고를 갖
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시로서는 혁
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도이머이(Doi Moi : 刷新)정책을 채택하고
과감한 개방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1989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캄보디아에서
철군하고, 1991년에는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리
고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수교에 이어 1995년에는 미국과도 수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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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베트남의 정
치경제는 사회주의의 기
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제화(國際化)와 함께
자본주의(資本主義) 방
식을 도입하는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베트
호찌민시 최대의 시장인 벤딴시장, 우리나라 남대문시장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남의 수도인 하노이(Ha
Noi)와 제1의 도시인 호

찌민에서도 외견상 사회주의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2. 무력통일의 후유증과 교훈
오늘날에는 베트남의 어느 거리에서도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달러를 가진 미국인들의 인기가 높다. 따라서 현재도 그렇지만, 머
지않아 무기대신 달러를 가진 미국인들이 베트남을 향해 대거 몰려갈
기세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도 미국의 투자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
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무엇 때문에 무수한 인명과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토록 기나긴 항쟁을 해야 했던가. 만약 호찌민이
살아있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 몰아낸 미국 사람들을 향해 연일 추
파를 보내고 있는 후계자들을 보게 된다면 무어라 이야기할까?
호찌민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이 세상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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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그랬다.‘민족의 독립과 자유’
, 그것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상(理想)이었다. 그렇다면“통일을 이룩한‘베트
남사회주의공화국’
이 오늘날까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인을 만나는 베트남 정치, 경제계의 많은 원로들은 이구동성(異
口同聲)으로“베트남이 가난하게 된 것은 통일했기 때문이 아니며, 혹독

했던 전쟁 때문이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한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베트남의 원로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세계의 유
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무력에 의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했지만,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원로들의 충고와 당부를 다시 음미한
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민족이 통일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민족의‘자존심 회복’
과 함께 통일의 시너지(synergy)효
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창출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3. 오늘날의 한국과 베트남
1992년 12월 22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한국과‘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
이 수교(修交)에 합의한 후 양국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병의 결과 및 영향

129

활발한 접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1993년 5월 보반끼엣 총
리, 1995년 4월 도무어이 당서기장,
2001년 8월 쩐득르엉 국가주석 등 베트
남측 인사들의 방한(訪韓)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측에서도 1996년 11월 김영
삼 대통령,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의 상호 방문
을 통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포괄적
2004년 10월,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동반자관계’
로 발전시켜 왔다.
이제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는

더욱 긴요해 지고 있다. 두 나라의 교류는 경제분야에서 그치지 않고 군
사적 측면의 교류도 시작되고 있다. 베트남의 학생장교가 한국의 교육
기관에 입교하여 전략전술을 연구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고, 긴요해질 것임이 틀림없다.

생각해 봅시다!!
1. 베트남의 군사력위주 정책이 베트남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베트남의 무력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 한·베트남 양국의 협력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나?

130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