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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2 년 한-베트남 수교의 

 국내외적 배경에 대한 연구 

냐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좋지 않은 기억을 

겪었으나, 그러한 과거사를 넘어서 1992 년 수교 관례를 맺는 데 

이르렀다. 본 논문은 1992 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의 국내외적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이후부터 수교 관계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990 년대에 이르러 냉전시대가 끝난 뒤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교 

방침은 대립에서 대화와 변화되고 평화적 협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유리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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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앞서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베트남은 ‘도이 머이’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한국과 베트남은 1992 년 12 월 22 일 베트남 전쟁 종전 17 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한 - 베 관계를 연구했지만, 왜 이 두 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일찍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던 국가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교를 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베트남과의 수교가 다른 국가와의 수교와는 달리 정치적, 외교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한 - 베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으로서 양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게 된 국내외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후 양국 관계의 주요한 

내용과 그 특징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장은 연구의 목적,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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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다. 제 2 장은, 1975 년 – 1992 년 시기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관계 단절과 그 원인을 해명한다. 제 3 장은 시대적 변화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각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분석한다. 제 4 장은 

한국과 베트남과의 수교 관계 수립에 각국은 어떠한 용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양국은 협력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은 결론이다.  

 

주요어: 한국, 베트남, 수교, 수교관계, 정상화, 북방정책, ‘도이 

머이’. 

학번: 2014-2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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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문제 의식 

1991 년 냉전이 종식되었고 세계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몰락되고 해체되어 감에 따라 미소 양국의 

냉전질서는 화해되고 있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대외정책에 대한 수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1990 년대 초에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서 전 세계 국가들의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조성됨에 따라 1980 년대 말에 한국은 ‘북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베트남은 1986년에 ‘도이 머이(Doi moi)’라는 정책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1992 년 

12 월 22 일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종전 17 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7 년이란 시간은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므로, 양국의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안 좋은 기억은 여전히 

존재했다. 본고는 양국이 어떻게 과거사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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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베트남 

수교의 국내외적 배경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또한, 강대국인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국은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함께 받아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한우. 2013: 110). 탈냉전 시대에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의 수교에 이어 중국과의 수교도 

맺었다. 한.중 수교 이후부터 양국의 경제 협력은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양국 간의 갈등 관계과 협력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비하여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서 무려 30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베트남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베트남 지배에 있다고 하는 불신을 떨치지 못하였다. 1975 년 통일 

이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마침내 양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황귀연. 2003: 84). 마침내 1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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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중국은 수교관계를 맺었고 1992 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관계를 맺었다. 그렇다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수교관계에 중국의 영향이 있었는지 또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1975 년 이전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파병하면서 북베트남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남베트남과는 외교, 경제, 군사적 접촉을 했다. 

남베트남이 해방된 이후부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지만, 1980 년 초반부터 일부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교역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도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익 우위의 

대외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윤대영. 2012).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92 년 12 월 22 일에 한국과 베트남은 국교 수립을 결정하였고, 이후 

양국은 2001 년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를 맺었으며, 

2009 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 전면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정식으로 수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생각보다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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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1992 년 수교는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와 이후 협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1992 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의 국내외적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이후부터 

수교관계가 수립될 때까지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 수교 관계를 맺은 이후 각국에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양국의 수교관계를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양국이 탈냉전 시기 

국제정서의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와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접근하게 되었다거나, 한국과 베트남의 대외정책이 변환한 것을 주 

근거로 하여 양국이 수교관계를 맺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본 연구는 이에 추가하여 베트남 통일 

이후부터 한국과 베트남 수교 이전까지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와 연관시켜 어떠한 이유로 수교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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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연구 가설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국교 수립 25 주년을 맞았다.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기 전의 양국의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는 매우 적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 년 12 월 수교 관계가 수립되며 경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 인적 부문에서도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성과도 증가하였다. 최근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 베 경제관계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한 – 베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수교 이후에 이루어진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로 황귀연(2002)과 Nguyen Nam Thang(2004)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자는 1992 년 – 2002 년 같은 시기의 한 - 베 

수교 관계와 양국의 경제협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관계가 수립된 과정에 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슷한 주장을 내렸다. 황귀연은 서로와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력, 한국의 자본 및 

경험 등 각국의 장점도 분석하였으나 주로 수교 관계 수립된 1992 년 

이후의 양국 간 경제적 협력 과정을 살펴보았다. Nguyen Nam Tha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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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베 관계 수립의 기반으로 국제적, 지역적 배경을 분석한 다음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양국 지도부의 

의지와 양 국민들의 공감을 결합함으로써 한 - 베 관계는 1992 년 

이후의 10 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주한 베트남대사관 무역대표부 무역 참사관 

쩐만훙(2001)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관계를 교역, 투자 그리고 

기타 형식의 협력 등 세 영역으로 나눠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역부문에서 1983 년 – 2001 년 20여년간 수출, 무역 

수지, 주요 수출입 품목상, 교역전망에 대해 분석한 것과 함께 

투자부문에서 투자 현황, 대우,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성공 

사례 그리고 투자 전망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도 역시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9 년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 협상의 체결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에 진출 요망은 점점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로부터 양국 간 투자 협상에 관한 연구들도 Doan Van Mao 

(2011), 정인교 (2012), 이제홍(2012), 한동호 (2014) 등과 같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한-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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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의 리스크, 또는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 베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수교 이후 양국 간의 교역량이 늘어가는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 - 베 경제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래의 교역 

전망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해서는 윤충로 (2011)의 

연구가 있다. 이는 한국 내 전선을 조직했던 방식을 물질적 동원,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군사적 남성성의 고양, 위기의식의 확산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의 전쟁 동원 방식과 일상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 사회사적 의미를 밝혔다. 박태균 (2015)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첫째, 대미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둘째, 

베트남 참전국 회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셋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중대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박태균 (2007)는 

베트남 전쟁관 관련된 한국현대사에서 기록된 기억들을 벗어나서 

베트남전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의도된 



 8 

‘기억’과 ‘망각’을 규명하였다.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복원을 

위하여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한미관계 개선 실패, 

사회동원체제 강화, 참전한 군인들과 베트남 민간인들의 피해,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한국 정부 등 망각되었던 

사실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태균. 2007: 307).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둘러싼 기억에 관하여도 최정기 (2009)는 

공식적인 기억과 대항기억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억은 화려한 파병논리로써 억압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의 기억은 공적 기억으로 

당시의 전쟁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한국은 그 미국의 군사력 중 일부라고 생각하여 한국군을 단지 용병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정의된 

항미구국전쟁이라는 규정과 베트남의 학살지역민들의 고통을 야기한 

역사적 경험이 절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선호 (2001)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후유증과 교훈, 그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용병과 양민학살 시비의 종결 등을 비롯하여 

현재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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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군이 베트남전 참전과정에서 국군의 현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 오홍국 (2011)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정에서 브라운 각서와 닉슨독트린의 

영향, 베트남전 수행과정에서 연합 및 합동작전을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아 주로 한국군의 베트남전에 참전된 동기와, 

베트남 전쟁이 한국에게 가져다 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득, 

베트남 전쟁의 교훈 또는 한국과 베트남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한 – 베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로 구수정 

(2008)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전쟁 전과 후의 

시점으로, 1955 년부터 2005 년까지 50 년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는 양국의 외교.정치 부문으로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가지의 부문에 대한 협력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주로 한 - 베 관계 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지체시킨 요인으로 

한국의 베트남 참전 또는 북한과 베트남의 동맹관계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금수조치, 중국과 베트남의 분쟁 그리고 캄보디아 문제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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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원인을 꼽았다 (구수정. 2008: 171). 그러나 이 연구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간략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2012 년에는 한 - 베 

국교 수립 20 주년을 맞이하여 Tran Quang Minh, Cao The Trinh, Ngo 

Xuan Binh, 이한우 등의 다양한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들은 한 - 베 

수교 이후부터 20 년 동안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부문에서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 양국 간의 해결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국의 협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Cao The Trinh (2012)은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가 오늘날에 국제외교관계에 있어서 모범적인 외교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1992 년 이후의 한 - 베 

관계를 살피는 데에 어떠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한정되기보다 

외교.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들에 걸쳐서 협력관계를 

분석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이 한 - 베 관계를 연구했지만, 왜 이 두 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일찍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던 국가이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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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교를 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베트남과의 수교가 다른 국가와의 수교와는 달리 정치적, 외교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한 - 베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으로서 양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게 된 국내외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후 양국 관계의 주요한 

내용과 그 특징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국 못지않게 양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베트남과의 관계 추진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를 다룬 유인선 (2012)의 책에서 1970 년대 

초반부터 중 - 베 간의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1979 년에 두 나라 간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양국의 긴장한 상태를 초래했던 

주 요인으로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주둔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역시 베트남의 한국과 관계에서도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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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끼친 영향이 있을까? 더구나, 한국과 중국의 수교 추진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정한 가치로 작용되었던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공식 수교 이전의 교역 부문에서 교류가 과연 양국의 

1992 년 수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한 

- 베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 가설들을 기초하여 한 - 베 수교 관계의 국내외적 요인들을 

밝히려고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  

한 - 베 수교의 국내외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1975 년 베트남 통일 이후 한 – 베트남 관계를 다룬 한국과 베트남의 

자료들을 이용할 것이다. 수교에 앞서 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문서와 

자료를 정리하고 서술할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 – 베 수교와 연관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필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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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 베 수교의 배경과, 왜 1992 년 

전에는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1992 년 이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1992 년에 수립된 협력관계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주 이용 사료는 기존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자료인 이상옥 

전 외무장관의『전환기의 회고록』과 외무부의『대 베트남 비료 수출 

문제, 1983』과『한 - 베트남 교역 추진, 1983』, 베트남 자료인 

동북아연구소의 학자들이 한 – 베 수교 이후부터 양국의 관계를 다룬 

연구물들을 검토.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양국이 

공식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양국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적은 

상태였으므로 본 논문은 양국 수교 10 년 이전 <네이버라이브러리>에서 

싣게 된 한국의 신문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교 

이전 양국은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특히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 - 베 

관계 수립에 주요한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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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은 다섯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 장은 연구의 목적,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언급한다. 

제 2 장은, 1975 년 – 1992 년 시기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관계 단절의 

원인을 해명할 것이다. 제 3 장에서 시대적 변화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각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제 4 장은 한국과 

베트남과의 수교 관계 수립에 각국은 어떠한 용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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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베트남 통일 이후 양국 수교 전까지   

한 - 베 관계 (1975-1992) 

 

 

제 1 절 베트남 통일 이후 양국 간 접촉 

 

1975 년 4 월 30 일 베트남 공화국의 봉쇄로 인해 북 베트남과 남 

베트남이 통일되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참전국이었기에 신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다. 

양국 관계는 1975 년부터 1992 년까지 단절되었으나 그 사이에는 

비공식 접속도 종종 있었다.  

   베트남 통일 이후 양국 간 공식 접촉은 통일 당시 사이공에 남아 

있다가 수감된 한국 외교관 3 명에 대한 교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베트남에게 외교관 3명을 석방시키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때 베트남은 북한과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앞에 언급했듯이 한국은 통일 베트남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베트남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기에 베트남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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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관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야 했었는데, 스웨덴,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협력 하에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했다. 베트남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들을 

즉각 석방시키도 어려웠으나 신병을 인도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 

주지도 않았다 (구수정. 2008: 168). 한국 외교관 석방 문제는 1980 년 

1 월 응우옌 꺼 타익(Nguyen Co Thach)이 외교부 장관으로 승진한 이후 

전격적 결정으로 해결되었다 (윤하정. 2011: 60-79). 이는 바로 

17 년간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있었던 유일한 

정치 사건이었다. 

이후 양국은 정부 간 공식적 접촉을 하지 않고, 민간이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를 미미하게 진전시키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경제 교류는 양국 간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1975 년부터 1982 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은 

홍콩, 일본 등 중간 무역을 통해 교류했다. 1983 년부터 양국은 직접 

무역 또는 비정부 관계를 시작하기도 했다. 1986년 한국은 무연탄 및 

농산품 등 2,000 만불 상당의 수입을 했다고 하노이측 소식통이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은 텔레비전 수상기, 살충제 및 비료 등 1,800 만불 

상당의 상품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트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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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희망 품목은 소이빈, 완두콩, 들깨 및 참깨, 옥수수 등 

농산품과 원목 등 제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수입 희망 품목은 중량급트럭과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건설용 유리, 인산비료, 시멘트,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등 제 

2차 상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김국진. 1989: 138). 그러나 당시 

한국이 대 베트남 교역에서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바로 아세안 

국가들의 항의였다.  

먼저, 대 베트남 교역이 대 아세안 외교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태국 Siđđhi 외상에 따르면 한국이 베트남과 교역을 

계속할 경우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한 - 베트남 간의 교역 문제는 한 - 아세안 

관계와는 별개 문제로서, 대 베트남 교역은 대 아세안 외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베트남과는 간접교역 등 실질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 정부가 베트남과의 교역을 

권장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련 민간상사들로 하여금 대내외 

보안에 더욱 유의토록 주지시킬 방침이었다. 또한, 김병연 아주국장과 

Kamtorn주한 태국 대사의 1983 년 2 월 18일 면담에서 Kamtorn 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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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방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태국이 월남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도 이런 목적에 따라 베트남과 교역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아세안 자체를 볼 때, 이니, 필리핀, 싱가폴, 

말련이 베트남과의 교역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들의 베트남과의 교역을 

권장하지 않기를 바랐다 (외무부. 11758, 95-7-14). 

   그럼에도 한국의 대 베트남 무역 계획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었다. 

수교 이전 1982 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대우실업 임직원들은 

82 년.5 월 – 83 년.6월 간 베트남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5차에 걸쳐 

방문하였다. 그 결과로 수출은 640 만불 (비료 1 만 5천톤 등), 수입은 

360 만불(석탄 6만 5천톤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삼성물산의 

제 1차 방문 시 무연탄 및 PSF섬유 $230 만 미불 상당 직교역 협의와 

제 2차 방문 시 상기 제품 $430 만 미불 상당 직교역 합의 실질적 

관련, 상호 규모 점증 추세에 기인했다. 특히 베트남 상공회의소측은 

삼성물산의 2 차 방문 시, ‘83 년 중 $1,500 만 미불의 대 한국 

직교역을 제시한 것이었다. 방문기간 중 베트남측은 삼성물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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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물품의 직접 구매하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외무부. 11758, 

95-7-14).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 언급한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아세안의 대 베트남 교역 현황 (IMF 연감 

1982)을 보면 아세안의 대 베트남 수출입이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수출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싱가폴의 81 년도 대 

베트남 수출은 한국 대비 11.6배, 수입은 2.5 배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1 년도 대 베트남 수출이 한국 대비 17.8배, 수입은 

7.2 배였다 (외무부. 11758, 95-7-14).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 교류의 더 큰 

장벽은 바로 미국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자면 

미국 Agrico 사의 1983 년 대 베트남 비료 수출 문제이다. 

Agrico사(남해화학 합작회사 겸 수출대행 업체)는 프랑스 무역회사의 

중계로 남해화학산 복합비료의 대 베트남 수출을 추진했고 ‘83 년도 

분으로 20 만톤(약 4천만불 상당)의 수출이 계약 단계에 있었으며, 

동 수출이 실현될 경우 향후 5 년간 상기 비료 1백만톤(2 억불 상당)의 

대 베트남 수출이 확보될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 베트남 

경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상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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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소요되는 미국산 원료(인광석)의 수입이 불가능했다. 

Agrico 사는 상기 미국산 인광석의 대 한국 수출 승인 신청서를 

‘82.12.20 미 상무성에 제출했고, 상공부를 통하여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측면지원을 요청해 온바, 외교부는 이 사실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했고, 조속한 승인 획득을 위해 미 관계기관과 최대한 교섭토록 

지시했다(‘83.1.14). 그리고 주미대사 보고 (‘83.1.19)에 따르면 

한국의 대 베트남 비료 수출은 미 – 아세안 관계 및 한 – 아세안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 수출이 아니고 제 3국 회사를 통한 

간접 교역의 경우에도 미국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보고되었다 (외무부. 

10408, 2004/01/08). 

살펴보았 듯이, 중간 거점을 통하여 베트남과 교역.합작투자 등 

경제교류를 추진 중이었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한 - 베트남의 

경제교류에 [압력]을 넣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매일경제, 1989/02/11 일자: 5면). 

이들은 미국 또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한 

기업인은 “한국 외무부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한미우방들이 베트남에 

대해 캄보디아 주둔군을 철수토록 압력을 넣고 있는 시점에서 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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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방문한다는 것은 하노이 쪽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기업인은 “한국 정부가 소련, 중국, 동유럽 심지어 북한과 교류를 

추진 중이고 미국도 이를 도와 주고 있는 마당에 워싱턴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베트남에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나라를 미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가는 정부를 보자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베트남은 다른 범주에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989/02/05 일자: 

5면).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인들은 미국의 억압으로 인해 한 - 

베트남 간의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대 베트남 교역 시 미국 및 대 아세안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대 베트남 교역을 권장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대 베트남 교역은 가급적 은밀히 추진해야 했다. 이처럼 양국 

사이의 교류는 어려움과 한계에 닥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역을 계속하도록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외무부. 10408,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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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시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규모(82 년: 약 6 천 

여만불)는  중공(82 년: 약 1.2 억불)에 이어 특수지역 중 제 2 위 

수준이었다. 둘째, 대 베트남 교역의 대부분이 단일창구(삼성물산)에 

의해 직교역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정부의 대 공산권 교역방침과 

부합된다. 셋째, 당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교역은 그 간 수차례에 

걸친 한국 상사원의 베트남 입국 상담 및 입찰 등을 통한 계속 

사업이었다. 특히 태국 측에서 한-아세안 관계 등을 내세워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세안 각국도 대 베트남 교역을 

중단키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아세안 국가와 베트남 간에 

상담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83.3 월에 베트남 

수출입공사에서 발주한 PSF 국제입찰 시에도 태국의 2개 상사 및 

싱가폴의 1개 상사가 한국의 삼성물산과 함께 응찰한 바 있다. 

 

   그러던 중 1988년 베트남이 서울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인터뷰 ‘통일’베트남 관료 한국 첫 공식 방문 하노이시 체육책임자 

르부씨]의 보도에 따라 르부씨는 경제사정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상당부분 우리 땅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전쟁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실은 여기 오는데도 국제올림픽 위원회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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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쪽의 도움이 컸다”고 답했고 “한국과의 경제 교역은 확대된 

것 같은가? 또 외교관계 수립 전망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국과의 경제교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된다. 그러나 외교관계수립은 단시일 

안에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1988/09/16일자: 4면). 

같은 1988 년 한국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베트남과 직접 무역을 

허락했다. 1992 년 1 월 16일에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시작했다 (매일경제, 1992.01.17 일 기사, 

1면). 

 

 

제 2 절 한 – 베 관계의 걸림돌 

 

     미국을 제외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국들에 비해 한 – 베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파리 협정과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뒤에 호주 (1973. 02. 06), 뉴질랜드 (1975. 06. 19), 필리핀 

(1976. 07. 12), 태국 (1976. 08. 06) 등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과 



 24 

수교 관계를 맺었다. 이런 가운데 1992 년 12 월 22 일에 이르러서야 

한국은 베트남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베트남 

전쟁 종전 17 년 만에 양국이 화해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겠다. 

 

1.  미국의 대 베트남 금수조치 

첫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금수조치다. 미국의 역사 300 년 동안 

처음으로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이 

베트남 전쟁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에게 벌을 준다는 

의도로 1975 – 1994 거의 20 년 동안 베트남 경제봉쇄조치(엠바고)를 

내렸다. 한국에게 미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가장 친한 

동맹국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여러 면에서 미국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베트남과의 수교를 서두르기는 어려웠다. 

이상옥 전 외무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제한된 

장벽을 제시하면서 이는 해결된 노선에 따라 한국 정부도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에 있어 이와 보조를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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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의 대 베트남 정상화의 로드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상옥. 2002: 917). 

 

미국은 1991 년 4 월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4 단계 

계획, 이른바 Roadmap를 제시하여 캄보디아 사태와 실종 미국인 문제 

해결의 진전에 맞추어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4 단계로 구성된 이 계획은 

1991 년 10 월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서명되는 것을 시작으로 1993 년 

3 월로 예정된 캄보디아 총선거 실시까지 사이에 베트남 측이 

캄보디아 평화 협정 이행과 실종 미군 병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면 미국은 이에 맞추어 베트남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종국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 베트남 정상화 계획의 4 단계 중에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본다. 미국은 크메르 루즈를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 나타난 것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장기적으로 점령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는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베트남을 두려워했던 이유로써 베트남이 국제 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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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는 상태를 초래했다. 또 캄보디아 문제를 들어 미국은 베트남과 

수교 관계를 맺으려는 용의가 있는 나라들에게 경고까지 했다.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1990 년 5 월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베트남과 접촉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한겨레. 

1990/06/13 일자: 1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가따운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었다. 1991 년 4 월 3 일 11 시 15 분부터 

12 시까지 롯데 호텔 내의 의장실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제 47차 총회에서 이상옥 전 외무장관은 한 

- 베트남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상옥. 2002: 918).  

한편, 한국은 1980 년대 말에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의 역할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1989 년 부문별 

대외관계를 시작으로 하여, 1991 년 완전대화상대국의 지위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사실 베트남과의 관계를 확대시키려고 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베트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 

– 베트남 관계도 발전될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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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의 첫 단계로써도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서명될 때에야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었다.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지 않으면 한국도 물론 그러할 것이다.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든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든 캄보디아 문제는 선결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 - 베 분쟁 

베트남 전쟁에서 북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이 하노이 정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북 베트남의 승리는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 전쟁 후 베트남과 중국, 두 나라는 아직 겉으로는 

친선을 내세우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79년에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가 점진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나타난 결과였다고 보고 있다 

(유인선. 2012: 434). 당시 중국이 베트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던 이유는 베트남과 소련 간의 친근감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주둔 중인 베트남군을 철수시키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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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중국은 1978년 7 월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은 1978년 11 월 소련과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유인선에 의하면 중월전쟁의 직적접 원인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쟁의 “실질적 목적은 베트남의 중국 

국경에 대한 도발과 캄보디아 침입을 ‘징벌’하기 

위함이라는”것이다 (2012: 447). 전쟁은 2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벌어졌으나 중-베 국경지역에서는 10 년이 넘게 지속된  

긴장된 상태가 시작되었다. 특히 80 년대에 양국의 긴장 관계가 

두드러진 곳은 양국이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국경 지방이었다.  

당시 베트남은 ‘도이 머이’정책을 내세우고 있었으니 동남 

아시아 지역 및 여타 세계 각국과의 경제 교류가 최우선 목적이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 아시아 국가들도 이전부터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수는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은 1989 년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의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1 년 11 월 

5 일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발표했다. 한겨레 

(1991.11.06일자: 7면)의 보도에서는 두 나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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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관계정상화 문제를 비롯, 경제협력과 국경재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베트남전 때 중국이 

베트남을 지지했음에도 지난 70 년대초 이후 중-소 분쟁으로 긴장되기 

시작했으며, 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79 년 중국의 베트남 국경지역 공격이 있는 뒤사실상 단절되었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군 결정은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벗어나 

외교적인 개방의 뜻을 보여 주었다 (유인선. 2012: 468). 이렇게 

베트남의 철군 발표로 1989 년 7 월 파리에서 국제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고 1991 년 10 월 23 일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마침내 정식 

서명되었다.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체결되자 미국이 대 베트남 관계 

정상화 로드맵 1 단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1991 년 11 월 

베트남이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들이 제거되었다. 이처럼 캄보디아 문제 

해결은 베트남에게 외교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서명된 후에 중국 – 베트남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었고 양국 정부는 서로를 방문했다. 1991 년 11 월 5 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도므어이(Do Muoi) 총 비서와 보반키엣(Vo Van Khiet) 

수상은 중국을 정식적으로 방문했다. 1992 년 11 월 30 일 날부터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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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까지 Li Peng 수상은 베트남을 방문했다1.  미국 – 베트남 관계도 

예외 없이 점점 가까워졌다. 양국 외무부 장관 간의 

만남(1990/09/29 일 James Baker – Nguyen Co Thach, 

1991/10/23 일 James Baker – Nguyen Manh Cam)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도 호전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이 

평화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타이완, 홍콩,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의 기업들도 

대 베트남 교역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였고,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상옥. 2012: 922).  

                                                
1
양국의 1992 년 11 월 30 일 공동선언에서는 보반키엣(Vo Van Kiet) 수상은 이번에 Li 

Peng의 방문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Zhou Enlai 수상은 베트남을 

방문한 지 21 년이 되었고 베트남 – 중국의 고급회담은 진행된 지 1 년이 되었을 

때부터 중국의 고급 지도부의 첫방문이었다.(…) Li Peng 수상은 양측의 노력으로 

양국의 민간 간의 우호 . 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하였다. 

국토분쟁을 비롯하여 현재 문제들을 서로 존중하며 이해한 마음으로 타당하게 

해결하고자 하려고 했다.(…) 캄보디아 문제에 관하여 양쪽은 국가들과 관계자들과 

함께 파리 협정의 제규정을 제대로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동선언은 밝혀졌다. 

Li Peng 수상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양측은 현재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협의했다”라고 강조한 중국의 인민일보는 제 1면에 주요 뉴스로 올렸다 (베트남의 

노동신문. 1992/12/10 일자 50번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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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중국과 한국은 공식 수교 관계가 아직 없었지만 무역과 

투자에 대한 관계를 확대 중이었다.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두 개의 한국(two Korea policy)” 정책을 추구했다. 즉 북한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남한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남북한 균형 

정책을 취했다. 이로써, 한국은 베트남과 수교 관계를 맺을 경우 

발전되고 있던 한 – 중 관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입증되었다.“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경공업 장관 등 

경제관계인사를 우리나라에 보내 한 -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을 

강력히 희망해 왔으나 우리정부가 대중국 관계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공식적인 경제 교류를 제한해 왔다”(경향신문. 

1989/07/25 일자). 한 - 베 관계에 끼친 미국과 중국의 영향는 동시에 

존재했다.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경고하고 노골적으로 간섭했다면, 중국은 은근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정부도 불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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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탈냉전기 한국과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 

변화 
 

 

국제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은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정치 .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두 나라는 냉전 

시기 전쟁을 거쳤고 근본적인 인프라가 미약한 상황이었지만 

경제개발을 시작하였고, 오늘날까지 많은 성과를 이뤘다. 반대로, 

북한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 빨리 대응하지 못하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14개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보면 

국제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여부는 국가 발전도의 결정적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 절 베트남 대외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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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일 이후부터 1985 년까지 구소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중앙 계획적 통제경제와 사회주의 공업화의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베트남은 공업화 .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개척 및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제 성장률이 지체되고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외부로투터 자본, 원재료, 생활생필품 등 원조가 삭감되면서 

미국의 베트남에게 내린 ‘엠바고’는 베트남이 전 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막았다2. 또한, 당시 베트남의 최대 원조국인 소련이 

국제적 위상을 잃게 됨에 따라 베트남이 더 이상 소련에 의존할 수 

없어 국제관계에서 고립되게 되었고 경제는 위기에 처했다 (이윤범. 

2014: 235).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현재까지 실행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 중대한 실정과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사상에 집착하며 현실성이 떨어져 국민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들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때 베트남의 1986년 제 6 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쯔엉 징(Truong 

Chinh) 서기장은 국제정치와 세계정치의 변화를 헤쳐 나갈 돌파구인 

                                                
2	  Bo Cong Thuong Viet Nam  
http://www.moit.gov.vn/vn/tin-tuc/543/giai-doan-1986---2006.aspx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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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 머이’ 정책 주친을 선포하였다 (이윤범. 2014: 232). 

베트남어로‘도이’는 바꾸다, ‘머이’는 새롭다는 뜻임으로 도이 

머이는 새롭게 바꾸다, 즉 한자어로는 쇄신(刷新) 또는 

혁신(革新)한다는 뜻이다.‘도이 머이’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 

베트남의 경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3차 5개년 계획(81~85)부터 중앙통제를 줄이고 시장경제를 

확대해온 베트남경제개혁은 집단농장이 아닌 가족 농업을 장려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력은 크게 늘었으며 농촌구매력이 급속히 상승했다. 

그러나 공산품생산이 문제였다. 농촌의 높아진 구매력에 공산품 

생산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물가가 치솟기 시작, 연간 

물가상승률이 자그만치 1천%에 달하게 되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농민들은 생산 의욕을 잃게 됐고 도시 젊은이의 3 분의 1 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매일경제. 1988/11/11 일자: 5면). 

 

   베트남의 경제계획의 핵심인물은 아시아의 작은 고르바초프로 

불리는 응우엔 반 린(Nguyen Van Linh) 서기장이다. 1986년 12 월 

제 6 차 공산당대회에서 선출된 응우엔 반 린은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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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 왔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할 것을 주장했다. 

시장거래의 확대, 가족단위의 자영업 허용,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삭감 등이 강조됐다 (매일경제. 1988/11/11 일자: 5면). 이로써 

‘도이 머이’정책은 고립에서의 탈피와 경제.사회 안정화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노선을 의미한다 

(Nguyen Thac Phong. 2008: 23). 이러한 베트남공산당의 평화 공존 

체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개혁.개방 노선은 제 7차 

당대회에서 행한 응우엔 반 린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천명되었다. 

 

우리는 평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 .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국가와 인민들과 평등과 상호 이익 및 협력을 

위해 단호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평화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 세계 

모든 국가와 인민들과의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조국 건설과 방어에 유리한 외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황귀연. 

2002: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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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과 같이 베트남공산당의 ‘도이 머이’ 정책의 외교적 논리는 

‘평등’이라는 가치 밑에서 구체화된 평화 공존 체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대외 팽창주의의 종식 및 국가 이익을 위한 경제 우선주의 노선의 

채택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유리한 외적 

조건”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역량을 확보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을 확대해 갔다. 이로써 

베트남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실용주의적 노선을 따르고, 사회주의 국가 상호간의 

불간섭을 확인시킴으로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황귀연. 2002: 9-10). 

베트남의 외교적 인식 전환은 제 13 호 결의안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1988 년 5 월, 베트남공산당 정치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대외 정책의 의무”에 관한 제 1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베트남 ‘도이 머이’대외정책인식의 본격화를 시작하였다. 

경제발전과 안보는 여전히 대외정책의 주요목표이지만 안보를 

위협하는 세 요소로 경제적 취약성, 정치적 고립, 경제 봉쇄를 들었다 

(Nguyen Vu Tung. 2011: 108). 그러므로“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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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경제 건설과 발전을 위한 평화 공고화 및 유지”이며, 

“강력한 경제력, 적절한 국방력과 국제협력관계 확대는 독립보호와 

성공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보다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러한 인식은 베트남이 강조해 온 “우방과 원수 구별”의 

개념으로부터 “더 많은 우방, 더 적은 원수”의 “방침”으로 

전환되어 “독립, 자주, 개방, 국제관계 다양화, 대외전략 다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Nguyen Thac Phong. 2008: 34). 

이에 따라 외교정책도 “유연하고 현실적이고 이데올로기가 덜 심하지 

않은 방침”으로 변화해 갔다 (Vu Khoan. 2012).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국제 관계를 다각화하고 다양화하며 세계 질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외교정책을 확대했다. 

베트남의‘도이 머이’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상당히 얻었지만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당시 베트남 내에는 ‘도이 

머이’정책에 관한 입장을 둘러싸고 진보파와 보수파 그리고 

현실주의자들로 갈라져 있었다.“다수의 개혁 지향적 인사들은 받아 

들었지만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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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현실주의자들은 외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경제 발전을 

우선하여, 이념체제 구분없이 세계 모든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베트남의 대외 

정책상 이중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한우. 2015: 23-24). 

위와 같이 대립의 의견들이 존재하였지만 당시 베트남은 경제 

개혁과 평화 협력을 점점 중시하면서 외교정책에서도 이념 체제의 

구분없이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도오 머이’ 이후 애초에 구상했던 경제회복이라는 우선 

목표를 통해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고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전념하였다. 1989 년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을 

철수함으로써 1970 년대 말부터 이어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해결하고, 

통일 이후 미국과의 단절된 외교관계도 개선하는 외교 성과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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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북방정책’    

    

   1989~91 년에 걸쳐서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졌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유럽의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고 20 세기 후반의 세계 

질서를 규정해온 냉전질서의 붕괴를 일으켰다 (장훈. 2012: 102). 

냉전이 종식된 이후 많은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냉전의 종말은 한국 

외교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과의 기존 동맹을 강화하거나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탈냉전기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재성. 2012: 122, 

124).  

탈냉전 시기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세계 질서의 변화로 인해, 

미국과 형성해 온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양한 쌍방 관계를 촉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 6 공화국 최초의 

정부로 노태우 대통령은 이른바 북방정책이라는 외교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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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이란 말은 한국-미국-일본의 남방삼각에 대한 북한-중국-

소련의 북방삼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북방정책이란 대륙의 공산권에 

대한 관여정책을 의미하였다”(손열. 2012: 163 재인용). 이는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개혁 . 개방으로 이끌어 

내고 남북통일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재성. 

2012: 123). 이것은 한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1973 년 전까지 할슈타인 독트린 원칙에 따라 북한과 

관계를 맺는 어떤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 1973 년에 처음으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  

북방정책의 실마리는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책이다. 1985 년 

3 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1986년 페레스트로이카를 선포하고 

전면적 개혁 .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바로 사회주의권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한국에서도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외 정책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른바 ‘북방정책’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류 정책은 1980 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개혁 . 개방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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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을 간단히 정리하면 당면 목표는 남북통일이지만, 

최종목표는 남한의 생활 문화권을 북방으로까지 넓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계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1 단계는 여건조성 단계로 

동구권.소련.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북한을 완전 포위하는 것이다. 

2 단계는 남북한 통일로써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성과였다. 그리고 3 단계가 남한의 생활 문화권을 북방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조갑제. 2007: 53-61).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소는 물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리한 통일 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기점은 바로 ‘7.7 선언’이다. 

1988년 7 월 7 일 노태우 대통령이‘7.7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1973 년에 천명된 ‘6.23 선언’과 같은 맹락에서 볼 수 있다. ‘6.23 

선언’에 대해 노태우 (2011)는 “우리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는 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7.7 선언’의 내용3을 보면 단지 

                                                
3	  ‘7.7 선언’의 내용은, 1. 남북한 간 상호 적극적 교류 추진이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운 왕래하도록 문호 개방, 2. 남북한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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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비롯해 다른 

공산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결국‘7.7 선언’은 

탈냉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 대북정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조동호. 2012: 239-240). 

한국은 1988년의 ‘7 . 7 선언’ 이후 능동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과 교류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0 년대 후반기에 동구라파 

국가들과 정식 수교 관계를 확립하였으며 1990 년 소련과 수교를 

단행하였다. 이어 1991 년 남북한 유엔 가입을 이룩하였고 1992 년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 및 베트남과의 수교를 이룩하였는바, 이는 냉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성과라고 유승익과 전웅(1996: 

157)이 평가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 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북방정책’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서울 올림픽은 남한 사람들에게 

                                                
왕래, 상호 방문 등 적극 지원, 3. 남북한 간 교역 개방, 4. 민족경제의 발전을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남한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관계 반대하지 않는다, 

5. 공동이익을 위해 북한과 경쟁.대결을 종결하고 국제무대에서 자류 협력을 희망, 

6.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이다 (노태우. 201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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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스포츠 행사일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올림픽 게임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을 서울로 초청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돈 오버도퍼. 2002: 282-283). 당시 올림픽 

유치에 표를 준 나라들은 주로 비동맹국이었고, 그 다음이 서방의 

자유진영 국가들이었다.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격렬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남한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북한은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확정된 뒤에도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된면 전쟁이 일어난다. 서울 올림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대며 방해공작을 계속했다 (조갑제. 

2007: 57). 북한 역시 서울 올림픽을 세계 무대에서 남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공산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치적 

이벤트로 해석했으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심지어는 세계 각국의 서울 올림픽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테러 행위4까지 자행했다. 이처럼 서울 올림픽은 남한이 

                                                
4
 KAL 858 폭파사건이었다. 남한은 북한의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하고자 한 제의를 

거부하고 2 주가 지난 87 년 10 월 7 일 해외로 파견돼 부녀지간으로 위장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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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확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도 한국의 

‘북방정책’에 호응하여  서울 올림픽에 참여했다.  

탈냉전기에 추진된 북방정책와 주변국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주변 강대국은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냉전의 승전국이었고, 

동북아의 세력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북방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일치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재성. 2012: 141). 이는 냉전이든 탈냉전이든 

한국의 정책에는 미국과의 일관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방정책이 추진된 과정에서 한국의 국내 경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제 역량은 소련 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경제적 .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때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이 신속히 

                                                
하던 해외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평양으로 급거 소환됐고 이들은 남한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11 월 29 일 두 사람이 설치한 고성능 폭탄이 

대한항공(KAL) 858기에서 터졌고 비행기는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분해됐다.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 그중 대다수는 중동의 건설 현장에 파견됐다가 귀국하던 젊은 

한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명하고 

새로운 경제 및 정치적 제재조치를 발효했으며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를 통해 남한을 지원했다 (돈 오버도퍼. 2002: 28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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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과 소련의 1990 년 9 월 

관계정상화를 시작으로, 1992 년 8 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수립, 

1991 년 11 월 베트남과 중국의 수교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1992 년 

12 월 베트남과 한국은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이로써 ‘북방정책’은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냉전 이후 베트남과 한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는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도이 머이’ 정책은 경제발전을 

위주로 하여 정치.외교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간 전략적 방침을 

추구하였는 한편, 한국의 ‘북방정책”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따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었으며, 베트남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도모했고, 반면에 한국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관계 형성에 작용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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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 – 베 협력 필요성의 제고와 한 - 베 

수교 

 

 

전 세계에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처럼 빠른 관계 진전을 보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냉전의 대립,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갈등 등 역사적으로 곡절도 많았던 두 나라는 

1992 년 12 월 22 일 공식 수교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구수정. 

2007). 이는 양국이 협력하게 되면 상호 보완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국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행하였는가, 혹은 왜 상호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한국의 입장에서 한 – 베 협력의 필요성 

 

1.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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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5 년 이후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 정치의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특히 대립하였던 국가들도 과거를 

넘어서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나라도 국제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1980 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했으며 안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북방정책의 주요 

목표로 중.소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은 국내 많은 학자들의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박정원 교수에 의하여 북방정책은 그 이전의 대 공산권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소위 

‘7.7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는 한국이 우방국가인 미국, 일본 등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우방인 

소련, 중국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 이전의 정책이 북한의 동맹체제 약화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새 정책은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용출. 2003: 7-8). 이와 달리 김성철은 북방정책의 목표를 공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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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목표와 비공식적. 묵시적 목표로 나눠 보았다. 공시적 . 

명시적 목표는 한편으로는 중국 . 소련과 관계개선을 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도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모색한다는 

정책적 목표이다. 한편, 비공식적. 묵시적 목표는 소련. 중국. 

동구권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여전히 북한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북방정책은 봉쇄와는 다른 우회적 

정책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개방이라는 공식 표현 아래 최소한 북한을 

남한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김성철은 보고 있다” (전재성. 2012: 

130 재인용). 전재성도 남북관계를 살펴보고 북방정책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켜 점차 평화 정착과 체제 동질성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우선적으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한다는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는 북한인민들에게는 막연한 고립감과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방이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배신했다는 고립감은, 공화국에 대한 깨어진 환상, 

나아가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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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의 주장이다 (이지수. 2003: 53). 그러므로 백창재는 한국의 

북방정책은 일부는 성공하였고 일부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 

“탈냉전 이후 구 공산권과의 수교를 앞당겼다는 점과 북한이 개방의 

압력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실패한 셈이다” (하용출. 2003: 13-14).  

그렇다면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소련 . 중국을 비롯한 대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의 개선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살하고 개방 . 

개혁으로 나가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 소련 간 수교와 한국 – 

중국 간 수교와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관계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황귀연(2002)에 의하면 한국 – 베트남 수교는 남 

– 북한 수교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공산권 혈맹의 관계를 맺어 왔다. 북한은 1990 년 1 월 

31 일 평양에서 대 베트남 수교 40 주를 맞아 중앙통신사장겸 

공보위원장 김기룡, 외교부부장 최수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북한은 베트남의 번영을 축원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형제적 월남인민과 함께 어깨걸고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북베트남 대사 웬반중은 쌍방 친선협력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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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동아일보. 

1990/02/05 일자: 20 면). 이처럼 베트남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은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베트남이 중요한 역할을 

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베트남은 개방 이후 한국과 정식 

수교를 맺기 전의 경제 교류와 수교 이후 급속히 이루어진 경제 교류로 

인하여 베트남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혈맹 

또는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이 베트남의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도왔다면 북한에게는 베트남의 개방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개방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귀연. 

2005: 24).  

과거로부터 북한과의 혈맹국인 소련, 중국은 순차적으로 1990 년과 

1991 년에 한국과의 관계를 수립했고 1992 년에 베트남는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환영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1992/04/18일: 1면). 

동경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한 - 베트남 수교 사실에 

침묵한 채 대신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베트남의 도안.큐 

국방장관에 베트남군 창설 4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양국군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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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베트남이 방위능력 

향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매일경제, 

1992.12.23 일자: 6 면).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수교를 통해 북한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즉, 베트남과의 수교에는 

한국의 대북 접근이라는 정치적 용의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나라의 수교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아 6 공화국의 

북방정책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외교라는 대외정치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사회주의권의 주요국인 베트남과의 수교는 북한 개방에 

도움이 되고” 아세안 지역에서도 “베트남의 영향권 아래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수교에 유리하여”한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외교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겨레. 1992/12/20 일자: 

6 면). 

 

2.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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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한국이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하여 베트남과의 관계를 

추진한 것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정치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줄 수 있는 협력파트너이다.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값싼 노동력과 시장의 경쟁율이 

심화되면서 신규 시장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을 우회 진출 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즉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급속한 확대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귀연. 2005: 16). 

한국에서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에는 우선 풍부한 

자원이 눈에 띄었다. 베트남 석유만 해도 약 20개 대륙붕 지역에 

막대한 매장량을 기지고 있으며, 최대 유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빅베어’의 개발, 생산에는 한국의 기업결합체(컨소시엄)가 일본 

기업과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베트남은 또한 석탄의 경우 

2백억 t을 비롯해 니켈, 크롬, 망간, 아연 등의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겨레. 1992/12/20 일자: 6 면). 천연자원과 함께 

한국은 베트남의 노동력의 질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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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만 명에 이르는데 젊은이가 대부분이고 노동력의 질은 다른 다른 

동남아국가보다 우수하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한국업체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적극화하는 것이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이 더 좋은 투자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계속되어 

온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로 일본도 아직 본격 진출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을 더해 주었다 (한겨레, 

1991/11/16일자: 5면). 

더구나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의 통일 이전 남부 베트남은 

자본주의 형식으로 시장경제를 운행했다가 통일 이후 공산화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뀌었다. 이러므로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 남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한국 

국내기업들도 과거의 진출 경험을 살릴 수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진출이 쉬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투자환경이 훨씬 유리하다”며 양국관계만 정상화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계레, 1992/02/15 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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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경제 협력한 데에는 정부의 주도가 상당한 촉매라고 볼 수 

있다. 1988년부터 주태 한국무역관장 박경화 씨가 일주일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호지명시(구사이공)을 방문했고 한국과 베트남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박 관장은 특히 베트남측에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신발봉제의류 세제 전기.전자제품 등 

수출위주의 생필품을 합작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이 과거 

경제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적극 제공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관장은 한 - 베트남의 교역 등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베트남에 한국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현 단계에서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방콕의 한국 무역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이번 베트남 방문 기간 

중 무역사무소 설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1988/11/10 일자: 4면). 

특히, 1989 년 한국 기업들이 공식적인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무역진흥공사는 1989 년 8 월 31 일부터 9 월 11 일까지 베트남의 

호지명시에서 열리는 [89 베트남추계 국제전시회]에 참관단 성격의 

민관합동 통상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는 1975 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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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한 - 베트남 양국 간 공식 접촉이 이뤄진 것이었다. 전시회는 

베트남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전시회로, 실제적인 상품 교역에 관한 상담보다는 대 서방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도 

미수교국인 대 베트남 관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사절단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도 한 - 베트남 간의 교역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묵인 아래 일부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와 

1988년의 경우 한국은 섬유류, 전자제품, 비료 등 4천 9백만달러 

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무연탄 등 원자재 2천 3백만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규모는 작으나 베트남이 완전 개방될 경우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당시의 한국 업계는 분석하고 있었다 (경향신문. 

1989/07/25 일자: 6 면).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대 베트남 교역을 

추진하는 데에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또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부터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까지 엮인 문제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 전까지 대 베트남 

경제협력을 교역에 국한시키고 합작투자 등은 철군 후로 미뤄왔었는데 

베트남군 철군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진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매일경제. 1989/10/04 일자: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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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의 대 베트남 관계도 

개선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한 기업은 삼성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은 1991 년 11 월 20 일부터 27 일까지 이필곤 삼성물산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10여명의 투자조사단을 보내 베트남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투자상담을 벌였다. 이외에, 

럭키금성그룹은 1991 년 3 월 전자교환기 플랜트를 수출했고 9 월 

개통시킨 데 이어 추가 수출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했고, 세종호텔과 

합작으로 하노이에 호텔을 건설키로 하여 베트남쪽과 이미 의향서를 

교환했다. 대우그룹은 김우종 회장이 1991 년 2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가전.섬유.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투자상담을 계속했는데, 

베트남쪽과 9백만 달러 규모의 버스.트럭 조립공장을 세우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고 이에 관한 구체적 상담을 진행 중이었다 (한겨레, 

1991.11.16일 기사, 5면). 

   그러나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및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규제했던 

국내기업인들의 [베트남]방문을 다시 허용하는 등 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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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89. 02. 13 일 기사, 

3면). 1988년부터 삼성물산, 효성물산, 한진, 코오롱 상사 등 한국 

내 주요기업들은 베트남과의 구상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합작공장 설립, 

항공.항로 협정체결 등을 적극 협의 중이었다. 당시 한 - 베트남 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3 천만달러 정도였다. 한진은 

1988년초 베트남의 고위경제각료를 초청한 데 이에 현지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항공 및 해운의 직항로 개설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한진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항로개설이 이루어진 전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한 - 베트남 간 항로개설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로개설 후 항만하역 시설과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협상하였다. 또 유공은 프랑스 엘프사와 함께 베트남의 유전개발에 

참여하기로 하고 동자부에 개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유전개발에는 

베트남 페테킴사가 관여, 3 국합작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 외에 

효성물산과 코로롱상사도 베트남에 봉제의류와 폴리에스터 원단 등 

직물류의 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협의했으며 대동공업은 구상무역 

방식으로 경운기 50 대와 농기계용 디젤엔진 1천 6백대를 수출했다. 

또 동양물산도 상반기 중 경운기 2백대와 디젤엔진 1백 50 대 등 

40 만달러 상당분을 수출했으며 선경, 대우, 현대 종합상사, 럭키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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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등 종합상사들도 베트남 교역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었다 

(매일경제, 1988. 09. 29 일 기사, 6 면). 

특히 코오롱 상사의 경우 베트남에 섬유기계, 냉동창고 등 플랜트 

수출을 비롯한 대 베트남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재원을 장기 파견 

형식으로 상주시키고 주재사원수를 두 사람으로 늘리고, 교역규모의 

증대를 감안하여 1989 년 하반기 경에 지사 설치도 검토 중이었다. 

1988년 5백만 달러 규모의 섬유 기계를 베트남에 수출한 코오롱은 

1989 년도 대 베트남지역 전략상품으로 섬유기계를 잡고 

베트남기업인을 한국에 초청, 상담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며 

베트남 섬유업체에서 의류제품을 국제분업 방식으로 생산하여 미국 

및 EC등 제 3국에 판매하거나 현지에 섬유합작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매일경제, 1989/01/23 일자: 6 면). 

1989 년부터 현대도 방콕지사 2 명을 호치민 시에 상주시켜 활발한 

접촉을 벌였고 약 1백 60 만 달러 규모의 석유주인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주정(술원료) 공장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매일경제, 

1990/02/21 일자: 6 면). 현대종합상사가 국내기업 중 최초로 정부에 

베트남 지사 설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미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대 베트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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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립 불허 방침에 따라 지사 설치 작업을 미루었다 (경향신문. 

1990/02/27 일자: 7면). 

중요한 점은 양국의 협력 추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만든 제도는 

이미 수교 이전부터 마련되어 온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측은 1989 년 

처음 베트남과 신용장 방식으로 무역 거래를 시작했고 1 년간 실적이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29 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베트남의 

대외무역 은행으로부터 선박수입대금 3 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신용장을 접수했다. 이 신용장은 베트남의 국영 선박회사 

의뢰로 발부된 것으로 수출업자는 한국의 코오롱 상사로 지정되어 

있었다. 신용장 금액은 3천만달러로 한 - 베트남 무역재개 이후 최대 

규모였다 (매일경제, 1990.08.29 일 기사, 4면). 

 

    

제 2 절 베트남의 입장에서 한 – 베 협력의 필요성 

 

   수교 수립 당시 베트남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생긴 

한국에 대한 반감을 아직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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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양국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 데에는 서로가 경제적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이 작용했다. 베트남은1975년 4월 30일에 북 베트남과 남 베트남이 

통일되며 전 국민의 기쁨이 되었으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다. 

전쟁에서 입은 인적 . 물적 피해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1979 년의 중 

- 베 국경분쟁까지 발생하여 베트남의 경제를 보다 미약한 상태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가 후진적이고 농업 발달이 지체된 

상황이 발생하여 1986년에 베트남은 전면적 경제 위기에 놓였다.  

동시에 유럽 각국에는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회주의 

정부나 보수주의 정부를 막론하고 국경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또는 

부분적 주식매각을 통해 국가독점 사업분야의 구조와 경영방식을 

바꾸고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앞을 다투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있었다. 소련도 중공도 베트남도 개인기업을 

허용하고 자본주의식 금융방식의 도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매일경제. 1986/12/19 일자: 3면).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경제회복에 전념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의 확립을 주된 목표로 두고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일지라도 우호와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한다는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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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방침을 수립하였다. 1986년 이후 베트남은 민간 부분을 개발 

육성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한다는 원칙아래 국가경제관리방식을 

탈중앙화하고 국영기업에게도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안득기. 2008: 114). 이 시기 베트남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전 세계 국가들과 이념 체제 구분 없이 

공평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Dang cong san Viet Nam. 1991). 

“베트남은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베트남 외무부의 

고위관리가 말했다. 당 니엠 바이 베트남 외무차관보는 한 - 베트남 

관계가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관계증진을 통해 정치적 수교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990/06/10 일자: 

6 면).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베트남과 한국의 수교 과정에 작용한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였다. 

아 . 태 지역에서 한국도 1950 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은 

이로부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을 경제 모델로 삼고 

싶어했다. 베트남은 한국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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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기대했고, 특히 베트남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하여 전기, 

전자, 기계, 오일과 가스, 철강 제조 등 분야의 중공업에 힘을 쏟고 

있었기에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오래 전부터 상당히 활발히 

발달해 온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삼기 원했다 (황귀연. 2002: 28-

29). 베트남인들의 머리 속에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헨리한 국립경제대학 교환교수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정부는 

아직 한국과 정식 수교를 하지 않았으나 자기들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 정부관계자들도 미국.일본.동남아 주변 

국가들보다 한국을 가장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민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우호적이다”. 

또한,“[따이한]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추억은 아직도 강렬합니다. 

당시 한국공병들이 만든 포장도로들은 지금까지 튼튼해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으며 한국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베푼 의술.식량 공급 

등 각종 자선행위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991.09.02 일 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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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0/09/22 일자: 5면)에 따르면 베트남 외무부 다변 

경제문화협력국의 부이.쑤안.나트 국장서리는 “기술과학.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한국은 베트남의 훌륭한 경제적 파트너”라면서 

자신도 한국경제성장을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은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손열. 2012: 166). 이는 한국과 소련의 

수교를 통해 잘 드러난다. 한국은 1990 년 소련과 수교하면서 30 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당시 소련은 베트남의 최대 

지원국이었는데, 베트남이 ‘도어 머이’ 정책을 실행한 후 4 년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총액이 13 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국이 소련에 대해 30 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은 ‘대단한 부자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이한우. 2015: 19재인용). 베트남인들이 가지게 된 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인상적인 인식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협력을 하루 빨리 

추진하려는 용의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다.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을 위한 공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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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1962 년 한국이 산업화 . 현대화 하기 

전과 1986년 베트남이 ‘도이 머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구조에는 농업의 비중이 제일 높았고 생산능력이 

낮아서 국내에만 제공할 수 있었을 뿐, 세계 시장에 비하면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는 점이 동일했다. 이로써 양국이 협력관계를 

맺을 경우 한국이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공유하면 베트남의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Nguyen Nam Thang. 2004: 15). 그리고 베트남이 

산업화 . 근대화 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 한국이 오래 전에 

겪은 것이기에 아세안 지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하면 한국은 베트남과 

쌍방 관계 하에 베트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Tran Quang Minh. 2012). 더불어, 일본과 중국 및 미국에 비하여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잠재된 위기가 적다고 평가되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20 세기 초반에 일본의 통치를 받았고 중국으로부터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친밀감이 있고 국가이익을 도모하면서 세계 강대국의 지배력을 

완화하려는 공통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박노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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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년대 ‘도이 머이’정책의 중심으로 경제재건을 결심한 

베트남 정부는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일본.미국과 한국을 꼽고 

있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과 관계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다. 베트남과 

일본은 1973 년 9 월 21 일부터 수교관계를 수립했으나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 베트남 교류에도 압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1979 년부터 1990 년까지의 시기에 원조를 

중지하였고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재 수교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서방권 국가들과 협력하여 IMF,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재정 지원을 막도록 했다. 이처럼 한동안 

베트남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는 제한적이었다. 그 후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될 때 1992 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은 베트남과 재 수교를 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베트남의 국민 감정은 한국에 대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데다가, 일본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는 

                                                
5

베트남 외교부, 
[
베트남 – 일본 관계에 대한 기본 자료], 

http://www.mofahcm.gov.vn/vi/mofa/cn_vakv/ca_tbd/nr040818111106/ns1407081925

56.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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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경계의 눈초리를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고 있었다 

(한겨레, 1992.02.15 일 기사, 5면). 

이외에,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급한 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 

진위는 전 세계 10 위에 올랐고 1970 년대부터 한국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원조가금을 설립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 수교관계를 수립할 때부터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국가 중 하나다. 비록 일본, ADB와 같은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대 

베트남 ODA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매년 원조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제일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 중 하나였다 

(Tran Quang Minh. 2012). 베트남 상업회의소도 한국이 

비공산국가로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베트남의 네번째 교역 

상대국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1988/02/03 일자: 3면). 

앞에서 베트남의 입장에서 왜 한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검토해 보겠다. 먼저, 베트남 정부의 

방한이다. 1989 년 15 일 [부투안] 경공업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통상사절단이 1 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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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방안을 협의했고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관계기관도 접촉했다 

(동아일보, 1989. 02. 13 일 기사, 3면). 그 다음으로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은 1990 년 9 월에 고위 

대표단을 서울에 공식 파견시켰다. 한국측과 교역.투자.인력 및 

자원개발문제 등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과 한국측은 

베트남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하노이와 서울에 각각 무역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였다 (경향신문, 1990.08.22 일 기사, 

7면). 

   또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베트남은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1989 년 4 월 1 일부터 베트남국가평의회는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하시키기 위해 수출세 부과 대상 품목을 줄였고 

주요 부품의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등 수출입세 개혁을 단행했다. 한편 

베트남 국내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설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형 기계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5~10 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서방측 

외화를 필요로 하는 TV, 비디오, 오토바이 등 고액소비재의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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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담배 와인맥주 등은 1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1989/03/18일자: 5면). 

당시 경제력만이 국가의 위상 또는 국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이 베트남 전 국민의 공감대가 되면서 한국과의 수교에도 경제 

수익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베트남은 한국군 

월남전 참전 사실을 과거지사로 취급, 원칙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으나 시기가 성숙되어야 한다는 등 한국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주유엔 대사, 80.7), “베트남의 대 북한 

관계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역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를 희망한다”(보건성 차관, 82.3), 

“한국측의 베트남산 무연탄 구매 증대를 요망한다” (’82.3.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 및 석탄 수출입 총공사 총재) 등 베트남 고위인사의 

발언 (외무부. 11758, 95-7-14)을 통하여 당시 베트남 지도부의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은 과거 한국군의 

참전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손실을 입혔으며, 특히 남부 일부 지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측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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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대한 경제 협력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했다. 보 

반 키엣(Vo Van Khiet) 베트남 수상도 이상옥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베트남 내에는 과거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으나 [양국의 적대 기간이] 양국이 과거에 식민 통치하에서 같은 

고난을 겪은 데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두 나라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므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한우. 2015: 

33~34). 바로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접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방침을 통하여 과서사 문제보다는 경제협력이 한 – 베 

수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접자는 말에 대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를 접자는 것에 대해 과거를 무시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베트남에서는 그 말에 대해 과거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하되, 그것을 통해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정기. 2009: 85-86재인용). 이로써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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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해를 중시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당시 미국의 

대 베트남 금수조치 때문에 베트남은 국제적 고립을 당하고 있었으나, 

미국과 관계를 바로 맺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의 친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선에 보다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짐작도 보인다.  

 

   지금까지 신문 자료를 비롯한 여려 가지 자료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1992 년 수교 이전에도 무역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정부가 서로를 방문하였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으로 대표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투자 상담회와 전시회 진행, 투자 신청서 제출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다해 놓았다. 또는 한국의 신용장 방식의 무역 

거래와 베트남의 수출입세 감면 정책도 한국과 베트남과의 무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1992 년 정식적 수교 이전의 경제적 교류가 양국의 

관계 수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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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1975 년 4 월 30 일 베트남전쟁이 종료되었기에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가 통일이 되었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가 설립되었다. 베트남의 

통일 이후 1975 년부터 1992 년까지 베트남과 한국의 공식적인 관계는 

단절되었으나 민간 교역의 채널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최근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1992 년 정식 수교 이전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나, 이것을 양국의 수교관계에 작용한 

중요한 요소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관계의 국내외적 배경을 밝히기 위하여 양국의 정책에 대한 변화 

또한 양국이 상호를 필요로 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탈냉전기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대립에서 대화로 나아가고 평화적인 협력이 공동 이익이 

되면서 한국과 베트남도 이러한 배경에서 관계정상화를 했다고 보았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베트남은 경제를 개혁 . 개방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어 ‘도이 머이’ 정책을 채택하는가 하면, 

한국은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통일을 달성하고자 한 

‘북방정책’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가 양국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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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주요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한국과 베트남이 상호를 필요한 이유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냉전시대 이래 세계의 구조적 변화를 계기로 미국과 

형성되어 온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북방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1990 년 한 – 소 

간 수교를 이어 1991 년 한 – 중 간 수교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논의되어 왔지만, 

무엇보다는 대공산권국인 소련 .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북한을 

압살하기 위함이었다.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1992 년 정상화되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역시 소련 . 중국과 

수교처럼 베트남과 수교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을 지극히 압박하고 

개방 . 개혁으로 나가게 하려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는 소련이나 중국과의 수교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의 수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베트남은 1986 년 ‘도이 

머이’를 채택한 이후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과 과학 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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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주변의 혈맹국인 소련과 

중국은 이미 한국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베트남도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앞당겨 한국과 교류협력하여 경제 재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개발에 대한 

절심함이 한 - 베 협력관계에 중요하게 작용된 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1992 년 이전 한국과 베트남은 정식 수교 관계가 수립되지는 

못했으나, 양국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수교관계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대우, 삼성, 한진, 현대 등 

대기업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을 

이미 마련해 둔 상황이었다. 이 때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인들은 

베트남과의 수교관계를 신속히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과 즉각 수교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1989 년에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베트남은 국제고립에서 벗어나서 

1992 년 한국 – 베트남 수교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영향권을 상당한 가지고 있었던 베트남과의 수교를 통해 

기왕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와의 관계 정상화도 수월하게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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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기대했다. 이로써 한국의 베트남과의 수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베트남도 한국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성장율이 높아졌다. 이는 양자의 관계를 통해 

각자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기에 윈윈(win-win)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 경제적 면에서 베트남과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북한을 소외시키기 위함”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의도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탈냉전기의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대외정책을 수정하면서 양국은 17 년 만에 단절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탈냉전기의 배경 또는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는 

양국 간 수교관계의 필요한 요건일 뿐이고 한국의 정치적 이익과 

베트남의 경제적 이익은 충분한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 – 중 

간 수교로부터 시사점을 얻었을 것이라 보인다. 한 – 중 간 수교서에도 

한국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가 하면,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선결요건으로 한국과 수교관계를 수립한 것이었다. 따라서 상호 간의 

이익이 부합되면 협력문제는 시간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베트남전쟁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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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통해 베트남은 한국과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것이 잘 드러난다. 이는 탈냉전기 시기에 과거사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보 응엔 

잡 (Vo Nguyen Giap) 전 베트남 총사령관은 “ (…)한국의 경우, 

한겨레 신문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양 국민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양국의 우호관계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양국 관계는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하여 우호협력을 통해 

양국은 북아시아,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6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과거사의 문제를 넘어서 

상호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국과 베트남의 사례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탈냉전 시대에서 정치적 

이념의 대립보다는 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6	  http://m.cand.com.vn/Phong-su-tu-lieu/Chuyen-Dai-tuong-Vo-Nguyen-Giap-tiep-
nu-Tien-si-Han-Quoc-163671/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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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loomy memories of the Vietnam War still exist in the societies of 

Vietnam and South Korea until the present day. The two countries overcame the 

pains of the past and achiev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background of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Therefore, it tries to provide 

a careful review and investigation of the two countries’ relations since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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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Vietnam War in 1975 until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Follow the Cold War’s end in the early 1990s, shifting from confrontation and 

tension to dialogue and peaceful cooperation became a global trend, a guideline 

for every country in the world. It was in this favorable international context and 

environment that South Korea and Vietnam were able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Adapting to a changing world, while South Korea launched the 

“Northward policy,” Vietnam proposed the “Doi Moi” (reform) in all terms of 

diplomacy and socioeconomics in 1986. The changes in the two countries’ 

foreign policies had an import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bilateral 

relations. Ultimately, the two signed a formal diplomatic treaty on December 22, 

1992, seventeen years after the Vietnam War’s end. 

 

   Among the studie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Korea,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raises the question of why the two countries were able 

to normalize their relationship, an achievement that came even a few years 

earlier than U.S.-Vietnamese normalization of relations. South Korea was one 

of the U.S. Asian allies that deeply involved in the Vietnam War by sending 

combat troops to the country and conducting severe atrocities such as civ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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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res. These historical facts caused obstacles for South Korea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Vietnam during post-Vietnam War 

context. Moreover, as one of the U.S. close allies in Asia, it was uneasy for South 

Korea in terms of diplomacy and politics to initiate diplomatic relations with 

Vietnam, a former U.S. adversary.  Therefore, investiga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background that created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is crucia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thesis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Section One makes clea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Section 

Two focuses on analyzing the reason that cause the interruption of South 

Korean-Vietnamese relations follow the fall of Saigon and unification of 

Vietnam in 1975 until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Section 

Three analyzes the policy changes of the two countries following the change in 

world context in the post-Cold War era. Section Four points out the reason 

behind South Korea and Vietnam’s decision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1992. 

Section Five summarizes the points that were raised and provides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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