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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답사에 대한 소회
채수홍 (서울 학교 인류학과 교수)

베트남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현지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드물고 
기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서도 베트남이 첫 방문이거나 해외에서 현지연
구를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 좋을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무
엇보다 교수와 학생이 현지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며 숙식을 같이 하는 과정 자체가 
실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해외답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름 성실하게 기획되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에게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관하여 인류학적으로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
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현지연구를 하고 논의를 전개하려
는 “과감한”시도가 오히려 인류학적인 방법의 정신과 장점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
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을 배운 학도가 어느 곳을 지나쳐가든 가져
야하는 안목이 일반 여행자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답사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 특히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하여 보고, 느끼고, 말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를 위해서는 현지연구의 구체적 주제에 꼭 부합하지 않더라도 남부에 가면 꼭 보
아야 할 곳을 탐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탐사가 다른 문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답사팀은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외답사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모두가 모여 팀과 주제를 정했고, 출발 전에 자
신의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여 연구방향에 해 논의하는 시
간을 다시 거쳤습니다. 이밖에도 현지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
여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방문할 곳을 섭외하 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치민 인문사회 학 한국어과의 히엔(Hien)교수, 후텍 기술 학교 한국어과의 만
(Manh) 교수, 그리고 홍방 학 한국어과 로안(Loan)교수가 현지조사의 상이 될 
기관이나 인물을 소개해주고,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연구를 보조할 호치민 인문사회 학 한국어과 학생들을 섭외하여 주었습니다. 현지
에서 도움을 주신 이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지연구는 생각 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답사팀은 5조로 나뉘었는데, 각조
는 전쟁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기억의 정치, 한국인이 거주하는 신도시 푸미흥(Phu 
My Hung)의 한인타운의 문화적 특징, 반미(Banh My)라는 음식에서 엿본 베트남 
문화, 베트남 전통시장과 현 적 시장의 비교, 그리고 베트남인의 한국어 학습 열
풍을 세부주제로 설정하 습니다. 이번 답사자료집의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중요하면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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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학생들끼리 합심하여 열심히 발품을 팔고, 머리를 
맞 고 고민한 결과 원래 기 했던 것보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
고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답사가 끝나는 날 전체가 모여 사전 발표를 진행하면서 
최종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말로는 질책을 했지만, 내심으로는 학생
들의 참신성과 특함에 놀랐습니다. 

답사팀을 이끈 교수로서 학생들의 학술적 성실성과 열정 못지않게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힘든 답사 내내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답사과정에서 짜증나거나 적응하기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갈등을 일으키
거나 단체행동에 부담을 주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학생들의 성
숙한 인내심을 확인한 것은 본인에게도 앞으로 학생을 교육할 때 긍정적인 기억으
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답사가 이처럼 차질 없이 잘 진행된 것은 많은 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
니다. 호치민 현지에서 이미 언급한 분들 이외에도 ‘신한베트남은행’과 가방업체인 
‘신라백’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회의 장소를 무료로 임
하고 저녁을 사주었으며, ‘신라백’에서는 공장견학 외에도 푸짐한 점심과 가방 선
물까지 제공해주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
다. 

끝으로 학과의 강부성 조교가 여행과정의 모든 살림을 성실하게 꾸려주었으며, 
자료집을 편집한 이소 을 비롯한 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의 연구를 잘 지도해 주
었습니다. 이 모든 도움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번 베트남 답사가 이처럼 보람 있게 
끝나기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답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서 감사의 박
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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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국가 개황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이하 베트남)은 중국의 남부 그리
고 인도차이나의 동부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33만 341 ㎢)에 5개의 
직할시와 58개의 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부의 하노이(Hanoi)가 수도이다. 오늘날 베트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공산당과 도이머이(Doi Moi)이다. 유일정당인 공산당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동시에 1980년  중반 이후 도이머이라고 통칭되는 쇄신정책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베트남 국가
체제의 특수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베트남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남부와 북부의 차이이다. 북부는 아열
성 기후이고 남부는 열 몬순 기후이다. 따라서 북부는 미약하게 사계절이 있고 남부는 우기

와 건기로 나뉜다. 북부는 로 중국의 향을 받아왔고 불과 3세기 전에 베트남에 편입된 
남부는 인근 동남아국가와의 접촉을 토 로 성장해왔다. 또한 1945년에 독립한 북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여 남북통일에 성공한 이후 북부는 정치와 교육의 중심지로 남부는 경제의 중심
지로 성장해 왔다. 현재는 오랜 기간 베트남 내의 이주가 활성화되면서 북부, 중부, 남부 출신이 
뒤섞여 있지만 여전히 남부와 북부의 구분은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이다.

베트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눈여겨 볼만하다. 베트남은 2015년 기준 9천5백만 명을 상
회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70%이고 경제활동인구
도 2016년 말 약 55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이 다수를 차지하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부의 하노이와 하이퐁, 중부의 다낭, 
남부의 호치민과 껀터 등 주요한 도시와 인근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인구가 몰려 있다. 거주허
가를 받지 않고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많아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지만 2017년 현재 수도 
하노이에만 약 72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낑(Kinh)족이라고 통칭되는 베트남인이 
85-90%로 절 다수를 점하면서 53개의 소수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베트남 사회가 급속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은 세계화, 자본주의화, 도시화, 산업화 등이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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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변화가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베트남을 단순한 수치로 이해하거
나 고정된 특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도시 내의 빈부차이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력의 차이 등도 현격하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부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베트남의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기본적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 것이다.            

<베트남 개황>

일반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면        적: 331천 km2(한반도의 1.5배)
기        후: 아열대성 (북부), 열대성 (남부)
인        구: 9천5백만 명 ('15)        /    수        도: 하노이       
민        족: 베트남인(86%), 기타 소수민족
언        어: 베트남어
종       교: 불교, 가톨릭

정치

독   립   일: 1945. 9. 2. (프랑스)
정 부 형 태 : 공산당 1당제
국 가 원 수 : Tran Dai Quang 주석
의       회: 임기 5년 단원제 (500석) - 현 제14대(16-21년) 491명
주 요  정 당: 베트남공산당 (실질적 일당체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WTO, APEC, IBRD, IDA, IFC, ADB, ASEAN 등

경제

화 폐 단 위 : Dong (D)
회 계 연 도 : 1. 1. ∼ 12. 31.
산 업 구 조 : ('15) 서비스업 44%, 제조업 39%, 농업 17%
주요수출품 : ('15) 의류, 신발, 전자제품, 수산물, 원유, 쌀, 커피, 목재제품
주요수입품 : ('15) 기계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원자재, 플라스틱류, 
국제 신인도 : OECD 5등급, Moody’s B1, Fitch B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7,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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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2017 『베트남 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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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문화

베트남 사회와 문화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은 
동북아시아의 유교문화권과 륙부 동남아시아의 불교문화권의 점이지 에 위치해 있다. 중국
과 인접한 베트남 북부는 상 적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동남아국가와 인접한 남부는 불교적 
전통이 강하다. 하지만 베트남 전역이 유교와 불교의 전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베트남은 양 문화권의 점이지 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특성이 뒤섞여 있는 역사의 산물이다.  

베트남의 가장 큰 명절은 뗏(Tet)이라고 불리는 구정이며 조상숭배와 효의 관념도 강하게 
남아 있다. 평상시에도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는 가정이 많고 구정이 되면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을 찾아 장기휴가를 떠난다. 동시에 베트남인은 불교신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불교사찰을 수시로 방문하여 가족과 자신의 평안함을 기원하기도 한다. 
한국인이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상 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베트남인에게 유독 친근감을 느끼
는 이유도 양자가 이처럼 종교적 전통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다른 점도 많다. 예를 들어, 
베트남 말과 우리말을 비교해 보자.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한자어의 향을 많이 받았고 어휘
의 약 50-70% 정도가 한자에서 기원했다. 그 결과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의 단어와 어휘가 비슷
한 것이 많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한자 신 알파벳으로 표기될 뿐 아니라 성조가 있어 한국인이 
읽고, 쓰고, 알아듣기 쉽지 않다.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6개의 성조(남
부는 5성)를 제 로 발음하면서 의사소통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양국은 역사도 매우 유사하다. 우리의 고조선과 단군신화에 비견할 수 있는 반랑국의 건국신
화가 있으며 기원전 7세기경에 어우락(Au Lac)국을 세운 이후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한나라의 1천년 지배 (BC111- AD972), 레(Le) 왕조 (980-1009), 
리(Ly) 왕조 (1009-1225), 쩐(Tran) 왕조 (1009-1225), 후기 레(Le) 왕조 (1427-1789)를 거치
면서 중국의 패권에 맞서 갈등을 빚었고 많은 전쟁을 겪은 점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근현
사의 경우에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겪은 점과 해방이후 남북의 이념에 따른 분단도 우리 역사
와 동소이하다. 물론 베트남은 북부의 공산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열강과 줄기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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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웠으며 그 결과 통일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근·현 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일 이후 공산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구소련 등의 몰락으로 인하여  
다시 한국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된다. 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국가
의 경제개발정책을 토 로 외국자본에 의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실제
로 베트남이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의 하나가 한국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의 기본이념과 정치체제가 살아 있는 나라이고 산업화와 노동정책 등에서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베트남이 중국과 동남아의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는 다민족 사회라는 점도 우리와 다른 점이
다. 베트남은 비엣족(越族 혹은 kinh 族)이 지배민족이지만 약 5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베트남은 다른 다민족사회와 비교하여 민족문제로 인한 내부갈등이 상

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민족문제로 인한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민족 다수가 
살고 있는 중부 산악지역은 소수민족 권리문제에 민감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남부의 
참족과 크메르족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웃국가와의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부의 
홍하델타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베트남 봉건왕조가 점차 남하하여 불과 3세기 전인 18세기 말경
에 이들 민족을 정복하고 토를 지금의 베트남 남부까지 확장하 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 
이후 화교자본에 한 견제나 중국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어 화교에 한 탄압이 시도된 적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토분쟁으로 인한 충돌이 여러 차례 일어나 양국민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

둘째, 베트남은 동남아 륙부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킨 역사적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편
으로, 봉건왕조시 부터 태국과 인도차이나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열
강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성장해 왔다.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패권국 중국과 크고 작은 전쟁만 
12번을 치룬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10세기까지 1천년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몇 차례를 제외
하고는 중국을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19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간 프랑스의 식민정
부에 항하여 싸웠으며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베트남이 중국을 
비롯한 강 국을 항상 경계하고 동시에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도 이런 역사 때문이
다.

셋째, 베트남은 인근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사회주의적 이념과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80년  중반부터 도이머이(Doi 
Moi)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쇄신(刷新)을 
의미하는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 도이머이를 매개로 베트남 사회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
로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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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시장에 투자를 한 한국기업은 현지 사업가나 근로자와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는 베트남 사회의 이와 같은 역사적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적, 문화
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읽을거리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이산.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Keyes, Charles
 1977  The Golden Peninsula: Culture and Adaptation in Mainland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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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외교     

베트남은 일당독재국가이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정치문화로 인해 다른 사회주의국
가와 비교할 때 민주적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다. 중앙, 지방, 기초 단위로 나누어진 당의 조직도 
하위단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며 유기적으로 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의 높은 
지위에 있는 간부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낮은 단위의 당 세포의 성원을 마음 로 징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명하달 못지않게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도 상 적으로 덜 강압적이어서 매우 낮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과 자유롭게 화를 나누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고 주요 권력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관례도 정착되어 있다. 
부패에 연루된 정치지도자가 낙마하는 경우에도 권력을 북부, 중부, 남부 출신이 가능한 한 
골고루 나누며 한 지역출신이나 한 지도자의 계보에 속하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집단지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 특정 세 의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물론 막후에서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원로 보수파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소장 개혁파 사이의 갈등이 일부 정치·외교
적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적 
보복 등이 적어도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권력 장악을 위하여 지역, 민족, 성 등을 활용하여 
지배적 담론을 조작하는 것도 목격하기 힘들다. 그 결과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지도자
의 부패 등의 문제를 서로 눈감아주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나 농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이들은 출신성분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산당원이 되고자 할 때 우 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생활이 상 적으로 어려워진 노동자와 농민의 부분은 이념에 따른 정치적 
우 보다 실질적인 경제의 향상을 바라고 있다. 당원이 되는 것보다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이 쌓이고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제 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국가에 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이 
잠재적인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와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
의 불만이 지배집단이나 정부에 한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2000년 이후 점증하고 있는 노동자의 파업이 점진적으로 단순한 노사갈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베트남의 정치체제에 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2 -



<2017년 현재 베트남 정치구조 개요>

1. 정치구조의 특징
 -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체제. 당이 행정부, 국회,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력 상 

우위에 있음.
2. 고위직과 지도자 
 -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 국가수반(주석):  쩐 다이 꽝 (Tran Dai Quang) 
 - 총  리: 응웬 쑤언 푹 (Nguyen Xuan Phuc) 
 - 국회의장: 응웬 티 낌 응언 (Nguyen Thi Kim Ngan) 
3. 주요 정치기구
 - 공 산 당: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국(14명)이 주요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관.  정치국 지도 아래 당 중앙 서기국(9명)이 당과 국가
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 

 - 행 정 부: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며 내각과 의회의 임기는 5년
 - 국    회: 단원제로 의원수는 491명. 국회(quoc hoi) 임기는 5년. 국회는 대통

령과 내각을 임명. 2006년 베트남 공산당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세
대교체 이루어짐. 

 - 지방정부: 중앙집중제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각 급 인민의회의 감시를 
받음. 중앙정부 아래에 특별시(thanh pho)․省(tinh) ⇨ 꾸언(郡)․후옌
(縣) ⇨ 프엉(坊)․싸(社)로 구성.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유일한 정당인 공산당이 지배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국회와 행정
부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반 하듯 정치서열 1위는 공산당 서기장이다. 
그 뒤를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잇고 있으며 공산당 서기국의 책임서기도 5  요직 가운데 
하나이다. 도이머이 이후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국가주석과 총리의 권한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정
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은 여전히 공산당의 정치국과 서기국에서 정한다. 따라서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월 제 12차 공산당전당 회에서 서기장 유임 및 여타 지도부가 
내정되면서 같은 해 5월 국회가 지도부를 공식 교체하게 되었다. 당서기장은 온건 중도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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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푸 쫑이 유임되었으며,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쩐 다이 꽝이 선출되었고, 총리는 개혁파인 
응우옌 쑤언 푹이 선출되었다.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 수준이다.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한 반발세력은 미약해 보이므
로 현재 정치적 안정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머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베트남 공산당의 이념과 정부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외국자본의 유입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련의 정치개혁이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 10차 공산당 전당 회에서는 사업가에게 당원자격을 주고 당원에게도 리
사업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개혁성향의 남부출신 지도자들이 당서
기장을 제외한 국가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위한 정치적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추이에 발맞추어 아직은 공권력을 의식하며 정치적 발언과 실천을 
자제하고 있는 기업가와 여러 시민사회의 세력들이 현 정치체제 내에서 세력 확장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개혁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시민사회 공간의 
확 는 노동자의 불만과 함께 베트남의 정치체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도이머이는 국내정치 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하고, 민주적인 사고의 도
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의 외교전문가들은 전후 베트남을 20년 동안 저발전의 상태로 
만든 외교적 실책으로 두 가지를 언급한다. 하나는, 구소련을 제외한 주변의 강 국과 립적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미국과는 전쟁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실패
했고, 중국과는 국경문제와 인도차이나 패권을 놓고 심각하게 립했다. 또 하나는, 캄보디아로 
군 를 파견함으로써 중국의 개입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베트남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1989년 캄보디아에 주둔하던 
베트남 군 의 철수 다. 이후 베트남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정판이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ASEAN) 가입이다. 아세안의 창립국가들은 도이머이가 
시작된 80년  중반부터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베트남에게 아세
안의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을 수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90년 에 들어서
면서 구소련의 몰락으로 기댈 둔덕을 잃어버린 베트남은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하면서 
국제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아세안 가입을 디딤돌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교 다변화(da phuong hoa)정
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998년 5월에 열린 제 6차 (공산)당 회는 아시아-태평양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통해 경제개발과 평화유지를 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다변화에 힘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미국의 통상봉쇄(embargo)에 따른 정치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 때문이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한 한 달 후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 으며 1998년에는 APEC에 가입하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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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베트남은 1999년 제 7차 당 회에서 모든 국가 특히 강 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2001년 제 9차 당 회에서는 강 국 간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외교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2005년 7월에 쩐 득 르엉
(Tran Duc Luong) 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해상 및 육상 국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2007년 6월에는 응웬 밍 찌엣(Ngueyn Minh Triet) 통령이 역사적인 미국 방문
길에 오름으로써 양국관계가 정상화됐음을 세상에 알렸다. 이처럼 베트남은 이념과 안보 일변도
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리와 경제에 무게를 둔 외교를 추구하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줬다. 
실리외교가 베트남 경제를 급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정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은 이러한 믿음을 실현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2006년에 WTO에 가입한 뒤로 베트남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UN 비상임이사국으로 지정되면서 베트남은 국제
외교무 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외교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교적 난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
남 외교의 가장 큰 숙제는 급격하게 커져가는 중국의 향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은 베트남
의 제 1위 교역국이나 1979년 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2009년 
중국과의 육상 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해역에 한 유권 분쟁
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2014년 5월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석유탐사를 개시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는데, 2015년 중국 
해군선박 베트남 국 석유개발공사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트남에서의 
반중정서가 확 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에 공동 응
하고 싶어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웃국가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두려
워 할 뿐 아니라 베트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중국과 비교할 때 상 적으로 적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아세안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 군사기지를 허용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미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1995년 관계 정상화 이후 2001년 무역협
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에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
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미국은 베트남의 최  수출 상국이며 
전반적인 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나 다만 미국이 정치범· 종교인 억압, 언론자유 침해 등 
베트남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양국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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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경제     

1) 베트남 경제와 향후 전망

오늘날 베트남 경제는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로의 이행 실패, 개혁개방정책이라는 세 가지 
역사적 요인의 산물이다. 개혁개방정책은 베트남 전쟁으로 상처입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의해 
다시 상처 입은 베트남 사회와 경제를 치유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사회에 미친 끔찍한 향은 잘 알려져 있다. 몇몇 통계수치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삶들이 
파괴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64년부터 1972년 사이에만 2차 세계 전 중 유럽과 아시
아에 투하된 전체 폭약의 두 배가 넘는 1천5백만 톤의 폭약이 퍼부어졌다. 이로 인해, 1천만 
명의 피난민, 1백만 명의 과부, 88만 명의 고아, 25만 명의 마약중독자, 30만 명의 매춘부가 
생겨났다. 전후 베트남 경제는 이러한 폐허 속에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전쟁에 모든 부를 소진한 
북부는 물론이고 외국상품의 지원과 미군(GI)의 지출에 의존하던 남부의 경제적 후유증도 심각
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산당과 정부는 전후경제 건설에 해 낙관적이
었다. 오랫동안 분리된 채 성장해 온 남부와 북부의 장점을 통일하면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런 믿음을 기초로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산화를 추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농업부문에서는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수매가를 낮게 책정하고 비현실적
인 할당량 징수를 강행하면서 농민의 저항을 초래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부분의 국 기업이 
원자재, 부품, 연료부족, 경 기술 낙후로 50% 이하의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
원을 포함한 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이 소비재의 절 부족으로 고통 받으면서 뒷거래를 통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정책(hard reform)이 경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감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1980년 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도 유사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조응하여 ‘제 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혁명적인 열정보다 (현실의) 객
관적인 법칙을 인정”한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하게 된다. 이후 부분적으로 도입한 사적인 경제활
동이 생산력의 증 를 가져온 것을 계기로 1986년 ‘제 6차 공산당 전당 회’에서 도이머이(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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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를 승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국가의 가격통제, 집산화, 평준화된 
임금체계 등이 재검토되고 사유화를 확 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정책적 변화가 시작된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경제의 성적은 눈부시다. 1989년부터 은행시스템 개혁, 내외교역에 
한 규제완화, 환율조정 등을 통해 GDP를 8% 이상 성장시켰으며 농업개혁을 통해 식량부족에

서 벗어나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도약하 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됐는데, 1997년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GDP 성장률이 4~5% 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1990년  
GDP 평균 성장률이 7.6%에 이를 정도 다. 2000년 이후에도 베트남의 고도성장은 멈추지 않았
다. 2001년에 미국과 일반무역협정(NTR)을 체결했으며, 2006년 11월에는 베트남 정부의 숙원
이었던 WTO 가입이 이루어졌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를 얻었고, 곧바로 역내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은 세계자본주의 체
제로 급격히 편입되어갔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베트남으로 몰려들었고, 이에 힘입어 베트
남은 2000년 이후 연평균 7.38%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어왔다.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최빈국으
로 전락했던 베트남이 신흥유망시장(Emerging Market)을 표하는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의 1인당 GNP는 해방이후 100여 달러에서 2007년 
710 달러까지 증가했다. 약 5년이 지난 2011년에는 1200달러를 넘어섰고 2017년 현재에는 
약 2000달러에 다다른다. 개인소득의 증가는 빈곤을 치유하고 소비의 수준을 높이는데 공헌하

음은 물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유층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경제개발과 함께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힘입어 개발도상국의 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를 누리는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도 고도성장에서 불거지는 여러 사회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물가상승률이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다. 2004년 7.7% 던 물가
상승률은 2007년 8.3%에 이어 2008년은 20% 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었
다. 이후 2009년에 6.88%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가 싶었지만, 이듬해 
9.19%, 2011년 18.58%로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불안정한 물가상승률을 보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베트남 동화환율이 미국달러에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베트남의 유동성 확 가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IMF를 비롯한 국제기
구들이 베트남 경제에 경고를 보냈다. 2008년 당시 사상 최고인 66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물 듯이 몰려들었고, 베트남 재외교포(Viet Kieu) 및 해외근로자가 베트남
으로 보내는 송금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문제 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축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했고, 이로 인해 2013
년까지 6.6%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은 2015년 0.6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현재 3.7% 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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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3년까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했던 베트남 경제는 소비

와 투자가 위축되어 있던 상태 고, 국 기업과 은행부문의 부실문제 심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
이 5% 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전자 및 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직
접투자도 확  되면서 경제성장률은 다시 6% 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 경제성장
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우선 미국 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또는 장기표류로 인해 베트남의 외국
인투자 유입감소와 미 수출 위축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2016년 4월 베트남 중동부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인 ‘포모사 사태’와 
늘어나는 정부 부채로 인해 당분간  베트남 정부는 경제 내실 돌보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집접투자(FDI)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출
도 지속적으로 확 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베트남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은 낮지 
않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중이 70%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에 한 경제활동인
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한 잠재력은 
두고 볼만 하다.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수지/GDP(%) 4.5 5.1 0.5 0.4 0.1
1인당 GDP(US＄) 1,902 2,050 2,088 2,164 2,307
경제성장률(%) 2.4 6.0 6.7 6.1 6.2
산업생산증가율(%) 5.9 7.6 9.8 7.5 - -
실업률(%) 2.2 2.08 2.31 2.30 2.28
연평균 환율(대 달러화) 20,991 21,137 21,920 22,369 22.449
수출(백만 달러) 132,032 150,217 162,112 170,680 195,572
수입(백만 달러) 123,319 138,091 154,716 161,657 187,522
외환보유고(억 달러) 320 342 396 410 420

(자료: 2017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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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

베트남은 교육열이 매우 높아 훈련이 잘 되고 지식을 갖춘 인력이 많은 곳이다. 자식을 교육시
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부모의 열성도 단한 곳이며, 노동자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외국어
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상 적으로 높은 외자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숙련도, 관리능력, 경 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배우기 시작한지 20여년이 갓 지났고 산업구조도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베트남에서 외자기업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20여
년이 되어감에 따라 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 숙련도가 높은 현장근로자, 
능력 있는 사무직과 관리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0년  후반 이후 베트남 노동시장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학을 위시로 
한 고급인력 양성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둘째, 기술직 고급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숙련공은 이직이 언제든지 가능해서 노동시장의 상황
에 큰 향도 받지 않는다. 셋째, 단순노동을 하는 인력은 수급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의 부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회사는 인력을 일정 수만큼 유지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베트남 노동력에 한 평가와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단순노동위주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한 기술적인 불만은 많지 않다. 개방초기에는 사회주의 국 기업의 체제
와 노동환경에 익숙한 근로자나 농촌지역 출신의 근로자가 외자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은 다수의 근로자가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자본주의적 경 에 
익숙해져 상당부분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베트남의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9천 5백만 명이다. 정확한 최근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년  말의 통계를 참조해 볼 때 전체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모두 75% 가량이다. 이 가운데 고용된 노동력은 4천 5백만에서 5천만 정도이고 실업률은 2016
년 기준 2% 정도이다.

수치상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노동계약 체결을 통한 
실질 취업자이다. 나머지는 자 업자나 소규모 서비스업에 임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비스업이 2차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공장 노동자의 임금과 서비스업의 임시직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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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낮은 농수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여전
히 매우 높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농수산업 종사인구는 48.2%나 
된다. 이에 비하여 산업분야의 인구는 22.4%이고 서비스분야의 인구는 29.4%이다. 하지만 
2015년을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을 보면 농업이 12.7%, 공업이 33.2%, 서비스 분야가 39.6%이
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농촌에서 공업과 서비스가 집중된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며 안정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인구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인력풀이 풍부한 것이다.

<베트남 연간 GDP 성장률>
(단위: 억 달러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1558 1712 1862 1932 2026

증가율 5.25 5.42 5.98 6.68 6.3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17)

이와 더불어 노동력의 구성이 젊다는 점도 장점이다. 2016년 기준 평균연령이 30세에 불과하
고 15~65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인구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매년 
평균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데도 근로가능인구는 매년 1백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높은 교육열과 체계화된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어 인적자원의 질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교육제도와는 별개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관도 많다. 

노동력분포는 도·농간,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실상 
이주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주민등록(ho khau)에 한 통제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호치민과 인접지역에만 비공식적으로 1천
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 있으며 하노이와 인근에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중부의 

도시와  남부의 메콩 델타에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서부와 고원지 에는 10% 
미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베트남이 신흥유망시장으로 각광받으며 외자기업이 거 진출한 이유는 이처럼 베트남의 노
동력이 저렴하고 예비 노동인력도 풍부하다는 강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 베트
남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급인력만이 아니라 단순노동인력까지 노동력의 수요
와 공급의 불안정과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공단 및 수출가공지역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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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기업인에 따르면 2000년  후반 이후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낮추고 높은 급여와 각종 
수당을 제시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높은 물가와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도시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보다는 아예 귀향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기업인의 설명이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처럼 도시는 고급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숙련된 근로자, 중간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외자기업
이 도시로 몰리고, 규모 투자기업을 비롯해 IT 분야 등으로 투자업종마저 확 하면서 고급
관리, 재정·회계, 마케팅  분야에서는 기업 간 고급인력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00년 말부터 세계경기가 위기수준까지 급랭되면서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베트남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앞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우수인력을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2011년에 어떤 기업은 어통역 1명을 
채용하는 광고에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드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불법파업에 해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자물가를 잡으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2012년 들어 
요동치던 노동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물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임금상승요인이 
불안정성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시장에서 수요자가 
우위를 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인건비의 하락도 기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2) 임금 수준
 
베트남 정부는 1999년 제정된 최저임금을 6년만인 2006년 1월 6일 시행령을 공포하여 상향

조정했다. 이 시행령은 2006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999년 비 25% 
상승), 실질임금 인상률(1999년 비 35% 상승), 국 기업 최저임금 인상률(1999년 비 39% 
상승)을 반 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년 1월 28일 베트
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계획안(20-KL/TW)을 다시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12년까지 베트
남기업과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가 담겨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수준으로 그리고 외자기업은 매년 13~15% 비율
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놓은 바 있다. 2009년 이후 매년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매년 15-25%
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인상의 주요 원인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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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한 연구(Do 
Quynh Chi  2011, p. 7)에 따르면 베트남의 부분 기업에서 기본급은 최저임금 선에서 정해지
며 노동자가 받는 총 임금의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도 2000년  후반 이후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세계경제 불황으로 임금인상률이 주춤하기 전까지 베
트남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7%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지 기업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
지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평균 20~30%에 이르 다고 한다. 이후 임금인상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외자기업의 임금인상률은 35% 이상이었다.   
  

화이트칼라 임금인상률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2000년  중반에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8-10%에 머물러 있었다. 고급인력 시장에서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급으로 재무, 회계, 

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임금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인상률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역전 현상
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매년 20-30% 정도가 오르고 있다. 물가가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소비수준도 20-30% 상승하면서 임금인상에 한 기 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구역별 구분 표>

구  역 지   역
제1구역 호찌민시, 하노이시, 동북부 꽝난성, 중부 다낭시, 동남부 빙

즈엉성, 바리어 붕따우성, 동나이성 등
제2구역 북부 하이퐁시, 빈푹성, 타이뉴엔성, 카인호아성, 메콩 델타 

지방 롱안성, 안정성, 껀터시, 카마우성 등
제3구역

박닌성, 하이즈엉성, 흥옌성, 빈딘성, 자라이성, 닥락성, 람돈
성, 닌투안성, 빈투안성, 메콩 델타 지방 티엔쟝성, 빈롱성, 벤
체성, 키엔성, 아후쟝성, 속쟝성, 박리에우성 등

제4구역 기타
(자료: 베트남 사회원호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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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2012 2013 2014 2015 2016
제1구역 48.1 17.5 14.9 14.8 12.9
제2구역 48.3 18 14.3 14.6 12.7
제3구역 47.6 16.1 16.7 14.3 12.5
제4구역 68.7 17.9 15.2 13.2 11.6

평균 상승률 53.2 17.4 15.3 14.2 12.4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

베트남의 지속적인 임금수준은 경쟁상 인 중국보다는 아직 낮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의 추이
로 볼 때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경쟁국가인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의 급속한 임금인상은 아직도 열악한 인프라 및 인력의 질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베트남의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더
라도 베트남은 여전히 중국의 50%에 불과한 인건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현재와 같은 임금인상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5년을 버틸 수 없으며 실제 2012년에 도산한 
노동집약적 기업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생산성이 특별히 오르지 않는 상태
에서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만들어낼 결과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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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 한국국제노동재단 
  2006  세계화와 베트남 경제발전 전략. 2006 세계노사정대표단 초청 세미나(5).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베트남의 사회보장”.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71-76. 
￭ KOTRA
  2008  “베트남, 불법 파업시 참가노동자가 손해배상 의무”. <globalwindow>
  2009  “호치민시 공단, 경기침체 속에서도 구인난으로 어려움 겪는 중”. 
<globalwindow>
  2009  “베트남, 올해 기업 중 40%만 신규 채용 계획”. <globalwindow>
  2009  “2009년 베트남 노동시장의 변화”. <globalwindow>
￭ 노동욱
  2010 “베트남, 경기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 KOTRA. 
￭ 이흥식 외 1명
  2010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 한국과의 무역 및 한국기업 진출현황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로 양국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매년 20% 의 교역증가율을 보이면서 처음 5억여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은 2017년 상반기 
현재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양국 교역이 이처럼 확 된 이유는 한국 상품의 베트남 수출
이 증가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베트남 기업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석유제품, 철강,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 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
다. 이처럼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현지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베트남의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급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의 상당수가 
베트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후반 이후 양국의 무역 및 자본투자는 양적으로 확 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무역과 관련하여 불균형 교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무역적자가 40-50억 달러에 이르자 2007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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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세인상 조치 등을 취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했다. 이로 인하여 2008년 한 해에는 무역적자 
폭이 일시 개선되는 듯이 보 다. 하지만 한국에서 농수산물, 광물, 원유 등의 수입을 늘려 무역
적자의 폭을 줄이려고 해도 수출품목이 다양하고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한국제품의 베트남 수출
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서 수입하
고 있는 주요 품목인 의류와 신발이 현지 한국기업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기 비 18.8%인 반면, 수입은 24.1% 증가했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 상국이자 
2위 수입 상국이라는 위치를 반 했을 때,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베트남이 한국의 4위 수출 상국, 10위 수입 상국이었으나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양 국가 간의 수출입국 순위가 변동(2017년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 상국이자 8위 수입 상국)되었음을 고려함으로서 예측가능하다. 

<최근 베트남 수출입실적(억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에서 재인용, 본 자료출처는 베트남 세관)

<對베트남 수출입실적(백만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에서 재인용, 본 자료출처는 베트남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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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실적(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에서 재인용, 본 자료출처는 베트남 관세청)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실적(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에서 재인용, 본 자료출처는 베트남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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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부터 12년까지의 수출입 실태를 고려했을 때, 양국의 산업경쟁력에 차이가 확연한 만큼 
무역부문 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이 베트남과 지속가능한 경제관계
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ODA와 FDI를 확 하여 경제개발을 돕고 고용창출에 공헌하는 것이 
현실적 안으로 보인다.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에서 그 동안 섬유, 신발, 전자 등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고용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현지에서 활동하
는 한국 기업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도 고용창출이며 베트남 정부의 규제에 부딪힐 때면 
이런 공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한다. 

최근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신규진출이 주춤한 상태며 규모 건설 프로
젝트가 가장 눈에 띠는 투자부문이다. 베트남의 주요 도시의 형건물, 아파트, 리조트, 골프장, 
공단 등을 건설하기 위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유통
과 소비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도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모기업을 둔 마트, 빵집, 
식당이 베트남 도시의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아직 초보적인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진 보험, 금융, 법률 서비스 등의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과 비교하여 한국이 경쟁력에 절  우위를 가지고 있는  
IT분야의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금융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경쟁적으로 
확 되고 이에 따라 IT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의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요 수입 품목(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에서 재인용, 본 자료출처는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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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의 베트남 투자의 성격이 노동집약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임금상승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과정이다. 또한 단순히 현지의 노동을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창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동시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현지인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규모의 형화와 투자부문의 다양화가 장점
과 함께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양자의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점진적인 투자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공장처럼 투자규모도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기업의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현지 유통, 소비, 금융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의 베트
남 투자는 호치민, 동나이(Dong Nai)성, 빈증(Binh Duong)성, 바지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으로 표되는 남부지역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남부의 사회간접자본이 상 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상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도 이와 같은 지역불균형
을 의식하여 최근에는 가능한 한 북부의 하노이나 하이퐁 인근 그리고 중부의 다낭 인근에 투자
를 분산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 중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도 나날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기업이 상 적으로 미발전된 북부와 중부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도시에서 떨어진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다. 노동집
약적 산업의 경우 이전에는 인프라와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도시 인근 공단만을 고집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약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인근에서 인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이 베트남에는 의외로 많다. 남부의 메콩 델타나 하노이에서 1-2 시간 떨어진 성들이 표적인 
예이다. 이런 곳을 선택할 경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고 지역의 표기업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한국정부가 이런 지역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ODA 제공에 나서고 한국기업이 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양국 경제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최근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신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백만, 신고기준>

(출처: 본 자료출처는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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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는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베트남 경제는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외채, 
환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과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세계경기에 아주 
민감할 뿐 아니라 임가공을 위주로 하여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자재와 기계의 수입이 증가하는 
수직형 분업체계의 하층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그 로 답습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베트남이 보유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양질의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양국의 문화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은 베트남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의 특수한 법률, 행정제도, 투자제도를 익히고 노동관행과 
문화를 현지인의 시각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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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전쟁기념박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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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쟁 유적은 무엇을 위하여 남아있는가?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공간은 ‘있는 
그 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서 보존되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인위적 의
도와 주관이 개입된 기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역사적 공간은 과거의 역사적 
기억 즉, 현재 부재한 것을 현전화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때 역사적 기억은 ‘진정성’ 즉, ‘진짜 기억’이라는 가치의 
천막을 뒤집어 쓴 채로, 전쟁의 아픔과 같은 범인류적 윤리나 반미주의와 같은 이
데올로기적인 메시지 등을 운반한다. 따라서 역사적 공간에서 전달할 메시지를 결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마부가 누구냐에 따라 역사적 공간의 형태와 특성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쟁 유적은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상품화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에서 상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변모할 가능성을 지닌다. 그래서 관
광 상품화된 전쟁 유적은 당시의 기억을 전달하기보다는 유흥거리가 될 수도 있다.  
관광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쟁의 
경험과 같은 특별한 과거의 경험은 관광을 통해 그저 재밌는 탈일상을 경험하고픈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자본을 증식할 효자 상품이 된다.
  베트남 전쟁유적을 다룬 최호림의 논문은 이러한 전쟁의 기억과 상품화 사이에
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말했듯 기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전쟁 유
적은 ‘진정성’ 있는 혹은 ‘진짜’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도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품화라는 맥락은 이러한 ‘진짜’라는 가치의 개입을 가로막는다. 전
쟁의 기억이 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상품은 화폐로 환산되는 양적인 가치를 지니
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1995년도부터 관광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정책적 차
원에서 전쟁의 경험을 관광 상품화하기 시작하 다. 최호림은 이러한 정책적 차원
의 관광 상품화 작업 속에서 전쟁 유적이 점점 소비거리, 유흥거리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베트남 구찌 터널이 테마파크화 되었음을 언급하
며 전쟁이 상품화되는 양상을 그린다.
  그러나 본 조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호치민 시에 위치한 전쟁기념박물관의 경
우 테마파크화 되었다거나, 소비거리, 유흥거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전
쟁을 다루는 장소들이 일률적으로 관광상품화에 따라 변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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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지니는 고유한 속성에 따라 차별적인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전쟁 유적이 초국적 자본주의 질서 내에 편입하면서 변화하는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개별 사례를 통하여 전체 모습을 일반화할 게 아니라, 각각
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풍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본고는 호치민 전쟁기념박물관을 기억의 장소로 파악하고, 전시를 구성하
는 메시지와 그 매체에 해서 분석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억과 상품
화의 경합이 각각의 장소가 지니는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보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전쟁기념박물관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둘째, 이러한 메시지 전달을 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 상은 호치민시에 위치한 베트남전쟁기념박물관을 상으로 삼았다. 구찌터
널과 달리 전쟁의 기억과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공간이었고, 최호림의 논문에 
등장한 상품화로의 양상과 비교하여 서술할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 기에 선
정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기념박물관은 호찌민시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기존에는 베트남 내에
서 벌어진 중국과 미국의 전쟁 범죄 박물관이었으나, 개방 이후 외국 관광객들의 
반감을 우려하여 명칭을 변경하 다. 베트남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전쟁의 참
상, 고엽제의 피해와 전쟁 이후 수교 상황 등을 총 13개의 전시관으로 전시해놓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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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은 3층부터 시작한다. 3층은 1관부터 4관까지가 위치해있는데, 주된 전쟁
범죄의 내용 및 통계와, 전쟁의 참상을 다룬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1관: HISTORICAL TRUTHS : 베트남 전쟁의 각종 범죄와 참상의 사진 및 통계 제시 
2관: REQUIEM : 전쟁의 참상을 다룬 종군기자들의 인도주의적 사진 제시

3관: VIETNAM-WAR and PEACE : 일본인 종군 기자의 베트남전 참상 사진
4관: AGENT ORANGE IN THE WAR : 일본인 종군 기자의 고엽제 피해 사진 

 2층에는 3층에서 다뤘던 범죄의 온상과 전쟁 참상에 한 보다 자세한 사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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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되어 있는 6관과 7관이 위치해 있다. 

6관: WAR CRIME : 전쟁 범죄 사진관
7관: THE CONSEQUENCES of AGENT ORANGE DURING AMERICAN WAR IN 

VIETNAM : 고엽제의 피해 사진관

마지막으로 1층에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반 하는 국가에서 벌어진 반  시위등의 
사진을 전시한 10관과 다용도 전시실, 외부 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10관: THE WORLD SUPPORTS VIETMNAM’S RESISTANCE
11관: 다용도 전시실

12-13관: 외부 전시실 

 연구방법은 전시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진행하 다. 
전쟁 유적은 여러 경험과 진정성, 상품화라는 가치가 중층적으로 뒤엉킨 텍스트이
기 때문에 관광과 기억의 정치를 연구하기 위해선 이를 풀어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전시 내용과 방식, 구조의 배치를 중점으로 메시지
와 사용된 매체의 특징을 풀어내는 데에 집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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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물관 연혁

<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 >

   베트남 공산당정부가 사이공을 함락시키고 몇 달 후인 1975년 9월 4일에 ‘미국
과 괴뢰1) 범죄 전시장(the Exhibition House for U.S. and Puppet Crimes)’이
란 이름으로 개관을 하 다. 호치민시 중앙에 있는 이 곳은 원래 미군 정보부 건
물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전시장(the exhibition house)공간은 호치민시뿐
만 아니라 베트남 전역에 세웠는데 이는 호치민과 같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만 세
워진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세워진 경우도 있다. 전시관은 1950년  일어났던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부터 적국이 저지른 전쟁의 잔혹한 실상에 한 전시를 사진
뿐만 아니라 모형 전시 등을 통해 베트남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했던 중
요한 장소 다. 예를 들어 하노이에 있는 한 절에 설치된 전시관과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공산혁명 기간 동안에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있어났던 전쟁범죄를 전
시하 다. 이곳은 1954년 프랑스에게 승리한 이후에는 폐관을 했다가 미국과의 전
쟁이 시작되고 폭탄 피해와 같은 미국의 전쟁범죄를 전시할 목적으로 1964년에 다
시 개관을 하 다. 다낭과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 있는 전시관과 같은 목적으로 

1) 월남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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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열었고 미손에 다른 하나를 1976년에 열었다. 하노이와 다낭에 있는 전
시관은 미국 정부와 1990년  초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관계 개선이 일어
나자 전쟁에 관한 시각 전시물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닫았다(Schwenkel 
2009:163). 
   호치민 전쟁박물관 역시 개관을 했던 1970년  후반에는 베트남 공산당정부가 
월남 정부 당시 수도 던 사이공, 즉 오늘날 호치민이라 불리는 이곳 인민들의 반
미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었다. 개관 당시 전시장의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에 한 적의와 잔인함을 강조하며 반미를 통한 국가정체성을 형성
하고자 한 시설이어서 관심을 모았고 개관이후 도이모이(刷新)이전까지는 관광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베트남 자국 관람객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베트남 전쟁은 
현지에서 문으로 미국전쟁(American War)이라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국에 한 적개심을 통해 통일 베트남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고 사이공을 비롯
한 남베트남지역을 새로 통치하는 베트남 공산당정부의 통치정당성을 부여할 목적
도 담겨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 공산당 정부의 정당성과 관련이 깊었던 이 전쟁박
물관은 호치민을 위시한 1990년에는 ‘전쟁과 침략 범죄 전시장’으로 순화
된 표현으로 바꿨다. 이는 도이모이 이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
쟁박물관을 국가정체성의 형성 공간이 아닌 관광자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12월 22일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

< 미국・한국의 베트남 국교정상화 >

교를 재개하 고 1995년 8월 5일에는 미국과 베트남이 20년 만에 외교관계 정상
화를 공식적으로 수립하 다. 양국 관계를 복원한 이후에는 ‘전쟁 유물 박물관
(War Remnants Museum)’으로 명칭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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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의 수교 이후에는 한국군 관련 자료가 부분 제거 되었고 현재는 전쟁 
중 5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
도 부산을 떠나 베트남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는 한국군 자료가 전시되었으나 답사
를 했던 당시에는 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베트남전쟁에 참여하는 한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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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층별 전시내용
  
1) 3층 전시의 특징 

(1) 1관, <역사적 진실, historical truths> 관

   주관적 진정성은 객관적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
억해야 할 사건을 제시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
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박물관의 첫 번째 전시관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표제 
하에 선언문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베트남의 독립전쟁이라는 진정성 있는 서사를 
제시한다. 

박물관에서 정해 놓은 순서에 따르면 1945년 호치민이 한 독립 선언을 두 개의 사
진과 발췌한 선언문으로 콜라주한 전시물이 첫 번째로 등장한다. 군중들이 모여 그
의 연설을 듣는 모습을 배경으로 호치민이 마이크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진이 위
편에 합성되어 있고, 그 아래 베트남어와 어로 된 선언 내용이 따라 적혀 있다. 
독립 선언 중 전시물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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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has the right to enjoy freedom and independence and has 
really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The entire Vietnamese 
people are determined to mobilize all their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to sacrifice their lives and property in order to safeguard their liberty 
and independence."

   주체 없는 역사는 없다. 그러나 주체가 있다고 해서 항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
은 아니다. 역사는 주체가 자신이 주체라는 자기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행된다. 독
립 선언이 첫 번째 전시물인 이유는 베트남인들의 역사가 비로소 진행된 순간이기 
때문이다. 독립 선언이라는 순간 속에서 비로소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을 역사의 주
체로서 자각하 다. 이 주체의 존재적 구조는 그들이 자유와 독립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의 문제는 생과 사라는 육체적인 범주를 넘어선다. 
비존재, 또는 무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끔찍하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자신의 
존재로 여기는 베트남인이라는 주체는, 이를 지키기 위해 생명도 재산도 희생할 각
오가 되어 있다. 독립은 여기서 민족적인 정언 명령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윤리적 정당성을 지닌다.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표어는 베트남인들에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
는지 보여준다. 1관의 초반부는 1945년부터 진행된 독립을 향한 베트남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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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도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도정은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귀결
된다. 

   
   독립 전쟁은 1954년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호치민의 독
립 선언 이후 북베트남에서 베트남 공화국이 설립된 데에 반해, 남쪽에서는 프랑스
가 코친차이나 공화국을 설립하여 베트남 토의 수복을 가로막았고, 프랑스의 지
원 속에서 이뤄진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그동안 통일 및 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 하치만 디엔비엔푸 전투를 기점으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발을 빼게 되며, 
이후 베트남의 미래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게 된 게 1954년 개최된 제네바 협의다. 
제네바 협의에서 사진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협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는 
1956년까지 통일 베트남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들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서사에 따르면, 독립 선언으로부터 출발한 베트남인들의 역사는 마
침내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을 승인받는 데 이르 다. 협정의 의미는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것처럼 세게 역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의 역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하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정당하고, 둘째 
국제정치적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흐름은 베트남인들에게 독립 
국가가 도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당한 서사는 부당한 악당에 의해 저지되고 피
로 얼룩진다. 그 악당은 미국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한 방식은 통계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된다. 
아래의 사진들과 같이 미국의 만행은 전쟁 중 미군이 투하한 폭탄의 양, 사이공 
괴뢰 정부에 제공한 무기의 양 등으로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쟁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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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베트남의 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프랑스의 전쟁을 원조한 사실이 있다. 

 
  1관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역사적 정황을 다루고, 베트남 전
쟁의 내용을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준 뒤, 마지막 사진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
었던 맥나마라의 회고록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사진에서 맥나라
마는 그의 회고록에서 “Yet we were wrong, terribly wrong. We owe it to 
future generations to explain why."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도 자
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1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역사
적 진실은 미국 스스로도 후에 인정한 잘못으로 인해, 독립을 향한 베트남인들의 
정당한 역사가 엄청난 전쟁으로 저지되고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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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관, <진혼곡, requiem> 관

   2관에는 베트남 전쟁의 다양한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다. 국적과 이념에 관계없
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주로 담겨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종군기자가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종군기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들이 찍은 사진을 수집한 것이다. 1관에서 역사를 다루는 만큼 특정한 서사가 
강조된다면, 2관의 메시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모든 이들에 한 추모다. 1
관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2관에선 인도주의적 정서가 강
하게 나타나는데, 다양한 국적의 군인들이 지쳐 있는 모습에서 전쟁이 파괴한 건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의 마음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북베트남군에게 기습당한 미군의 모습을 담고 있다. 1관에서 드러
난 것과 같이 전쟁의 피해자는 베트남인들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쟁에서 폭력은 
쌍방향으로 전개되며, 어제의 피해자는 오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피
해와 미국의 가해를 이분법적으로 강조하는 전시 이후, 누구나 전쟁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도주의적 전시가 이어지는 까닭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2관의 메시지는 이어지는 관에 전시된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은 누구나 상처 입히며, 한쪽만 부당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는 지적은 정당하다. 또한 물론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잘잘못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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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해야 한다. 하지만 그뿐이다. 
미군들도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사실은 안타깝고, 또 그에 해 추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 이 전쟁을 벌인 것은 누구 던가? 그리고 
그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정당했는가? 그렇지 않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국민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든 셈이다. 이처럼 2관의 메시지는 1관의 메시지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관 및 다른 전시들과 일관되게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내용은 은폐되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3) 3관과 4관

3관과 4관은 두 명의 일본인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을 각각 전시하고 있다. 두 관
에서 전시된 사진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관 모두 고엽제로 피해를 입
은 베트남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팔다리 일부가 없이 침 에 누워 있는 사
람들, 고엽제로 인해 유산된 아이들이 포르말린 병에 담겨 있는 모습,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3관과 4관은 2관과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강렬한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쟁을 경
험하지도 않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전쟁의 결과로 신체 일부가 처음부터 
없는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전쟁의 참혹함이 시간을 관통해 이어진다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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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두 팔 두 다리가 모두 없는 미국인 아이의 사
진이다. 이는 4관을 나가는 문 옆에 전시되어 있는데, 전쟁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
으로도 관련 없는 아이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지닌 채 태어났다는 사실이 전쟁
의 참상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만든다. 피해자의 상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강렬한 감정은 “전쟁은 나쁜 것”이
라는 인도주의와 결부되기도 하지만, 1관을 주의 깊게 본 관찰자에게는 전쟁을 일
으킨 장본인으로서 미국을 떠올리게 만든다. 약동하는 감정은 그 자신을 고정시킬 
언어를 필요로 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감정이 일으킨 동요가 해소되기 때문
이다. 그처럼 3관과 4관은 피해자의 사진을 통해 자꾸만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이들이 당한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진에서 재현되는 피해자는 부분, 그리고 어쩌면 당
연하게도 베트남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감정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일
정한 의미를 지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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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층 전시의 특징

(1) 6관, <전쟁 범죄, War Crime> 관

   미국 독립전쟁시기 유명한 시민혁명가 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1776년 ‘미국의 위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군인들을 독려한 적이 있
었다. “여름의 병사들과 양지의 애국자들(the summer soldier and the 
sunshine patrio)이 나라에 봉사하며 위기를 줄여나가는데, 그들이 지탱할 수 있
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감사와 애정 ...” 이라 말하며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병사
들을 독려하 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흐른 후 미국의 민주당 통령 후보이자 국
무부장관을 역임하 고 그 이전인 1971년에 베트남전쟁을 참전했던 존 케리는 ‘베
트남전 전쟁범죄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미디어 이벤트 데이’에 참여해 이렇게 발언
한다.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전쟁범죄에 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토머스 
페인이 1776년에 언급한 양지의 행복한 여름병사들이 아닌, 음지의 혹독한 환경에 
처하는 겨울병사들이 그들이었다.”2) 
   6관에는 겨울병사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한 자료를 전시하 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일으키는 전쟁범죄의 주체는 하나 다. 전쟁은 쌍방 간에 일어나는 비극
이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항상 복수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
연 전쟁의 범죄를 미국만 저질 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시관 장소 어
디에도 다른 상 방은 있지 않았다. 전쟁은 상호반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군
이 저지른 사진 속 범죄에 해 베트남 공산군도 반응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쪽 측면만 전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의 기능이 평화에 한 기원이 아닌 다른 기
능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 한 분노 다. 처음에는 미국에 동조하는 세
력, 즉 한국도 그 분노의 상이었다. 하지만 분노와 그 분노의 결과물이 이루어 
낸 승리라는 가치, 그리고 그에 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가정체성을 이루고자 하
는 베트남 정부의 의도가 75년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 공간을 기능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간에 전시된 자료들 
속에 드러나는 전쟁범죄의 주체는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 
아니면 같은 사람들일까? 

2) http://slownews.kr/54168 (검색기록 2017년 11월 30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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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통해 ‘악의 평범성’에 한 통찰을 내
놓았다. 아렌트의 해석에 따르면 악한 인간의 광기보다 관료제 시스템에  들어있는 
평범한 인간의 ‘생각 없음’이 홀로코스트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미군들도 베트남이
라는 전쟁속에서 상호간의 잔혹성을 상호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전
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상명하복에 따르는 규칙, 그리고 집단을 통해 강화되는 
인간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전쟁범죄의 악은 원래 존재했던 것
이 아니었다. 다만, 베트남에는 선이 부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타인에 

한, 인간에 한 공감능력이 없는 행위자로 인해 이러한 비극이 확 고 반복되
었다. 그리고 겨울병사는 이 비극 한켠에 서있는 존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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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관, <고엽제, The Consequences of Agent Orange During the American 
War in Vietnam> 관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베트콩 게릴라가 숨어 있는 정글을 파괴하기 위하여 엄청
난 양의 고엽제를 항공기로 살포하 다. 고엽제 저장용기는 블루, 화이트, 오렌지 
등 6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 했던 것이 Agent Orange이고 이는 고엽제를 칭하는 용어로 인식되었다. 이 
전시관의 이름도 고엽제의 사전적 용어인 defoliant가 아닌 Agent Orange인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았을 때 이에 한 인식이 미군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에도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4000만 리터의 고엽제가 뿌려졌다.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양의 2배가 넘는다. 이 고엽제에는 170kg의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관 설
명서에 따르면 85g 소량의 다이옥신만으로 800만 인구 도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러한 고엽제가 3,851개의 마을 공동체에 뿌려졌고 
이로 인해 500만에 가까운 베트남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설명은 단
순한 전쟁의 주체가 양자 다는 사실보다 미국이 저지른 인류의 비극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전시관 한켠에 있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통해 .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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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are created equal.”구절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미국의 잔혹한 행위성을 상
기시킨다. 

< 미국의 독립선언서 >

3) 1층 전시의 특징 

(1) 10관 <the world supports Vietnam’s resistance> 

   박물관 입구로 들어가니 오른쪽에는 기념품샵이, 왼쪽에는 고엽제피해자들로 보
이는 장애인들이 자선 연주를 하고 있었다. 10관은 별다른 공간 분리 없이 열린 
벽에 사진과 포스터가 붙어 있는 형태이다. 이 그림은 10관 ‘베트남의 저항을 지지
한 세계’가 시작되는 곳에 크게 붙어 있었다. 하얀 비둘기와 파란색과 초록색을 사
용한 마크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당시 베트남을 지지해
준 전 세계의 “노동자 계급과 공산당, 민족해방운동, 민족주의 국가들, 평화를 사
랑하는 국가들, 국제적인 민주주의 단체들,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짧은 감
사문이 함께 걸려 있다. 감사문의 상은 북베트남의 이념적 색채가 짙은 집단이 
먼저 언급되고(‘communist parties and working class’) 점점 보편적인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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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peace-loving countries’ , ‘progressive human beings’) 그것을 
마치 인류 전체로 확장하려는 듯한 모호성을 보인다. 평화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권리임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전쟁에 반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후 많은 사진자료들이 이어지는데, 베트남전쟁 직전∙직후 호치민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과의 관계를 다룬 사진들이 먼저 등장한다. 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호치민이 여러 나라에서 각국 수장들과 웃으며 화하거나 독립에 
해 연설하는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다. 3층 historical truth 관에서 강조했던 베
트남의 정당한 독립국가 건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미군과 호치민이 협력했던 사실, 그리고 호치민이 미군을 ‘도울 것’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부탁한 만화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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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 시기 미국 전략정보부는 한국의 독립군을 지원해준 것처럼 북베트남 
군 도 훈련시켜 주었다. 짧았던 연합의 시기 당시 다친 미 공군 파일럿들을 베트
남 주민들이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만화이다. 이후 전시는 전 세계인들이 미국
에 반 하여 평화시위를 벌인 방 한 양의 자료들로 이어진다. 이 짧은 평화의 순
간은 두 나라가 함께 견지했던 평화의 입장에서 미국이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자료
가 되기도 한다. 

   한참 전쟁이 진행중이던 1967년, 호치민이 미국의 참전을 반 하는 미국 지식
인들의 방문을 환 하는 자료와 1969년 미 하원의원 윌리엄 클레이가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데 정부는 전쟁을 추구한다. 그 부끄러운 행위에 명예란 없다" 라
며 베트남 전쟁을 ‘불의하고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것' 이라고 말했던 것을 발췌하
여 전시해 놓았다. 향력있는 국내 인사들까지도 반 하고 비판했던 전쟁을 도
체 왜 계속했던 것인지에 한 궁금증을 촉발시킨다. 동시에 여론을 무시하며 전쟁
을 지속한 당시 미국 정부의 사악함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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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루마니아, 프랑스, 북한에서의 시위 사진과 포스터)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미국의 참전을 반 하는 시위들을 담은 사진, 기
사, 포스터, 깃발 등이 한 벽을 가득 메운다. 쿠바와 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생소한 이름의 유럽 국가들, 아프리카에서까지 베트남에서의 미국
의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는 되어야 ‘world 
supports’ 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륙의 수많은 나
라에서 미국의 전쟁행위에 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박물관의 주 관람객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자기 나라를 찾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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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러 국가들이 사용했던 포스터에는 철모를 쓰고 총을 멘 어린 베트남 소녀,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는 엄마 등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전쟁 상황에서 극한에 
내몰린 사진들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  사진들은 당시 베트남전쟁에 해 잘 
모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반전시위에 참가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것이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미국의 전쟁을 고발하는 힘은, 전쟁이 끝나고 관광지화
된 2017년의 박물관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 

  세계인들이 보여준 평화를 향한 지지의 순간들을 다 감상하고 도착하는 10관의 
마지막 벽에는 1995년 베트남과 미국 외교관계 정상화 모습, 간략한 조약 내용 소
개와 함께 차후 이뤄진 교류 행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2) 11, 12, 13관 

 11관 multi-purpose room은 말 그 로 다용도실인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베트남전쟁 당시 북베트남측에 한 일본 공산당과 공산주의계열 학생단체의 지원
과 지지를 주제로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12관과 13관은 야외 전시이다. 
12관 prison system in the American war in Vietnam은 베트남전쟁 당시에 
미군이 베트남 포로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수용소를 재현했다. 실제로 고문이 어떻
게 자행되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13관은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형 전시물들이다. 포획된 미군의 전투기와 
헬기, 탱크가 전시되어 있다. 전쟁박물관이 처음 생겼을 때의 목적은 인류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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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향하고 전쟁의 순전한 잔혹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한 승리를 
기념하고자 했던 의도적 측면이 오늘까지도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4. 전시의 매체

 이상의 해석에 따르면 전쟁기념박물관은 미국이 잘못 했다는 역사적 서사와, 전쟁
의 끔찍한 모습을 통해 전쟁의 기억을 다루고 있다. 이는 문헌을 발췌한 자료, 통
계 자료, 실제로 사용된 사물들, 전쟁과 관련된 사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먼
저 문자, 통계, 사물은 역사적 서사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먼
저 문자의 경우 실제 말해진 내용, 선언문, 협정서 등에 담긴 내용을 그 로 옮기
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사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문자의 역할은 복잡
한 역사의 흐름을 시간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서 의미를 고정하여 전달한다는 것이
다. 문자는 다른 매체와 다르게 형식화된 기호로서, 문자로 되어 있는 전시물의 의
미는 헷갈리지 않고 또 가시적으로 전달된다. 문자 전시물을 통해서 우리는 사진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조약이 맺어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해서 알게 된다. 즉 문자는 정보 전달에 특화되어 있다.
 통계는 오랜 시간과 오랜 공간을 걸쳐 일어난 사건을 수치화하여 한 눈에 간략하
게 제시해준다. 질적인 자료들을 가지고선 비교가 불가능한 데 반해, 수치화된 양
적인 자료들은 자료와 자료 사이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단순히 수의 차이에 
집중하게 만들어 차이를 손쉽게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매체로서 통계는 실증주의적
인 경향 속에서 가장 객관적인 매체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는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료들을 실증성 있게 느끼게 만
든다.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사물들은 세월의 흐름을 표면에 그 로 간직하고 있다. 사
물들에 새겨져 있는 시간의 흔적은 관람자로 하여금 마치 과거가 현재로 타임워프 
한 것과도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해도, 전시된 사물들을 통해서 관람자는 단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전쟁은 분명히 일어났다. 왜냐하면 전쟁에 사용된 도구로서 물증이 눈 
앞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물들의 활용은 전시되고 있는 내용에 진실
성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문자, 통계, 사물은 정확성, 실증성, 진실성을 갖추는 데 활용된다면, 사진
은 전쟁의 참상을 그 로 드러냄으로써 재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쟁의 끔찍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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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들의 시선에 그 자체로 제공한다. 이는 전쟁의 기억이라는 현재 부재하는 
상을 현전하는 데 탁월하게 작용하는데, 전쟁의 끔찍함은 의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
는 범위를 벗어나, 의식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무의식마저 사로잡는 충격을 지니
기 때문이다. 
 전쟁박물관에서 주되게 활용되는 매체가 사진이다. 사진은 ‘부재하는 것의 현전’
이라는 기억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이 사진들은 각종 끔찍한 모습이 담
긴, 인물사진이라고 하기에는 인물이 너무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고 찢겨져 나
가있는 사진들이다. 사진을 통해 전달되는 파토스는 문자와 통계를 통해 서사와 하
나가 되고, 실제 사용되었던 사물들을 통해 그것의 진실성을 보장받는다. 아무 생
각 없이 박물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찢어져 있는 사진을 보고선 
아무런 체험도 하지 않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으로부터 
어떤 당혹감을 느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상이 나의 존재를 무언가 흔들어 놓
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이 무엇인지 온전히 파악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해의 
순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박물관의 사진들은 
전쟁의 끔찍함을 그 로 전시하며 관람객들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던져버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 기분을 느끼지 않는
다거나, 또 느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해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혹감을 전달하는 기능이 박물관의 사진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사진의 충격을 받아들여 박물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측면에서 
이해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박물관이 사진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여러 자
료들은 이해를 위한 훌륭한 도구로 작용한다. 사진은 평화로운 현실의 틈을 찢고 
들어오는데, 이를 문자와 통계와 사물의 실증성이 메움으로써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의 이면을 관람객들로 하여금 새로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부재하는 것의 현전을 가능케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익숙하지 않은 것의 전시다. 
사진은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으로선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한 상황을 그

로 전달하는 데 탁월한 매체가 된다. 반면 통일궁에 걸려 있는 사진이나 설명들
은 나름 로 부재하는 것의 현전을 이루고 있지만, 관람객들로 하여금 별로 당혹감
을 주지 않습니다. 구찌터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통해 과거를 체현
시키고자 했으나, 역으로 몸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웃고 즐기는 소재로 작용할 뿐, 
전쟁이라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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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호찌민 전쟁기념박물관의 메시지는 베트남의 정당한 역사의 진로를 미국의 끔
하고 잔인한 제국주의가 저지했다는 것이다. 박물관은 이 전쟁의 기억을 문자와 통
계라는 매체와 사상자들의 고통을 그 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결부시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도 역시 베트남의 전쟁상품들을 다룬 논
문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진정성과 상품화의 경합이 일어날 것이지만, 구찌터널과 
통일궁 등 다른 전쟁 관련 관광지와 다르게 높은 정도의 진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쟁상품이라는 개념만으로 진정성의 경합을 다루는 것은 조심
해야 할 것이다. 상은 그저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고 개별적인 방식으
로 상품이 되며, 그 방식 때문에 아우라를 상실할 수도, 아우라를 간직할 수도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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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후기 

국명표

나한텐 자연스러운 것들을 남들은 진지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해야 할 
때면 항상 고민이 된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서.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런 쪽에 강박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그래서 아예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하거나 한다. 사람이 극단적이다. 
괜히 진지해보이기 싫어서 서두에 쓸데없는 변명을 붙여보았다. 베트남 답사는 내
게 행운이었다. 8월 달부터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겪으며 정신이 꽤나 위태로웠던 
나 다. 불과 며칠만이라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아니 모든 건 아니고 
무언가를, 그게 무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잊고 싶었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6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것들을 잊고 지낼 수 있
었고, 내 딴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조원들과 
함께 다녔던 이틀은 나로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점은 기 하지 
못했던 수확이었고, 나는 내가 말을 하는 것에 해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덤으
로 깨닫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기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다녔다. 이 
모든 말들은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마음에서 느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역시 할 수 
없을 것 같다.
관광이 판타지라고 하듯이, 해외답사 역시 내게 판타지 고, 나는 평소에 할 수 없
었던 것들을 이루고자 베트남에 갔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답사라는 사실에 별다
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베트남이 내게 다가
왔고, 그 광경 앞에서 내 시선은 오히려 수동적이었다. “교통 무질서”가 인상적이
었다. 수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제멋 로 가르며 오고 갔고, 교통 신호는 없는데
다가 수시로 크락션이 울려댔다. 나는 그 광경에 처음에 신경이 곤두섰었으나 후에 
질서란 상 적임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상상하는 바와 같은 교통 질서 같은 게 없
어도 사람들은 충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통 질서란 건 혹시 누군가의 필
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본 것들은 죄다 
이런 것들 투성이었다.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속마음을 내가 알 도리는 없었다만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
럭 잘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왜 저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까? 그리고 왜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표준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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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곳에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낯선 
곳이 지니는 독특한 속성은 내가 머리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었던 감각들을 함
께 일깨우며 나를 만나게 하 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 관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다. 그 속
에서 나를 재형성하거나 재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상실하게만 하는 것들은 지겹다. 
이번 답사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
부?에서도 그렇다. 또 가고 싶고 나로선 즐거운 시간이었고 생각할 점도 많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그땐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일 때 으면 좋
겠다. 답사 중간중간 나의 유치함에 실망한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성

   좋은 나날이었습니다. 습한 무더위도 잊을 만큼, 무시무시한 교통 무질서도 잊
을 만큼, 가끔은 어색한 순간들도 즐거운 긴장감으로 추억될 만큼 모두가 좋은 나
날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을 가기 전에는 사실 기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몇몇 걱
정들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해결할 수도 없었고, 
사실 해결할 이유도 없던 걱정들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그런 걱정은 언제 
있었냐는 듯 모습을 감추었고, 쌀국수와 함께 곁들 던 맥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지조사는 제 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짜리 현지조사에서 얼
마나 구색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이 기억납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처음 느껴졌던 베트남의 온도, 지나치던 오토
바이에 타있던 커플, 베트남 친구 유리와의 어색한 첫 만남, 밤거리의 불빛, 말도 
안 되는 EDM, 타이거 맥주, 우리 사진을 찍어주었던 외국인, 우리 조원들, 미술
관, 분짜, 수 장. 신기하게 매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더워서 헥헥거렸던 마지막 날
의 버스에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했던 이유에 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생각나는 이유는 많은 것들과 관계 맺음하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원들에게
서 배워가는 점들이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유리랑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람
들과 친해지는 것도 즐겁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맥주 한 잔에도 삶이 더욱 즐
거워질 수 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물관과 통일궁에서 진지하게 무
언가 고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미술관을 태어나 처음으로 즐겨본 기억이 너
무나도 고맙습니다. 몇몇 창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 웃깁니
다.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베트남 답사 생활에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닌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그 기억과 배움들이 다 제 안에 다시 녹아
들어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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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를 제 로 못해서 죄송해요. 나름 순간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했지만 사
실 혼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사 자체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하고 배움을 주는 시간이었기에 혼나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긴 
배웠으니까요. 아 얼마 전 학술제에서 다시 만나서 술 한 잔하는데 베트남이 그리
워졌어요. ‘교수님이랑도 베트남에서 술 한 잔 같이 해봤어야하는데..’라는 후회도 
들었어요.
  베트남, 특히 해외라는 공간의 마력에 빠졌기 때문인 걸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때의 감정을 매일 느낄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거의 6일 내내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일찬이 형이 저보고 매일 그 노래 부른다고 뭐라 
할 정도로 매일 흥얼거렸어요. 베트남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았나 봐요. 자그
만 경험들이 모두 커졌네요. 항상 평범할 것 같았던 일상이 베트남과 함께해서 특
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학과 고맙습니다.

박시원

  이미 두 번이나 다녀온 베트남, 그것도 작년 여름에 다녀온 호찌민에 가는 것을 
고백하건  기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해외답사 한 번은 졸업하기 전에 가야겠기
에 신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 치가 낮았기 때문이었을까? 정말 즐거운 답사
다. 오히려 많이 기 하고 많이 준비하고 갔더라면 그만큼 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생각나는 순간이 참 많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것은 역시 조원들과 
함께 돌아다녔던 이틀이었다. 왜인지 힘이 빠져 있던 내가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사실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조원들의 에너지를 받아 즐겁게 돌아
다닐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조원들의 에너지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
에겐 제 7의 조원이자 에너지원인 333과 사이공이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았다. 얼굴만 아는 정도 던 후배들이 얼마나 귀엽
고 착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다. 베트남 친구 유리와의 만남도 잊을 수 없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엔 인류학과에서 함께 온 사람처럼 느껴졌고 헤어짐이 너무나 
아쉬웠다. 학원생 언니들과의 좋은 만남도 있었다. 특히 수경언니의 카메라에 많
이 담길 수 있어서 광이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여행지를 둘러보는 것은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 재미없
어보이는 것들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밤에 지윤이와 호텔 근처를 산
책하며 오토바이 위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노래도 듣고 야식도 먹는 젊은 커플
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처음 보는 눈에는 그것이 로맨틱하게 보 지만, 그들에
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그래서 더 벗어나고 싶은 지루한 데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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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들었다. 어딘가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 시간을 보낼 돈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오토바이는 어떤 의미일까. 항상 가까이 하는 물건인 
만큼 애증의 상일지도 모른다는 소설을 써본다. 비록 열심히 조사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박물관 또한 조원들과 함께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공간으로 남게 된 것 
같다. 그것이 어떻게 흥미로운 공간인지 궁금하다면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
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기억을 안고 떠나는 날 느꼈던 아쉬움도 기억에 남
는다. 보통의 나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래도 집이 좋지’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며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정
말 아쉬웠다. 아쉬워서 순간 순간이 더 생각나고 더 소중해지는 것 같다. 

송일찬 

베트남에서 뭐했느냐 묻길래 
웃기만 하고 아무 답 아니했다.
성내며 뭐했느냐 다시 묻길래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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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푸미흥 한인 타운 
- 엄마들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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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블루오션’, 그리고 ‘기회의 땅.’ 언젠가부터 베트남은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 
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으로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 으며, 이러한 모습을 빗 서 ‘베트남 러시’
라는 말까지 등장하 다. 한국 기업의 본격적인 베트남 진출 역사는 1992년 한국
과 베트남의 수교로부터 시작된다. 1986년, 베트남은 개혁과 개방을 내세운 도이
머이(쇄신) 정책을 주창하 고, 적극적으로 외개방정책을 펼치며 해외 투자를 유
치하 다. 한국 또한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기업들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투
자하기 시작하며 ‘베트남 러시’의 물꼬를 틔웠다. 인건비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규제 역시 강화되는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의 상 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느슨한 규
제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기업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베트남 여기저기
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에 베트남에서 체류하는 주재원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수가 증가하 다. 주재원과 사관 · 사관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사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의 수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는 2015년도 비 14% 증가한 수치이다.3)

<표 1> 베트남 주요 도시의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남 여 계
하노이시 30,330 16,370 46,700
다낭시 1,425 75 1,500

호치민시 25,924 24,906 50,830

출처 : 외교부 

  특히 호치민(Ho Chi Minh)에는 개방 이후 신발, 섬유, 봉제, 의류, 가방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공장들이 다수 들어섰고, 식당, 잡화점, 가라오케 등의 자

3)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2017,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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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한인의 수가 급증하 다(채수홍 2005: 113). 이에 호치민
의 풍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 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초기 투자가 성공적으로 평가되
고 한국자본이 몰려오기 시작한 95년경부터이다. 외국자본의 투자가 매년 
증가하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이 빠른 속도로 갖추
어졌다.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고 외국인을 위한 생활용품 편의점이 소규모
로 문을 열었다(Leshkowich 2000 참조).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과 호텔 가라오케가 승인을 받고 우ㅚ국인 자녀가 다닐 수 있는 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호치민 주민에게 외국인을 위한 운전기사나 가정부가 선망
의 상이 되기도 했다(채수홍 2005: 114-115).

  현재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호치민에 온 가족 단위 
한인이 많지만 보통은 주재원으로 발령 난 남편을 따라 아내와 자녀가 동반하여 
오는 경우가 표적이다. 이 때 한국에서의 생활을 내려놓고 남편과 동반한 아내, 
즉 ‘엄마’는 자녀와 함께 다시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
작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베트남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한국에서의 ‘엄마’들은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네트워크를 활발히 형성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학교 
학부모회, 사적 모임으로 운 되는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는 각종 ‘’맘‘ 
카페가 지역별로 분화되어 운 되며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가 베트남의 호치민에서도 그 로 이어지고 있을까?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호치민에 체류 중인 한국 ‘엄마’
들의 생활 모습을 다루고자 한다. 첫 째,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호치민의 
한인 타운, 푸미흥(Phu My Hung)을 소개한다. 둘 째, 푸미흥에 살고 있는 한국 
‘엄마’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네트워크를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한국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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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푸미흥을 총 2일 동안 현지답사하며 
현재 푸미흥에 거주 중인 한인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한
국 ‘엄마’들의 푸미흥에서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상
인 푸미흥의 한국 ‘엄마’에 해당하는 한인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남편, 교
사 등 한국 ‘엄마’들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간접적으로 그들에 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상자와 직접적인 인터뷰를 못한 
이유는 2일 동안의 답사라는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연구가 주로 진행된 낮 시간

에는 한국 ‘엄마’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자녀의 하교 시간 전에 
잠깐 나와서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
을 미처 미리 알아내지 못해서 초기의 연구계획을 수정하여 간접적 방식으로 연구 

상자에 한 정보를 얻어야 했다. 
  현지답사 1일차는 푸미흥의 강북에 위치한 ‘스카이가든' 아파트 단지와 그 근처
의 상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빵집이나 키즈 카페에 모여 있는 한국 ‘엄마’들
에 한 참여관찰도 추가로 행하 다. 2일차에는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를 방문하
여 한국 ‘엄마’들의 자녀 교육을 중점적으로 조사하 다. 인터뷰 횟수는 총 4번으
로, 연구자들이 직접 인터뷰 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는 신한은행 푸미흥
점에서 근무 중인 은행원 왕씨이며, 그 뒤 이어서 진행한 부동산 업자(A), 한식당 
사장(B)과의 인터뷰 모두 이 은행원의 소개 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외에 호
치민 한국 국제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는 교사(D)와도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이들이 푸미흥에 거주한 기간은 1년 8개월부터 13년까지 다양하며,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 업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와의 인터뷰는 푸미흥에 한 개괄적인 정보와 역사를 수집하고 한인 가정이 
푸미흥에 정착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에 반해 B와 C의 면담
에서는 한국 ‘엄마’들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마지
막으로 D와의 인터뷰는 연구 상이 한국 ‘아내’가 아닌 한국 ‘엄마’인만큼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이 보충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 다. 이를 통해 
푸미흥에 거주하는 한국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와 그 양상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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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 대상자 목록

직업 나이 성별
푸미흥 

거주기간
A 부동산 운 50 여 13년

B 한식당 운 60 여 8년

C 키즈카페 운 30 남 5년

D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 

중등부 교감
50  남 1년 8개월

3)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베트남에 체류 중인 한인을 다룬 연구는 한인사회나 한인 남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을 조명한 것이 부분이다.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
하는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적 삶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룬 채수홍(2014)의 논문 역시 ‘공장 매니저’라는 직업적 특성상 여성이 아닌 남
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호치민에서 거주하는 ‘엄마’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목은 논문 곳곳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는 거의 없지만 호치민 한인 공장매니저 가족의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아내가 
이곳 생활을 좋아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공통되게 
진술한다. 이들 부인의 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도 찾기 어렵지만 
일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 가정부의 조력을 받으며 
자녀 교육에 몰두할 수 있음에 만족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한인 공장매
니저의 주거생활공간에서의 활동은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에 철저
하게 매어 있는 남편보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범위가 훨씬 넓다(채수홍 
2014: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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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에 거주하는 ‘엄마’들은 타국에서의 생활에 상당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
며 일을 하는 신 자녀교육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녀 교육에 몰두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서에스더(2012)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 거주 한인 가정의 자녀교육에 한 인식을 양적 방법을 통해 조사한 
이 논문은 한국과는 다른 베트남 교육환경 때문에 자녀 교육에 한 고민이 많은 
‘엄마’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엄마’들은 자녀들의 주 놀이상 이며, 가사도우미 역
시 육아보다는 가사에 관한 도움만 받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
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교육에 관한 고민
을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서에스더 2012: 54). 이렇듯 서에스더의 논문은 베
트남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실태를 설문을 통해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 그 자체를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는 한국 ‘엄마’들의 베트남 생활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는 남편의 관점 속에서 그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자녀 교육’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활을 표현하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소수일 뿐, 베트남에 체류 중인 한인을 다룬 연구들은 여성, 특히 
‘엄마’의 존재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기
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져왔던 베트남에서의 한국 ‘엄마’의 생활 모습을 
직접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푸미흥 한인타운은 어떤 곳인가?

1) 푸미흥 소개

  푸미흥(Phu My Hung)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한인 타운이다. 사이공으로 
알려진 호치민시는 베트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제수도이며, 그 중에서 푸미흥
은 호치민시의 남쪽 신도시이다.(김도연 2017: 39) 현재 호치민시에서의 한국인 
집 거주 지역은 떤빈군과 푸미흥 신도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이주가 시작되
었다. 개방 개혁 정책을 채택한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하며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결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
남으로 이주하 다. 이에 가장 발전하는 경제 중심지 던 호치민시에도 경제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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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탕으로 이주해온 한국인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미흥 신도시 
지역은 호치민시에서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은 

기업 주재원, 투자가, 중소기업 업가를 포함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Nguyen Thi My Duyen 2012: 35-40)
  푸미흥의 지도는 [그림 1]과 같은데, 지도 중간에 좌우를 길게 걸치며 위치한 
‘NGUYEN VAN LINH PARKWAY(응우옌반린 도로)’라는 로를 기준으로 푸미흥
은 강북과 강남으로 나뉜다. 강북은 강남에 비해 상 적으로 오래된 곳으로 기존부
터 있던 푸미흥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강남에 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낮지만, 상
권은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
는 자 업자나 중류층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반면, 강남은 최근에 계획된 공간
으로 연예인, 모델 등의 베트남 상위 계층들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단지와 주재원, 

기업에서 발령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급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식당 사장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은 강북에 비해 강남의 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식을 하거나 상점과 같은 시설들을 이용할 일이 있을 때, 강남 지
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강북으로 자주 넘어온다고 한다. 즉, 거주 공간 자체는 
로를 기준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이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푸미흥 신도시 지도 (김도연 201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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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푸미흥 강북지역 아파트 전경 

[그림 40] 푸미흥 강북지역 상권 모습1 

  

[그림 41] 푸미흥 강북지역 상권
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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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푸미흥 강남지역 상권 모습 

2) 한인들은 왜 푸미흥에 모여 사는가?

  푸미흥에 한인들이 모이게 된 배경은 크게 경제적(사회적) 배경, 교육적 배경 그
리고 안전/치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살
펴보면, 베트남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 던 외국인 투자 중 한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단히 컸다. 베트남 외자유치의 5  투자국( 만, 싱가포르, 홍콩, 일
본, 한국) 중 하나가 한국경제이다. 한국자본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한인들이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에 모이게 된 것이다. (채수홍 2005: 112) 베트남
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자료인 [그림 6]가 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1988년
부터 2016년까지 누계하여 비교하 을 때 한국은 베트남 투자 국가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 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를 시간 순으로 나
타냈을 때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이 2007년 WTO에 가입한 것을 기점
으로 투자량이 급격하게 증가하 다. 지금까지도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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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베트남 투자 상위 10개 국가 투자 현황 (1988~2016년 11월 누계기
준) (단위: 백만 달러, 건)

[그림 44] 연도별 한국의  베트남 투자 추이(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투자통계)

 구체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를 통해 이런 경제적인 배경을 살펴
보면,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에는 2012년 기준으로 320여개에 이르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 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등록한 크고 작은 기업 수는 약 1,400개
(2010년 기준, 인근지역 포함)에 이르는데 (Nguyen Thi My Duyen 2012: 30) 
단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이 이
렇게 베트남에 진출함과 동시에 많은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으로 이주해오게 된 것
이다. 그 중에서도 푸미흥이 위치한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에 한인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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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었다. 
  한편, 한인들이 호치민시 안에서도 푸미흥에 집해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
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 다. 푸미흥에는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있는 33개의 한국계 국제학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
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두 한 학교 안에 있으며 총 55개의 학급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를 통해서 한인들 사이에 교류도 할 수 있고, 비
록 베트남에 있지만 한인들과 섞여서 한국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에 호치민으
로 이주해온 학부모들은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변
에 있는 캐나다 국제학교, 만 국제학교 등에 진학하는 한국인 학생들도 있지만 

개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상위 학 
진학률이 높다는 점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
이 된다. 그 결과 전/편입 경쟁률은 학년마다 다르지만, 높은 경우에는 10:1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중등 교감선생님 인터뷰에 따르면 학
교 학생의 80% 이상이 푸미흥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이 점을 통해 한국 국제학교
에 보내려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푸미흥에 거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5]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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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다른 베트남 지역에 비해 푸미흥이 안전하다는 점도 한인들이 푸미
흥에 모여 사는 요인이다. 푸미흥의 각 도로와 아파트, 건물마다 순찰조, 경비조, 
감독조 등 책임구역별로 경비원들이 있다. 이에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좋기 때문에 
한인들이 푸미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의 베트남 발령으로 인해 베
트남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섞여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한국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부분 거
주하는 푸미흥에 집하여 사는 것이다.

3) 푸미흥 한인 가족의 특성

  위와 같은 배경으로 푸미흥에 이주해 온 한인 가족들은 개 40  부부와 13살
에서 16살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3, 4인의 핵가족이다. 주재원에 발령이 났거나 
자 업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 자녀
가 17살 이상이 될 경우, 학 진학 시 불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
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주재원 발령 연령이 점차 낮아
지면서 이런 가족 구성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리고 주재원에 발령 받아 왔기 
때문에 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하며, 남성의 직장 발령에 따라서 같이 이주해
온 가족들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더라도 베
트남으로 이주해올 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푸미흥에서는 맞벌이 
가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남편의 직장 발령을 따라 베트남에 온 여성들은 개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고, 
푸미흥 한인 타운 내에서 한국인들과 주로 교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도 베트남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부동산이 푸미흥이라는 사회
에 입문하는 첫 경로를 넘어서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푸미흥에 거
주하면서도 부동산에 의지하는 면이 단히 크다. 베트남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여
성들에게 언어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신 비자를 발급받는다든지, 수
도 혹은 전기가 고장 나든지, 경찰이 오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도움을 받는
다고 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푸미흥 한인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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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푸미흥 소재 부동산 사장님과의 인터뷰 모습 

3. 한국 ‘엄마’들의 푸미흥 생활

1) 푸미흥에 사는 ‘엄마’는 누구인가?

  앞 장에서 설명하 듯이 남편의 직장 발령을 따라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베
트남으로 온 기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푸미흥에 사는 ‘엄마’들은 집안 살림을 담
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엄마들의 푸미흥 일상생활에서 아이 양육과 교육은 단
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푸미흥 기혼 여성의 하루일과가 자녀의 교육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푸미흥 엄마들의 생활에서 자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 결과, 푸미흥에 사
는 기혼 여성들에게서 특히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 중
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정체성을 스스로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주변
에서도 기혼 여성을 ‘엄마’로서 바라본다. 엄마들이 생활하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
하는 네트워크도 자녀 교육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푸미흥에 사는 ‘엄마’는 그 안에서도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구분된다. 먼저, 자녀
의 연령에 따라 ‘엄마’들의 생활이 달라진다. 유아, 유치원생의 엄마들은 키즈카페
를 자주 방문하여 이를 중심으로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반면, 초·중·고등
학생의 엄마들은 한국학교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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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고는 한다. 자녀의 교육이 엄마의 생활에 중요한 향을 미친
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2장의 1절에서 설명하 듯이 푸미흥은 ‘NGUYEN VAN LINH 
PARKWAY(응우옌반린 도로)’를 기준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서도 
푸미흥의 엄마들을 구분해볼 수 있다. 개 인터뷰에서는 남편들의 직종에 따라 강
북, 강남으로 나뉘지만 엄마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는 이런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강북, 강남에 따라 남편들의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가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
적 분화가 분명하게 이뤄져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로 인해 커뮤니티 분화도 발생
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생의 엄마들은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거주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벽이 
강력하게 작동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짧은 답사 기간동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푸미흥 ‘엄마’ 네트워크

  이와 같이 남편의 해외 발령을 따라 푸미흥으로 이주하게 된 엄마들은 베트남으
로의 이주를 전후하여 그들 간에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① 정착 과정에서의 온라인 네트워크 

  남편의 베트남 발령이 확정되고 실제 베트남으로 이주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엄마들은 부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현지 정착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 시기
는 또한 엄마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소속될 ‘엄마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 인터넷 카페 ‘베트남 맘 모여라’

  온라인 정보 수집,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의 첫 번째 수단은 인터넷 카페
이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한국 맘들의 이야기 공간’인 네이버 카페 
‘베트남 맘 모여라’(이하 베맘모)를 통해 엄마들은 베트남 이주 준비에 큰 도움을 
얻고 있었다. 2010년부터 12월부터 운 되기 시작한 베맘모는 현재 5천 7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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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베.맘.모 정보 공유 게시판> [그림 11] 친목·정보공유 게시판

의 즐겨 찾는 멤버를 보유하고 있고 게시판 구독수는 2186회에 달한다. 베맘모는  
2016년 네이버 표 인기 카페로 선정되었을 만큼 현재 활발하게 운 되고 있다.  
  베맘모는 크게 정보 공유, 그리고 친목도모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이는 카
페의 게시판 이름을 통해 잘 드러난다. 우선 정보 공유성 게시판에는, 베트남 기본
정보와 해외이사나 항공권 등과 관련된 각종 입성 준비를 위한 정보를 나누는 ‘입
성정보’ 게시판이 표적이다. 반면 ‘우리 만날까요’ 게시판을 통해 엄마들은 친목
도모 모임을 개최하려 한다. 물론 베맘모의 정보공유, 친목도모의 두 가지 기능은 
하나의 게시판을 통해 복합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여긴 베트남’이란 
게시판은 베맘모 회원들이 수다를 떠는 장이 되면서(‘베맘모 수다방’) 동시에 자녀 
교육, 해외 이사, 택배, 금융 정보, 반려동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
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베맘모는, 베트남 현지에서 엄마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에 단순
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 모임을 여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엄마들은 베
트남 현지로 이주하기 전, 현지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들이 속하게 될 네트워
크에 미리 접근하고자 한다. 엄마들은 베맘모를 통해 “곧 베트남 입성 예정이니 
00단톡방에 초 해 주세요.”라는, 네트워크에의 입문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다. 
그 결과 엄마들은 현지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미리 초 받기
도 한다. 이렇게 온라인 카페 활동을 통한 현지 엄마 네트워크에의 조기 소속은 
엄마들의 정착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수월하게 만든다.4)   

 
  

4) http://cafe.naver.com/cha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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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베트남 맘 모여라 카페 메인

[그림 13] 현지 카카오톡 단체방 초  요청 게시글

㉡ 블로그와 SNS(인스타그램)

  이주 전의 엄마들은 베맘모를 통해선 다수의 카페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범주의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현지 네트워크로의 합류를 기 한다. 반면 블로그나 SNS
계정은 게시자의 수가 카페 회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현지의 삶을 일기와 같
은 방식으로 보다 자세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이주를 준비하는 엄마들에
게 중요한 정보수집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일례로, 한 인스타그램 유저는 스스로를 
젊줌마로 칭하며 육아일기, 요리, 여행 등 일상다반사를 다루는 게시물을 포스팅하
고 각 게시물의 댓글들에는 이주를 준비하는 엄마들이 현지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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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인 현지 정보 수집

  베트남 이주 전의 사전 정보 수집과 이주 준비가 부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진
행되지만 엄마들은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기도 한다. 
푸미흥에 위치한 한 한인 부동산 운 자에 의하면, 일가족 전체가 베트남으로 이주
하기 전에 남편들이 사전 답사나 사전 발령 때문에 현지에 미리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거주 환경과 자녀 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
고 아내의 최종적인 선택을 기다린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 발령을 자주 보내고 현
지 정착 비용을 부분 제공해주는 기업의 경우 이전 직원들이 이용했던 거주시
설 등을 그 로 이어받아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➂ 카톡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엄마 네트워크

  푸미흥 이주 후 엄마들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네트워크이다. 이주 후 
거주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동네의 식당과 상
점에 관한 후기를 공유할 때, 자녀의 학교와 학원 관련 정보를 공유할 때, 여가 시
간을 함께 보내며 친목을 다질 때 등 푸미흥 삶의 많은 국면에 엄마들 간의 네트
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타지에서의 삶의 많은 부분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이유는 푸미흥 엄마들의 네트워크가 단체카톡방을 중심으로 형성, 유
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이 천명 이상 들어가 있다는 뜻의 천톡방
이라는 말이 푸미흥의 한인들 사이에서 통용될 정도로 규모의, 다양한 목적의 단
체 카톡방이 존재한다.

㉠ 자녀 양육과 카카오톡 단체방

  엄마들이 푸미흥으로 이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의 현지 발령 때문이지만, 
정작 현지에서의 남편은 주재원으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어 가족이 온전히 함께 
할 시간은 많지 않다. 그 결과 엄마들은 더욱 자녀 양육에 몰두하게 되고, 엄마들
이 현지로 이주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소속되는 네트워크이자 가장 중요시되는  
그룹은 자녀의 학급 단체카톡방이다. 이는 학급임원 단체카톡방, 셔틀버스 카톡방, 
학원 카톡방 등으로 변형, 확장된다. 5) 미취학 아동을 둔 엄마들의 경우 키즈카페
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단체 카톡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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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천톡방 사례 2>
(푸미흥 한국계 은행 직원 제공[50

, 여성])

[그림 14] <천톡방 사례 1>
(출처: 네이버 블로그 “베트남 사는 여
자”)

  한편 푸미흥의 엄마들은 자녀 교육이나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제외한 집안일들
은 현지인 메이드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단체카톡방을 통해 메이드
를 고용한다.   

㉡ 엄마들의 경제 활동과 단체 카톡방  

  엄마들의 단체 카톡방은 때론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경제 활동을 
위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된다. 한 키즈카페 사장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단체 

카톡방은 한인들 사이에서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카톡방의 구
성원들이 푸미흥에 소재한 상점이나 식당의 홍보물을 올리기도 하지만, 보다 주목
할 것은 자 업자가 아닌, 전업 주부인 엄마들이 카톡방을 통해 직접 만든 반찬이
나 김장김치, 수공예 소품 등을 판매하는 현상이다. 엄마들은 부차적 수입원이자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만든 음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푸미흥 한국 국제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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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직구판매 홍보

4. ‘엄마’ 네트워크의 활용: 자녀교육, 경제활동, 그리고 젠더(gender) 

  앞의 3장에서는 푸미흥에 살고 있는 한국 기혼 여성들의 특성과 ‘엄마’ 네트워크
의 성격에 해 설명했다면, 4장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에 따라 부과되
는 성 역할에 한 인식과 베트남 이주가 이러한 ‘엄마’ 네트워크의 활용과 갖는 
연관성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의 젠더와 베트남 이주 
 
  푸미흥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한국인 기혼 여성은 개 남편의 해외 주재원 발
령에 맞춰 베트남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이러한 맥락은 앞서 부동산 사장님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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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푸미흥에 살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의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
지 않은 것과 상통하고 있다. 남편의 발령으로 베트남에 이주했다는 이주 배경을 
살펴봤을 때, 추측건  푸미흥에 살고 있는 한국인 기혼 여성 가운데 어떠한 형태
로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주한 여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가
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이주의 배경에 한국 사회의 젠더에 따른 성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
  2015년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
의 비율은 전체 부부 가운데 43.9%를 차지한다.6) 세 별로 살펴보면 주로 40~59
세 사이의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49세는 51.4%, 
50~59세는 51.7%이다. 30~39세 부부의 경우에도 42.6%로, 전체 부부 가운데 맞
벌이 부부의 비율과 엇비슷했다.7)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푸미흥에 살고 있는 한
국 기혼 여성들이 한국에서 맞벌이를 위해 직장 생활을 했을 확률 역시 기존의 맞
벌이 가구 비율과 비슷하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었던 여성의 경우, 남편의 해외 발령이 떨어지고 베트남 
이주를 결심하기까지 자신의 직장생활의 거취를 두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
여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유무, 자녀의 취학 연령과 교육 문제, 남편과 
자신의 벌이, 주변 친인척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 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지적하
고 싶은 부분은 한국 사회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가 여전히 심각하다
는 점이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100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3.3의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성별임금격차는 특히 결혼·임신·출산으로 여성
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이다. 맞벌이 부부 간에
도 존재할 성별임금격차는 가계를 책임지는 경제활동이 남성의 몫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결합하여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와 경력단절에도 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푸미흥의 사례에 적용시켜 본다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여성
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한 채 남편을 따라 베트남으로 이주한 데에는 여성의 
직장생활보다 남편의 직장생활이 생계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과 임금격차에서 오는 
합리적 선택에 한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6) ‘맞벌이가구 비율’, 국가통계지표, 2017.11.28. 검색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7) 2015.10월 기준, 2016 일·가정양립 지표 주요결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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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한국 맞벌이 가구 현황(출처: 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 지표에서 
재인용)  

[그림 55] 한국 여성경력단절 규모(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서 재인용)
 
  남편의 해외 발령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회적 통
념을 아내로 하여금 재고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력과 직장생활을 일
정 기간 단념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통념은 실제로 존재하
는 한국 사회의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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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에 따른 
성역할의 부여는 사람들의 인식과 임금차별이라는 실재적 경험이 결합하여 기혼 
여성들이 베트남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
다.

2) 카카오톡 단체방의 양상과 ‘엄마’ 정체성의 강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함께 베트남에 이주해 온 푸미흥 기혼 여성들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 적으로 더 많은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푸미흥에서 1시간~2시간가량 떨어진 주재원 혹은 공장에 출근하게 되는 남편을 이
른 오전에 배웅하고 난 뒤, 자녀가 유치원 혹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현지인 메이드를 
고용할 수 있어 한국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가사노동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
이 덜 줄어든다. 푸미흥 스카이가든 상가에 위치한 키즈카페 사장님의 인터뷰에 따
르면, 푸미흥 기혼 여성들은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하교하기 전까지 요가, 골프, 
꽃꽂이, 베트남어 배우기 등 취미활동을 하거나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다른 엄마들
과 함께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또한 2시~3시 쯤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교하면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
하여 아이를 놀리고 자신은 함께 온 다른 엄마들과 화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오후 4시 경 인터뷰를 위해 조원들과 키즈카페를 방문했을 때, 3명의 여성들이 테
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현지인 직원이 아이들의 놀이 상

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푸미흥의 기혼 여성들이 가지는 시간적·심리적 여유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녀 양육·교육 및 가사노동과 취미 겸 부업으로서 경제활동에 
열렬히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네트워크의 실천 양상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던 성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푸미흥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의 다수를 차
지하는 30 에서 40 의 여성들은 공적인 교육 제도 속에서 중요한 가치로서 양성
평등을 교육받으며 동시에 자신의 부모세 로부터 젠더에 따른 역할과 마음가짐의 
차이에 해서 익혀왔을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세 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
에 따라 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달
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미흥에서 짧은 기간의 현지답사에서 확인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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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톡 단체방의 네트워크 활용 양상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역
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자녀양육·교육 및 가사노동

  우선 자녀양육·교육과 가사노동의 측면을 살펴보자. 남편의 발령과 함께 가족 전
체가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의 학교 거취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두된
다. 이는 해외 주재원 발령에 따른 근무 기간이 평균 3년~5년 정도로 부분의 가
족들이 베트남에서 정착해 살기 보다는 한국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향
을 미친다. 한국에서의 높은 학구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혹여나 베
트남에서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동시에 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국제학교를 다녔을 때 학 입시에서 가지는 이점을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베트남 엄마들 모여라(베.맘.모)’에서는 자녀의 전·편입과 관련한 문의 게시물
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8)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중등교감 선생님의 인터
뷰에 따르면, 국제학교에 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주로 어머니들이 자
녀의 학교생활과 국제학교의 전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중등교감 선생님의 설
명에 다르면, 총 55개 학급 가운데 유치부와 초등 1,2년을 제외한 전 학급의 카카
오톡 단체방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반의 정·부반장 엄마가 간사를 맡아 초등부·중
등부(중·고등)의 학부모회 위원을 이룬다. 물론 각 학년·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전체 학부모회의 카카오톡 단체방이 개설되어 있다. 주로 학교 공지사항의 공유와 
정보 교류부터 시작해 엄마들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이라고 한다.

 “교민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한 80% 정도가 푸
미흥에 살고, 나머지는 안푸9)나 공항 근처에 삽니다. 주로 학생들이 [푸미흥
에] 살다보니 [학부모들의] 학교에 한 관심도 높아요. 인근에 한인학교가 없

8)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중등교감선생님과 진행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고등부 학생들의 많
은 경우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학에 진학한다. 기본적으로 호치민시한국국제학
교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되, 어와 베트남어 교육에도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글
로벌 인재’로서 아이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외에도 푸미흥에
는 일본· 만·캐나다·미국· 국 등 다양한 계열의 국제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비(非)한국
계 국제학교의 전·편입 입학이 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한국국제
학교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중등교감선생님에 따르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
학생 사이의 전·편입 문의가 가장 많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9) 호치민 2군 일 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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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한국학교에 쏟아지죠.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
러워요. [...] 체로 [아빠들의] 직장이 푸미흥에서 1,2시간 떨어져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만 귀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보
니 푸미흥엔 엄마랑 아이들뿐이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던 과열이 돼요. 한
국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들도 여기선 일을 안 하니까 학교, 아이가 생활의 모
든 것이 되는 것 같아요.”

- O 중등교감선생님(50 , 남성)

                   [그림 56] 푸미흥 거주 학부모를 위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행 안내 (촬 : 
권은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이 주로 한국학교의 학부모회 카카오톡 단체방
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
생 혹은 유아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
류하고 있었다. 현지답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지점은 키즈카페의 공간에 엄마들을 
위한 테이블과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방문한 키즈카페의 
경우, 따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아이와 동반 입장하는 어른의 입장 
조건은 ‘1인 1주문’이었다. 또한 사장은 한국인이지만 베트남 현지인 직원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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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엄마들이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화를 하는 동안 현지인 직원들이 아
이들과 놀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키즈카페 사장님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엄마
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장 많이 키즈카페를 찾는다. 때로는 저녁 식사 이후에 아이
들을 키즈카페에 맡겨두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하
며, 화의 주제는 주로 학교나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한 것들이다.
  현지인 메이드를 구하는 것 역시 카카오톡 단체방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엄
마들 사이에서 소개와 평가가 오고간다.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푸미흥에 
사는 기혼 여성들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 비해 여유 있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에 맞춰서 상주 메이드부터 간단한 청소 및 설거지를 도와주는 메이드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관련된 일은 여성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의 메이드들은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주로 한다. 
  이처럼 푸미흥의 기혼 여성들은 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일 가운데 자
녀양육 및 교육의 역에 집중하며 가사노동의 상당 부분을 메이드에게 맡기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즈카페와 한인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온·오프라인 네트
워크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 형성되고 확장되며,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속되는 
데에는 여유가 생긴 일상에서 여성들이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관심이 크게 작용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0] 키즈카페의 이용 안내문(촬 : 권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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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적 성격의 카카오톡 단체방: 취미·부업활동으로서 경제활동

  푸미흥 기혼 여성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네트워크의 또 하나 중요한 역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키즈카페 사장님에 따르면, 푸미흥 한인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단체
방은 ‘천톡방’10)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발
한 상업의 장이라고 한다.
  하나는 직접 만든 반찬이나 김치, 소품들을 판매하거나 한국 혹은 기타 외국에
서 직접 구매한 싱싱한 과일과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형태이다. 키즈카페 사장님 역
시 자신의 아내가 늘 ‘카톡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카카오톡 단체방을 활용해서 
반찬을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다. 호치민 1군 시
내에서 1년 간 장사를 하다가 푸미흥에서 한식당을 운 한지 8년이 되었다는 주인 
분 역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엄마’들이 직접 담근 김치나 반찬을 더 저렴하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판매하
면서 이전에 비해 수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판매 활동은 푸미흥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고, 주거지역인 푸
미흥의 특성 상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이러한 판매 활동은 일종의 취미생활이자 
부차적인 수입원이 되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푸미흥 기혼 여성들이 카카오톡 단체
방을 통해서 실천하는 경제활동의 성격이 반찬과 김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거나 
먹을거리를 공동구매·판매 하는 등 가사노동의 일면과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3) 푸미흥 엄마들의 네트워크: 젠더에 따른 역할의 강화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종류의 카카오톡 단체방의 활용 양상을 통해 봤을 때 푸
미흥의 기혼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다고 인식되는 성 역할의 두 
가지 측면을 실천적으로 강화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은 ‘엄마’로서의 정체성과 연
결된다. 한국에서 하던 직장생활이 베트남 이주를 통해 사라지고 단조로운 푸미흥

10) ‘천톡방’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속해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는 
의미이다. 현지조사에서 50  여성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조원들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속해있는 단체방만 20개가 넘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수백 명이 속해있으며 일부 천 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단체방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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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 속에서 관심과 열정을 자녀에게 쏟게 되고 카카오톡 단체방은 이를 촉진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반찬·김치·먹을거리와 소품을 위주로 매매
와 교환, 공동구매가 주를 이루는 상업적 성격의 카카오톡 단체방 활용은 푸미흥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가정주부’라는 역할과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으레 
여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상상되고 실천되는 가족의 건강을 고려한 식사의 준비
와 집안을 꾸미는 일들이 이러한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만 메
이드의 고용은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일부 가사노동의 청소·빨래·설거지로부터 벗
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아가 취미생활이면서 동시에 부업으로서 행
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살림꾼’이라는 역할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 이주를 하게 되는 배경과 더불어 베트남 이주 이후의 삶
에서 푸미흥의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젠더에 부과되던 역할을 한국사회에 비해 강
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에 한 요구와 맞벌이
를 통해 가계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사실상 남성과 여성
의 성 역할이 모호해지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쉬게 된 기혼 여성들이 한국에서 여성에게 기 되던 여러 역할들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수행하게 되고,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는 매체의 활용과 맞물려 ‘엄마’
이자 ‘살림꾼’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5. 나오며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접적으로만 다뤄지고 있었던 한국 ‘엄마’들의 베트남 생활
을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보며 그들의 네트워크를 조명해보고자 하 다. 
푸미흥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한인 타운으로, 도이머이 정책 이후 경제적, 
교육적 동기를 바탕으로 이주해 온 한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표적 부촌이
다. 푸미흥으로 이주해온 한인 가정은 부분 3인 혹은 4인의 핵가족이다. 초기의 
‘엄마’들은 개 베트남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장벽은 거주나 
가사일과 관련하여 여러 도움을 주는 부동산에 한 상당한 정도의 의존으로 이어
진다. 
  집안의 살림을 담당하는 ‘엄마’들에게 아이의 양육과 교육은 그들의 생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결과 푸미흥에 사는 기혼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 ‘엄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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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며 주위에서도 그들을 ‘엄마’로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
다. 이는 네트워크로까지 이어져, 자녀 교육과 관련한 커뮤니티가 구심점이 되어 
‘엄마’들의 생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더 자세히 살펴
보자면, 푸미흥 정착 과정에서는 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이주 후에는 주
로 카톡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정착 전에는 인터넷 카페 ‘베트남 
맘 모여라’, 블로그, SNS를 통해 이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특히 ‘베트남 맘 모여라’는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를 넘어서 이주 후 그들이 
속하게 될 네트워크에 조기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푸미흥 이주 후에도 ‘엄마’들의 삶에서 네트워크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그
들의 네트워크가 단체 카톡방을 중심으로 형성, 유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양한 목적을 가진 규모의 단체 카톡방들은 학급 단체 카톡방, 학원 카톡방 등으
로 변형되고 확장된다. 이 뿐만 아니라 카톡방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푸미흥의 한인들 사이에서 단체 카톡방은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 ‘엄
마’들은 카톡방을 통해 여러 물품을 판매하며, 이는 그들이 부차적 수입원이자 취
미 활동의 일환이다.
  한인 가정의 푸미흥 이주와 ‘엄마’들의 네트워크는 젠더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푸미흥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한국인 기혼 여성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난 
남편을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이주한 경우이다. 이는 젠더에 따른 성역할에 의해 
부여된 남편의 직장생활이 생계의 핵심축이라는 인식과 성별임금격차에서 오는 선
택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며, ‘합리적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렇
게 이주해 온 기혼 여성들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어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
들며 여유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활동과 친목 도모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며, 주로 반찬과 소품을 매매하는 단체카톡방을 통한 경제활동 역시 열렬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적이고 상업적 성격의 단체카톡방 활용은 ‘가정
주부’라는 역할과 연결되며, ‘살림꾼’으로서의 ‘엄마’라는 정체성은 강화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엄마’들의 베트남 생활을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젠더적 관점에서 고찰하 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지답사 기간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참여관찰이 더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터뷰에 
의존하는 연구가 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더불어 한국 ‘엄마’들을 직접 인
터뷰하지 못하고, 그들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
근하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엄마’들의 생활을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하
고 다소 피상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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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후기 

이지윤

  1학년 때 일본 큐슈로 처음 해외 답사를 떠난 이후 3년 만에 베트남으로 해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과거의 답사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을 전혀 방문해본 적이 없
고 베트남어를 말하기는커녕 읽을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정말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치민에서 방문할 관광지며, 현지조사를 할 푸미흥이
며, 현지 음식들, 쇼핑거리, 따스한 날씨 등 모든 것이 기 가 되었고 베트남에서
의 4박 5일은 그 기 를 충분히 채우고도 넘칠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유명 관광지
를 돌아보고 자유롭게 호치민의 거리를 거니는 등 호치민을 충분히 느낄 시간도 
많았고, 동시에 열심히 현지 조사를 수행하며 (전공수업을 다 들어서 한동안 소원
했던) 인류학에 향수를 느낄 시간도 있어서 아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은 5일이
었습니다. 
  4박 5일간의 호치민이 즐거웠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조원들이라고 생각합
니다♥ 동기들 중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은채, 귀엽고 착한 현이 
세림이..평소 친해지고 싶었으나 제가 너무 수줍어 친해지지 못하 었는데 이번 답
사를 통해 친해지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호호호 오토바이 쌩쌩 지나다니
는 길을 함께 건널 때 조원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 

권은채

 공항철도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는 새벽길에서만 해도 답사에 한 기 나 두근거
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밤을 샜거든요... 새벽 3시에 과제제출을 끝내고, 그래도 
남은 과제를 걱정하며 샤워를 마치고, 빼먹은 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집을 나설 땐 
이렇게까지 해서 답사를 가야하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밤을 샌 덕
분에(?) 여섯 시간의 비행 동안 까무러치듯이 잠들어서 나름 말끔한 정신으로 일정
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시작된 답사는 너어어어어무 너무 즐겁고 잊지 못
할 추억거리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답사이기 때문에, 여행 같으면서도 
여행에서는 느끼고 생각해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다 함께 다녔던 일정들도 즐거웠고, 하루 반 동안의 조별 답사도 조원들
과 깔깔거리며 부딪혀봤던 것들이 기말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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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베트남은 생각했던 것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또 다시 생각과 고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미흥조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들 하트를 
쓰니까 나도 쓸거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難개그들을 마구 분출하는 지윤이 
넌 너무 멋지고(?) 재밌는 동기야. 그리고 친해지고 싶었던 현이와 세림이~ 짧다면 
짧은 답사동안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멋지게 채워주고, 놀 땐 신나게 놀던 멋진 아
이들! 이런 조원들 덕분에 학기 중간의 답사가 더 행복한 추억으로 채워진 것 같
습니다♥ 부끄러우니 이만 총총.

김세림

  처음으로 가 본 베트남, 처음으로 해 본 해외답사, 처음으로 먹어 본 반미…. 이
번 답사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잔뜩 안겨주고 떠나간 소중한 시간이습니다. 아직
도 호치민에서의 경험이 생생합니다. 오토바이가 어찌나 쌩쌩 달리던지 손에 손 잡
고 현지인 뒤를 쫄래쫄래 뒤쫓아 가기도 했고, 반미가 맛있다는 가게까지 부지런히 
걸어가서 정말 맛있었던 반미를 먹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지답사 하느라 고
생도 많이 했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더 많네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즐거움이 가득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 때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잘 챙
겨주고, 사진도 잘 찍고, 답사도 열심히 이끌었던 은채 언니, 저를 편하게 해주고, 
재치 있는 말로 나를 받아주기도 하던 지윤 언니. 답사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를 둘 다 친절하게 배려해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좋았습
니다♥ 그리고 나와 호치민의 밤을 누비고 다닌 현이! 이번 답사 통해서 신나는 
경험 할 수 있어서 짱짱이었고, 언제나 고마웠지만 이번에도 고마웠습니다♥

신현

 베트남이라는 낯선 곳에 ‘답사’를 간다는 것에 설렘과 걱정을 함께 안고 베트남으
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제가 몰려있는 학기 중에 떠났기 때문에 정신없이 베트남
으로 가게 되어 제 로 즐기지 못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런 걱정이 사치 을 정
도로 알찬 4박 5일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무작정 현지조사를 
하느라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좋은 추억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흥정도 해보고, 오토바이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오토바이 
위에서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베트남의 맛있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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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먹으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경험들이 하나하나 모두 소
중하 고 지금도 두근 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조원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조원들이랑 함께했기 때문에 소소한 경험도 재밌게 느꼈고, 힘든 일
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급속도로 친해져서 정말 좋았습니
다. 항상 조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는 동시에 귀여운 매력을 뿜뿜하는 은채언니와 
모두를 편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지윤 언니, 그리고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
남에서도 항상 함께해서 즐거운 세림이까지!! 한 명, 한 명 모두 사랑스럽고 고마
운 사람들이라 베트남 답사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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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와 베트남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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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TV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명 식도락 여행이 유행하고 있다. 식
도락 여행이란 음식을 주목적으로 한 여행을 의미한다. 반드시 여행프로그램이 아
니더라도 맛집을 탐방한다거나 요리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인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현 인의 삶 속에서 음식 문화가 새롭게 재조
명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베트남의 음식들도 ‘신서유기4’, 
‘배틀트립’, ‘원나잇 푸드트립’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추어지면서 주목받
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쌀국수, 월남쌈, 반미를 주 메뉴로 한 베트남 음식점이 다
수 생겨나고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통해 근래 가장 주목을 받는 세계의 음식 중 
하나가 베트남 음식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매체와 한국적으로 재구성된 베트남 음식점을 통해서는 베트
남 음식을 관광 상품의 관점에서밖에 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베트남 
현지인들의 그 요리들에 한 인식, 접근성, 섭취하는 빈도 등 우리가 관광 상품으
로 접하는 베트남의 전통 요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는 실제로 어떤 위상을 갖는지 
알기 어렵다. 각 나라의 표적인 음식들이 현지에서는 실제로 어떤 위상을 갖는지
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조에서는 호치민 답사의 현지연구 기회를 통해 베트남의 표적인 음식 중 ‘반
미(bánh mì)’가 현지의 다양한 식당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그 위상
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조에서 베트남의 여러 음식을 파는 식당 중에서도 ‘반미’를 파는 식당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크게는 반미가 지닌 독특한 역사적 특징과, 우리
의 현지조사 지역인 호치민과의 긴 한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연구자 중 
한 명이 과거에 베트남을 여행하며 현지에서 반미의 인기를 직접 경험했던 것이 
본 조의 연구 질문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반미가 이처럼 프랑스 식민시절 프랑
스의 향을 받아 생겼다는 흥미로운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적인 음
식이 되기까지 어떤 변천사를 겪었는지 궁금해졌고, 베트남 현지인들은 이런 역사
적 유래를 가진 이 빵을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둘째로 이번 베트남 답사 시에 방문하게 된 호치민이 프랑스의 향을 타 지역
보다 강하게 받아 반미를 최초로 먹기 시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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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강 국 및 프랑스와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향을 받았으나 그 중 호치민이 속한 남부 지역은 프랑스 식민지배 시절 프랑스의 

향을 특히 많이 받았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바게트가 자연스럽게 호치민에 가장 
먼저 전래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반미가 되었다. 그래서 반미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사이공(현 호치민) 바게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셋째로 반미에 관한 현지 연구가 베트남 음식문화 연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조는 반미가 호치민에서 매우 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식당과 관련 사람들이 매우 많아, 짧은 
시간에도 풍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연구 
가능성에 비해 베트남의 음식문화에 관련된 선행 연구, 그 중에서도 식민지의 향
을 받은 반미와 같은 특징적인 음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의 반미 관련 연구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넷째로 맛있기로 유명한 반미를 맛보면서 조사를 하면 조원 모두가 더욱 즐겁고 
열정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있었다. 실제로 본 조는 연구 내
내 주제에 한 진정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

2) 문제제기

앞서 말했듯이 본 조사 보고서에서는 외지인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를 표하는 
관광음식으로 접하게 되는 음식이 현지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현지인들에게 접해지
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미’라는 상으로 설정
하고 반미가 판매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연구하 고, 이후 ‘베트남 중 음식문화의 
공간적 분화 : 반미(Bánh mì) 샌드위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세부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 다. 

첫째, 반미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 음식문화는 판매 공간에 따라 어떻게 분
화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선 답사 이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반미를 판매
하는 상점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해 사전조사를 진행하 다. 또한 음식문화
가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 상점들에서 어떤 요소들을 비교 관
찰할 수 있을지를 정했다. 답사 시에는 호치민 내 다양한 반미 판매 공간을 방문
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반미와 그것을 둘러싼 공간적, 인적 특성이 
판매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알아보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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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로써 반미는 베트남 내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는 첫째 질문을 통해 얻어낸 반미 자체와 반미를 둘러싼 
공간적, 인적 특성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베트남에서의 반미의 위상과 의미가 어
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면서 답해보고자 하 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우선 현지조사를 하기 전 반미가 어떤 음식인지, 그 정의와 특징에 관해 사전조
사를 진행하 다. 특히 반미가 탄생한 배경이었던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배 역사
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 고, 반미가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반미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 변천사를 알아보았다. 

반미 판매 공간의 분화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 식당, 카페, 노점상, 시
장, 식료품점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반미 판매점을 구분하여 조사를 시작하

다. 조사 예정 지역은 식당 집 지역인 데탐(De Tham) 거리, 고급 식당지인 
동커이(Dong Khoi) 거리, 재래시장과 간이식당이 집한 벤탄(Ben Thanh) 시장, 
식료품 재료를 위주로 판매하는 전문 서민시장인 함응이(Ham Nghi) 거리 다. 각 
조사 예정 지역의 특성에 따라 데탐 거리에서는 전문식당과 노점상을, 동커이 거리
에서는 카페를, 벤탄 시장에서는 시장 점포를, 함응이 거리에서는 식료품점을 중점
적으로 조사하기로 하 다.

조사 상이 된 매장은 총 아홉 곳이었다. 전문식당으로는 Banh Mi Hong 
Hoa, 카페로는 ABC Bakery & Cafe, Lebanhmi, Runam Cafe를, 노점상으로는 
데탐 거리의 불특정 다수의 노점상을, 시장으로는 벤탄 시장 내 식당 점포인 Hai 
Thuy를, 식료품점으로는 Nhu Lan, 함응이 거리의 반미 판매상, 그리고 현지 편
의점 브랜드인 Circle K를 조사하 다. 

각 식당 별 참여관찰은 음식 특성, 공간적 특성, 인적 특성이라는 세 가지 구분
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첫째로 음식 특성으로는 물리적 특성, 조리 특성, 메뉴, 
가격 , 포장 및 디자인을 알아보았다. 물리적 특성이란 반미 자체의 특성을 의미
하며, 반미를 구성하는 재료, 크기, 모양, 두께 등을 말한다. 반미의 조리 특성으로
는 조리법과 조리 시간 등을 알아보았으며, 메뉴는 반미의 종류, 그리고 반미와 함
께 판매하는 기타 메뉴의 수와 종류에 해 알아보았다. 둘째로 공간적 특성으로는 
식당의 위치, 구조, 분위기, 먹는 방식(포장해서 가는가 앉아서 먹는가), 사용 언어
(메뉴판에 사용된 현지어와 어)를 알아보았다. 셋째로 인적 특성으로는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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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조리자, 고객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특히 반미가 베트남 표 음식이라는 
이미지에 힘입어 반미가 관광 상품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고객 중 
현지인과 외지인의 비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반미를 구매하는 현지인과 반미를 판매하는 점
원을 상 로 면담을 진행하 다. 판매자를 상으로는 반미를 판매하게 된 이유, 
반미의 현재 매출과 전망과 같은 호치민에서의 반미의 위상에 한 질문과 함께 
주요 구매자, 가장 매출이 높은 반미의 종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반미 판매의 현
황에 해 면담을 진행하며 고객을 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반미 판매에 관한 고객 
차원의 인식으로서 반미를 왜 구입하며, 해당 판매 공간을 왜 선택했고, 반미에 
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면담하기로 하 다.

2. 사이공 바게트, 반미

1) 반미의 정의 및 기원 

반미는 베트남에서 파는 전통 바게트빵 음식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베트남식 
바게트 빵을 반으로 가른 뒤에 고기나 채소 등의 속재료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를 
총칭한다. 반미의 정확한 언어적 풀이를 해보면, bánh은 베트남어로 빵을 의미하
고 mì는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반미는 ‘빵’이라는 음식 종류를 통상적으로 의미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반미’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전
래된 가루로 만든 빵인 바게트 빵을 지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그중에서도 
반미로 만든 샌드위치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
미로 만든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반미’로 칭하기로 하 다. 

어떻게 해서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가 탄생하게 되었을까? 베트남은 1883년부
터 1945년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며, 식민지배 초기인 19세기 후반부터 베트
남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문화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음식문
화에 있어서도 프랑스풍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스파라거스·아보카도·버터·요
구르트·와인·맥주·아이스크림·커피 등과 같은 프랑스 요리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프랑스식의 조리법 등도 전래되었다. 바게트는 프랑스에서도 20세기 초에 
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보다 약간 늦은 20세기 초에 베트남 상류사
회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바게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누렇고 기다란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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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손에 쥐고 먹는 서양밥’ 또는 바게트를 먹는 모습을 보고 은어로 ‘나발을 분
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식민지배 당시에는 빵에 연유를 찍어먹는 것이 전부
고, 지금과 같이 샌드위치의 형태로 먹지는 않았다. 이렇게 먹는 바게트 빵을 ‘외
국의 빵’이라는 의미의 반떠이(bánh tây)라고 불 고, 반떠이는 주로 상류층에서 
고급음식으로 향유되었다. 이 ‘반떠이’라는 단어는 이후 ‘반미’로 체되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민족의 결속력 차단
과 통치지배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베트남 북기, 중기, 
남기 세 지역을 구분한 삼분할 통치 체제를 운 했고, 이러한 식민지배 체제는 반
미의 역사에도 향을 주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끝나고 부유한 계급만 소비할 
수 있었던 반떠이의 모습은 베트남이 전반적인 지역에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프랑
스의 식민 지배를 가장 먼저 받기 시작하여 프랑스의 향력이 가장 컸던 베트남 
남부에서는 반떠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남겨졌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반미는 호치민의 과거의 이름인 사이공(Saigon)을 따 사이공 바게
트(Saigon baguette)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정확한 유래와 기원의 역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약 1950년 부터 호치민에서
는 바게트 빵에 베트남 고유의 식재료를 넣어 먹고, 그 이름도 반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식민지배 시절 반떠이가 부유충의 향유 수단이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의 
반미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식량으로 이용되었다. 반미는 주로 노점상과 길거리의 
가판 나 수레에서 판매되었으며, 간단하고 맛있는 아침식사나 점심식사로서 서민
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금처럼 식도락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들
을 찾아다니기 전부터, 이처럼 반미는 베트남의 중적인 길거리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미는 부유한 베트남인들에게는 기피의 상이 되었
는데, 그 이유는 반미가 길거리에서 팔리는 오염된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부
유층에서는 장티푸스 등의 질병에 한 걱정 때문에 노점상음식을 피했기 때문이
었다.

1965년 이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반미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는다. 베트남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상식이었던 반미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반미는 베트남 전역에서 새롭게 재부상 하 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1975년에 남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공화국의 수도를 점령하여 베트남 공화국이 공식적
으로 소멸한 ‘사이공 함락(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입장에서는 사이공 해방이라 불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공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베트남 전 지역으로 량 이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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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둘째로 1980년 부터 경제 개혁을 위한 도이모이(刷新) 정책(베트
남의 개방 개혁 정책)이 도입 및 추진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
다.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반미의 형태가 바로 이 시절에 자리 잡게 된 것인데, 
완전히 로만 만들던 바게트 빵을 쌀가루를 섞어 만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
부터이다. 쌀가루를 섞어 빵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빵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베
트남식의 속재료들이 빵과 더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숨어있다. 1975년 이후에 미국은 전쟁 패배에 

한 보복으로 베트남에 한 금수조치(엠바고)를 단행한다. 
결국, 일부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의 교역이 차단되었고, 수입 
가루가 주 원료 던 반미 생산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 베트남은 이런 식량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 신 베트남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쌀가루, 옥수
수가루, 고구마 전분 등을 원료로 하여 반미를 만들었고, 그렇게 오늘날의 쌀로 만
든 반미가 탄생하 다. 이처럼 반미는 서구에서 전래된 빵을 변형한 것이라 외지에
서 온 사람들에게도 처음 접하기에 거부감이 덜하고 현지인들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에도 좋고 맛도 있어, 베트남을 표하는 음식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반미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유럽과 미국에서 베트남을 표하는 음식으로서 더 일
찍,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에 한 가장 큰 이유로 사이공 함락 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베트남인들이 미국에서 반미(bánh mì)를 유행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들 수 있다. 현재 반미는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에서 선정한 〈세계 
길거리 음식 베스트 10〉에 꼽히는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으며, 2011년 3월 24일자
로 옥스퍼드 어사전에 반미(bánh mì)가 고유명사로 등재되기도 하 다. 이를 통
해 반미가 서양식 샌드위치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베트남 고유의 음식의 지위를 성
공적으로 획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반미의 종류 및 만드는 방법

반미의 종류는 속재료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는 그 이름도 속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는 새콤달콤하게 절인 무 또는 
당근 절임, 오이, 고추, 고수(rau mùi), 파테(pâté) 등이다. 소스로는 마요네즈, 간
장, 느억맘(nước mắm)이라 불리는 생선 소스나 칠리소스 등이 사용된다. 주재료
의 경우 향신료에 구운 고기, 어묵, 쪽파, 불고기, 새우완자, 바베큐, 달걀, 참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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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베트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재료의 차이
에 따라 반미의 종류는 차 루아(돼지롤), 팃 응우오이(햄), 지오 쑤(편육), 싸 씨우
(바비큐), 씨우 마이(미트볼), 닷 비엣(혼합), 까모이(정어리), 쭝치엔(달걀)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반미를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우선 구워진 베트남식 바게트를 반으로 
가른 뒤, 빵 속에 버터나 마요네즈 등의 소스를 바르고 전통 식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속재료들을 갈라진 빵 사이에 넣으면 완성이다. 속재료를 넣어 먹는 샌드
위치형 반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 에 와서도 현지인들이 바게트를 달걀
노른자나 소고기 육수에 간단히 찍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
우 일반 바게트 빵을 먹듯이 반미(빵)에다가 버터나 잼을 발라 먹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3. 반미 식사공간별로 발견한 반미와 사람들

1) 전문 식당

Banh Mi Hong Hoa는 데탐 거리 북
쪽 Nguyễn Văn Tráng에 위치한 반미 
전문 식당이다([그림 1] 참고). 이 식당은 
식당이 집된 거리에 있었으나 그마저도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외진 골목길에 위치
해 있으며, 식당 내부는 매우 좁고 주방
과 매 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오직 판
매를 위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현지 

학생 친구가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알
려 주었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장
소 근처의 식당으로 학생증이 있다면 할
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이 식당이 주변 직장인과 학생들을 
주요 소비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판매자 겸 조리자인 직원은 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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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그림 61] [그림 62] 

섯 명으로 식당 규모에 비해 직원
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그림 2] 
참고). 

이곳에서 판매하는 반미는 총 
일곱 가지 으며 그 외 떡, 만두, 
커피 등 음료와 가벼운 먹거리들
을 10여 가지 정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 면에서 반미는 그 재
료에 관계없이 모든 메뉴가 
20,000동이었으며, 타 메뉴는 
10,000~20,000동 정도 다. 반미
의 재료는 빵, 당근, 오이, 양파, 고수, 미트볼(주재료, 소스 포함)이 들어가고, 그 
크기는 다른 식당에 비해 작은 편이었으며 특히 빵이 매우 얇았다([그림 3] 참고). 
특히 고수 향이 강하게 났는데, 이를 통해 이 식당에서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반미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원이 많았던 덕분에 주문 즉시 직
원들이 반미를 신속하게 제조하여 주었다. 반미는 신문지와 비슷한 질감의 질이 안 
좋은 종이에 싸서 고무줄로 묶인 포장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직원들이 반미를 반으로 잘라줄지 말지를 연구자들에게 물어보았으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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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된 반미는 비닐봉투에 담겨 나왔는데, 이를 통해 이 식당에서는 바쁜 현지인들이 
이동하면서 빠르게 반미를 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도착했을 때 모든 고객들은 현지인이었고, 오토바이
를 타고 이동하다가 들르는 등 이동 중에 잠시 들러 반미를 사 가는 경우가 흔했
다. 메뉴판은 현지어와 어가 둘 다 사용되었는데, 이 지역이 관광객이 집하는 
지역이어서인지 어가 더 큰 글씨로, 우선적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그림 4] 참고). 

2) 카페

카페는 총 세 곳을 조사하 으며, 
첫 번째 카페는 데탐 거리에 인접한 
Phạm Ngũ Lão에 위치한 ABC 
Bakery & Cafe 다. 이 식당은 로
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1층에 매장이 
있고 2층에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
는 큰 규모의 매장이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제과제빵류 고, 1층 매장 내에서도 
이를 제조하는 주방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직원은 판매자와 조리자가 분
리되어 있었고, 두 직원 간의 복장도 
달라 확연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매자는 세 명이었고 
조리자 또한 다수 다. 

전체적인 매장 인테리어는 전문 식
당에 비해서는 보다 현 식 및 서양식에 가깝고 깨끗했으며, 2층 좌석에는 외부를 
관망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그림 5] 참고). 
식사 공간이 편리하고 양식 제과제빵류를 판매해서인지 부분의 고객이 서양인을 
다수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이러한 고객의 구성을 고려하여 반미 메뉴판도 

어로만 되어 있었으며 다른 제과제빵류 이름표의 경우에도 어를 크고 진하게 
쓰고 현지어는 아래 작게 표기되어 있었다.

반미는 타 제과제빵류와 달리 매  옆에 위치한 별도의 제조 공간에서 제조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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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그림 65] [그림 66]

었다([그림 6] 참고). 이곳의 반미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반미는 기본적으로 주요 속재료에 
따라 네 가지 종류가 있으나 반미 
빵의 크기와 종류를 일곱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어 총 조합이 
28가지나 되었다([그림 7] 참고). 그
에 더하여 고기, 치즈, 채소, 버터 
등을 추가 금액을 내고 추가할 수 
있어 고객의 취향을 최 한 배려하
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

미의 가격은 최저 12,000동부터 최고 68,000동(추가 금액 미포함)까지 다양했다. 
다른 제과제빵류의 경우 부분 20,000동 내외의 가격 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반미의 재료로는 빵, 양상추, 오이, 토마토, 고수, 양파, 참치(주재료), 소스로는 
마요네즈와 기타 맵지 않은 소스가 하나 들어갔으며, 특히 빵이 매우 크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었다([그림 8] 참고). 반미 제조 공간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
어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객이 볼 수 있게 하 고, 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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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그림 68]

를 조리하는 시간은 보통 정도 다. 반미는 매장 내 좌석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투명 비닐 포장이 되어 그릇에 담겨 나왔으며, 반으로 잘라줄지 말지에 해서는 
직원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나 포크와 나이프를 제공하여 선택적으로 잘라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이 식당에서는 고객이 반미를 신속하게 먹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편리하게 반미를 먹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카페는 일본인 거
리인 Lê Thánh Tôn에 위치
한 Lebanhmi이다. 첫 번째 
카페와 마찬가지로 이 식당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1층에는 매

가, 매  안쪽의 반지하 공
간에는 좌석과 주방이 위치해 
있었고, 주방은 아예 벽과 불
투명 유리로 분리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그림 9] 
참고). 좌석이 위치한 반지하 
매장 공간은 여러 가지 그림과 베트남 전통 물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매 와 주방
이 분리되어 있기에 판매자와 조리자도 자연히 분리되어 있었고, 판매자의 경우에

도 매 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 두 명과 주방에서 서
빙을 하는 직원 다수로 구
분되는 등 고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연구자들이 방문했을 때 
매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객이 꽉 차 있었
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고객의 상
당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이어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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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번째 카페와 마찬가지로 
메뉴판에 어가 현지어
보다 위쪽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그림 10] 
참고). 

반미로는 이 가게만의 
특제 소스가 들어간 ‘스
페셜 바게트’ 외에도 10
여 가지의 반미가 있었으
며, 그 외에도 샌드위치, 
버거, 가벼운 먹거리, 볶
음밥, 쌀국수, 커피, 맥
주, 와인 등 수십 가지가 
넘는 식사거리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반미의 가격 는 30,000동~50,000동 정
도 고 음료는 략 40,000동 가량, 다른 식사류는 50,000동 내외로 형성되어 있
었다. 반미 재료로는 빵, 오이, 고수, 양파, 마요네즈, 고추, 닭고기(주재료) 등이 
사용되었고, 크기는 메뉴 주문 시 형과 소형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었으며, 유
산지가 깔린 나무 바구니에 반으로 잘려 담겨 나왔다([그림 11] 참고). 반미를 주문
하면 체로 좌석에 앉아서 먹는다. 연구자들이 반미와 기타 식사류를 주문하고 나
서 보니 오히려 쌀국수와 같은 다른 식사류가 먼저 나오고 반미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제공되었다. 이는 타 매장에 비해 다른 식사류가 조리되는 경우
가 많아 상 적으로 반미가 조리되어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Lebanhmi에서는 오래 근속한 아르바이트생 린(가명) 씨를 면담하 다. 린 씨에 
따르면 Lebanhmi는 2012년부터 운 을 시작한 반미 카페이다. 많은 음식 중 반
미를 판매하기로 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반미가 가장 유명한 베트남 
음식이며, 둘째는 외국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고, 셋째는 이 가게에 몇  째 내려
오는 특제 소스가 있어11) 이를 활용해 반미를 주력 메뉴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식당에는 외국인 고객이 많이 오며, 
서양인 관광객 못지않게 한, 중, 일 관광객도 상당수 오는데, 식당이 위치한 곳이 
일본인 거리인 만큼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11) ‘Lebanhmi’라는 상호로 개업하기 전에 오랫동안 전통 식당 혹은 점포의 형태로 반미를 
제조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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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현재 식당은 장사가 매우 잘 되는 편이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업을 하면 100
개가량의 반미가 팔린다고 한다. 린 씨는 이
러한 매출의 상승세를 힘입어 멀리 떨어진 
곳에 2호점을 열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린 
씨는 부분의 고객들이 “편리한 공간, 친절
한 직원, 맛있는 음식” 때문에 앉아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포장해 가는 사람들보다 많
다고 말했고, 주로 아침에 카푸치노나 라떼 
등 커피와 함께 먹고 간다고 설명했다. 식당 
인테리어에 해 질문하자, 린 씨는 베트남
의 그림과 장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
의 예술품을 진열해 놓아 식당의 분위기도 
살리고, 베트남 문화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림 12] 참고). 

린 씨는 마지막에 연구자들에게 ‘왜 한국
인이 이곳에 잘 안 오는지 궁금하다, 광고를 

해 드리고 싶다. 많이 알려 달라’고 덧붙 는데, 이를 통해 이 식당이 외국인 관광
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찰
과 직원 면담을 통해 Lebanhmi가 반미의 ‘관광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위상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카페는 동커이 거리에 인접한 Mạc Thị Bưởi에 위치한 브런
치 카페인 Runam Cafe 다. 이 식당은 부촌인 동커이 거리 로변에 위치해 있
었으며, 첫 번째 카페와 마찬가지로 1층에는 카페와 주방을 포함한 매장이, 2층에
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형 식당이었다. 또 마찬가지
로 직원은 다수이며 판매자와 조리자로 분리되어 있었고, 판매자는 카페 바리스타 
겸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과 서빙을 하는 직원으로 다시 분업화되어 있었다. 

매장 인테리어는 조사한 식당들 중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2층 
좌석은 유리문을 두고 실내와 실외 테라스로 구분되어 있었고 실외 테라스도 넓고 
각종 식물과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었다([그림 13] 참고). 메뉴판은 서빙하는 직원이 
직접 갖다 주었으며 주문 전에 손을 닦는 물수건과 물을 제공해 주는 등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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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그림 72]
고객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타 카페와 마찬가지로 현지
인과 외국인이 비슷하게 많이 방문하 고, 이러한 고객 특성을 반 하여 메뉴판에
는 현지어와 어가 병기되어 있었다([그림 14] 참고). 

반미 재료로는 빵, 오이, 고수, 고추, 양상추, 향채, 양파, 견과류 소스가 포함된 
소고기 혹은 닭고기(주재료)등이 들어가 있었으며, 주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에 제공되어, 신속성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식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미
는 네 종류뿐이었고 그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반미를 부추 잎으로 감싸고, 
소스와 고추를 종지에 따로 내어 주는 등 꾸밈에 더 신경을 쓰고, 반미를 세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여러 번 잘라서 카나페처럼 속재료를 단면에 정성스럽
게 올리는 등 기존 반미의 변형을 시도하여, ‘고급스러운 식사’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다([그림 15], [그림 16] 참고). 그러한 인상에 걸맞게 가격 도 120,000
동~180,000동으로 타 매장 비 4배 이상 높은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반미 외
에도 커피 및 음료와 식사류를 판매하 으며, 마찬가지로 가격 가 높았다. 또한 
반미를 포함한 식사류든, 커피를 포함한 음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음식을 각기 다른 
모양의 유리나 사기그릇에 담아 판매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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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그림 74]
3) 노점상

식당 집지인 데탐 거리에서는 로변을 따라 노점상도 다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점상들은 공통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유리 상자에 반미 재료를 넣어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유리 상자를 실어 먼 거
리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었다. 로변에 위치한 이동식 소형 노점상
인 만큼 식당 크기가 작으며 주변이 소음이 잦고 어수선했다. 판매자 겸 조리자인 
직원은 단 한 명이었고, 고객은 부분 현지인이었으나 때때로 외국인 관광객도 노
점상에서 구매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부분의 메
뉴가 현지어로 쓰여 있으나 관광객을 의식하여 어로 재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그림 17] 참고). 이동식 유리상자는 그 자체로 매 이자 
주방이었고, 부분 포장을 해서 가지만 드물게 작은 좌석을 마련해 놓은 노점상도 
있었다([그림 18] 참고). 

노점상 규모 특성상 불가피하게 반미 재료의 종류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으나 유리상자 속 재료로 보아 오이, 토마토, 달걀 혹은 어묵 혹은 
햄(주재료)이 들어가고 빵의 크기는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노점상마다 다르
지만 반미 종류는 부분 한두 가지 정도 는데, 현지 학생 친구의 말에 따르면 
계란과 고기를 함께 넣는다던가, 계란과 어묵을 함께 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고객
이 원하는 로 재료를 넣어 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노점상에서도 특정하게 규격
화된 조리법에 얽매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조리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커피와 과일 등을 판매하 으며, 반미
의 가격 는 경우 10,000동~20,000동 정도로 매우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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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그림 76][그림 75]

4) 시장

벤탄 시장 내에는 수많은 식당 점포들이 있으며 반미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
보다는 다른 식사류와 함께 판매는 점포들이 부분이었다. 연구자들은 Hai Thuy
라는 식당을 방문하 다. 식당은 중앙의 주방이 ㄷ자로 된 좌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하고 있었고, 주방
은 1평가량으로 매우 좁
아보 으며 그 안에 두 
명의 판매자 겸 조리자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림 19] 참고). 

주요 관광지인 시장 특
성상 호객 행위가 많아 
주변이 소란스러웠고, 외
국인 고객들이 현지인보다 
오히려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식당에서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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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그림 78] 

인 호객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테이블 위 유리 상자에 식사류
의 모형을 전시해 놓거나 천장
에 매단 팻말에 큰 글씨로 메뉴
를 적어 놓아 소리 없는 호객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그림 20] 참고). 개별 메뉴판
의 경우에도 어가 현지어보다 
우선하여 표기되어 있었다. 식당 
자체는 그리 현 적인 형태는 
아니었으나 이와 같이 관광객을 
위한 언어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 직원이 명찰을 달고 있었다

는 점,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사항이 생기면 신고해 달라는 팻말 등을 통
해 관광 당국 차원에서 시장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ai Thuy는 두 종류의 반미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쌀국수, 쌈, 볶음
밥 등 30여 가지의 식사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 는 반미의 경우 30,000
동~40,000동 정도이고 그 외 식사류는 50,000동 내외 다. 점포 규모에 비해 가격

가 높은 것은 역시나 관광객 효과 때문이라고 쉽게 추정 가능하다. 반미 크기는 
보통이었으며 재료로는 빵, 오이, 당근, 계란 혹은 고기(주재료), 짠 소스 혹은 매
운 소스가 사용되었는데, 
고수가 사용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고수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의 입맛에 맞
추어 조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미의 외형상
으로는 빵이 얇고 작은 등 
전문 식당과 상당히 유사
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그
림 21] 참고).

Hai Thuy에서는 전문 
식당과 마찬가지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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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즉시 반미를 제작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반으로 잘라줄지를 연구
자들에게 물어보았고, 종이에 포장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주었다. 이를 통해 전문 
식당과 마찬가지로 시장 점포에서도 고객이 빠르게 식사를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목적성은 고객이 좌석에서 반미
를 먹고 간다고 해도 여전히 반미를 그릇이 아닌 비닐봉투에 담아 주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식당에 작게 마련된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음에도, 연구자들이 너무 오래 앉아 있자 직원들이 어서 가라는 식으로 눈치
를 주기도 하 다. 

5) 식료품점

그 외에 반미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으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는 
식료품 전문점이다. 함응이 
거리의 입구에 위치한 형 
식료품 전문점인 Nhu Lan은 
1호점과 2호점이 바로 옆 점
포로 붙어 있어 전체 매장의 
크기가 매우 크게 생각되었
다. 반미 전문점이 아니라 식
료품 판매 전문점이었기 때문
에 매 에는 반미 재료 외 각
종 식자재와 간식거리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은 매  뒤에 있었으며 식사를 할 좌
석은 따로 없었고 포장만 가능했다([그림 22] 참고). 직원들은 판매자 겸 조리자
고 매장이 큰 만큼 그 수도 많았다. 연구자들이 관찰했을 때의 고객은 전부 현지
인이었으며, 매  위와 밑에 쓰인 메뉴들도 현지어로만 표기되어 있었다([그림 23] 
참고).

반미의 빵 자체는 전문식당과 시장에서의 그것과 비슷했으나 식료품점인 만큼 
반미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는 매우 다양했다. 예를 들어 주재료가 될 수 있는 햄
이나 어묵의 경우 각각 종류가 많아 다양한 조합이 가능했다. 다른 식당들과의 차
이점은 이 식료품점에서는 미리 반미를 조리해 쌓아두고 고객이 요청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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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그림 82]

바로바로 반미를 제공해 주어 
조리 시간을 크게 절감하 으
며, 매장의 로고가 박힌 정식 
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을 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또 전문 
식당과 시장과 마찬가지로 반
으로 갈라서 주는 것이 원칙
이었다. 이로써 식료품점에서
는 현지인을 주 고객으로 삼
고 신속한 식사를 목적으로 
반미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함응이 거리 서민시장 내의 반미 판매상을 조사하 다. 반미 판매상
은 매  겸 주방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좌석이 없는 것으
로 보아 포장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방문했을 때
에는 판매자가 부재하 으나 다른 식자재 및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점포를 보았을 
때 판매자 겸 조리자 한 명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미 판매상의 경우에도 
직원 현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또 함응이 거리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드물고 다수가 현지인이어서 
이 판매상의 고객도 현지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으며, 메뉴가 현지어로만 
간단하게 쓰여 있다는 것도 그러한 사실
의 증거가 되어주었다.

반미의 가격은 15,000동으로 노점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판매상은 ‘Banh Mi 
Cha Ca’ 즉 어묵 반미만을 판매하 으
며, 심지어는 매 만 보아서는 속재료가 
어묵밖에 들어가지 않아 매우 단순한 형
태의 반미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그림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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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그림 84]

마지막으로는 반미를 판
매하는 현지 편의점 브랜
드인 Circle K를 조사하
다. 모든 Circle K가 반미
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었
고, 주방을 갖춘 중형 이상 
규모의 가맹점에서만 반미
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
자들이 방문한 곳은 Lý 
Tự Trọng이라는 로변에 
위치한 Circle K Vincom
점이었다. 매장 내에는 여
타 편의점에도 있는 식료
품 및 생활용품 코너와 함께 현지 음식을 판매하는 매  겸 주방과 식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그림 25] 참고). 주방에서는 반미, 국수, 볶음밥 등의 식사
류와 아이스크림, 샤베트, 커피 등의 음료와 후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직원은 판매
자 겸 조리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편의점을 방문한 부분의 고객들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가려는 직장인

이나 학생들이었다.
반미는 두 종류가 있었으

며 하나는 식료품 코너에 냉
장 보관된 ‘다낭 반미(Banh 
Mi Que, Breadstick)’ 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바게
트형 반미(Banh Mi Op La, 
Bread with Fried Egg) 는
데, 이 편의점 반미의 특이 
사항은 빵과 속재료와 소스
를 모두 따로 담아 준다는 
것이었다([그림 26] 참고). 

이는 고객이 취향에 맞게 재료를 넣어 먹거나 따로 먹을 수 있게 반미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고객 맞춤형 반미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노점상보다 더 많은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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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장 카페 노점상 시장 식료품점

음
식
특
성

재료 
종류

보통 많음 적음 적음 매우다양

크기 작음 큼 중간 중간
얇고 

가늠~중간
조리
속도

보통 느림 빠름 보통 빠름

반미
메뉴

7
4~10

+ 맞춤형
1~2

+ 맞춤형
2

다수
+맞춤형
(편의점)

그 외 
메뉴

길거리음식
음료

제과제빵류 
식사류

커피, 과일
30가지 

식사/음료
먹거리
식재료

[그림 85]

찾아오고, 카페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의 요구를 들
어주어야 하는 편의점의 특
성상 카페나 노점상처럼 개
별 고객의 요구에 맞게 따로 
반미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이
런 식으로 고객이 스스로 만
들어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바게트형 반미 메뉴에는 이
름처럼 달걀부침과 함께 토
마토와 오이 정도의 간단한 
속재료가 제공되었다. 다낭 반미의 경우에도 요청할 시 주방에서 데워 주었고, 재
료는 얇고 긴 빵, 버터, 말린 돼지고기 채만 간단하게 들어 있어, 저렴하고 빠른 
식사에 최적화된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27] 참고). 가격도 10,000동 내외로 
매우 저렴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는 철저히 현지인을 목표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언어도 현지어가 더 우세하게 표기되고 있었다. 

6) 식사공간별 조사내용의 정리  

이상의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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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0000d
12000

~180000d
10000

~20000d
40000d 10000d~

포장 신문지
비닐, 

바스켓, 
접시

종이, 
비닐봉투

가게 로고 
적힌 

포장지

공
간
적 
특
성

위치 골목길 로변 거리
벤탄시장 

내
로변

매 /
주방/
좌석

분리 X 분리 O 분리 X
분리 △

(매 -주방
/좌석)

분리 X

분위기 비위생
세련, 조용, 

서양식
비위생, 
어수선

호객, 
시끄러움

비교적 
위생적

먹는 
방식

포장, 반 
가름

좌식, 반 
가름, 변형

포장, 입식
포장, 좌식, 

반 가름

포장 + 
좌석

(편의점)
사용 
언어

현지어, 
어

어>
현지어

현지어, 
어

현지어>
어

현지어 + 
어

인
적
특
성

판매/
조리자

분리 X 분리 O 분리 X 분리 X 분리 X

직원 4~5명 다수 1명 2명 다수

고객 현지인
외국인 
다수

외국인, 
현지인

외국인, 
현지인

현지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미를 판매하는 상점 유형별로 예외는 존재하지만 
체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은 카페, 시장, 전문

식당, 식료품점, 노점상 순으로 스펙트럼처럼 나타난다. 음식 특성을 보자면 이 유
형 순서로 재료의 종류가 많으며, 반미 및 기타 식사류의 메뉴 수가 많고, 가격
는 높은 편이며, 조리 속도가 느리고, 가격 가 높으며, 포장에 있어서 보다 값비
싼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적 특성을 보자면 해당 순서 로 매 와 주방, 혹은 매 와 주방과 좌석이 
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높고, 포장보다 좌석에서의 식사가 더 허용되며, 현지보다 
서양식의 인테리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사용 언어(메뉴판의 언어)에 있어
서도 어가 현지어와 병기되거나 오히려 더 우세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 특성에 있어서는 해당 순서 로 직원 자체도 많고 판매자와 조리
자가 분리된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객도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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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미와 사람들의 삶 

1) 반미와 현지인의 일상 

반미 식사 공간의 분화 양상과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반미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부터 하나의 고급 음식, 또는 관광 상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베트남 음식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밥’을 떠올려보면 반미가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 중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다. 김밥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우리나라의 학생, 직
장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 김밥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과, 한 끼를 빠르게 
채울 수 있고 그 속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반미 역시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자 할 때 
쉽게 찾게 되는 음식 중 하나다. 실제로 답사에 도움을 준 베트남의 한 학생은 ‘사
실 평소에 반미를 많이 사먹어서 반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또 호치민 시내에서 발견한 한 반미 판매점(Hong Hoa)에서는, 학생들이나 근처 
업무지구의 직장인들이 반미를 많이 사먹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 가게에
서 학생들에게 할인을 해준다는 점을 통해 학생들이 이 식당의 주 고객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반미는 바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사먹거나 집에서 만들어먹을 
수 있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음식이라는 점에서 김밥과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김밥과 반미는 포함하는 위상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김밥의 경우, 
길거리에서 파는 천 원, 이천 원짜리 한줄 김밥에서부터 편의점 김밥, 고가의 브랜
드 김밥, 뷔페 김밥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격과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밥은 한국인들에게 고급스러운 식사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저 서민 음식 ‘김밥’이 한국인들에겐 더 익숙할 뿐이다.  

이와 달리 반미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식사’의 위상까지 포함한다. 반미는 간단
한 식사, 서민 음식, 관광 상품으로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퍼(Phở), 볶음밥 등의 
다른 메뉴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들에서는 반미를 하나의 정형화된 식사로 조리‧판
매하고 있었다. 또한 고급스러운 브런치 카페에서도 반미를 보기 좋게 포장해서 메
인으로 팔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 김밥은 고급스러운 음식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다. 베트남에서 반미가 서민 음식으로서의 위상이 더 크기는 하지만, 몇몇 
현지인들은 비싼 가격 의 고급 식당에서 하나의 제 로 된 식사로서 반미를 선택

- 131 -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 다. 

2) 외국인들의 반미 식사문화

앞서 Lebanhmi 카페에서의 인터뷰나 고객의 인적 특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
미는 베트남 관광 상품으로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음식 중 하나
다. 반미는 우리나라의 불고기, 비빔밥처럼 베트남만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서 현지
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관광 상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으로 반미를 판매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전통적으로 
반미를 판매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방문한 식당들에서는 많은 서
양인 고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외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 반미 판매점
들은 그 외부 인테리어가 서양식의 비교적 현 적이고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내부 모습 역시 베트남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반미 판매점과는 달리, 
카페나 전문음식점 형태로 테이블과 의자 및 편의시설, 인테리어가 잘 갖춰져 있었
다. 또 메뉴판에는 어가 우선적으로 적혀 있기도 하 으며, 주문한 음식은 접시 
또는 바구니에 깔끔하게 담겨 제공되었다.

음식의 특징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주 고객이 외국인 관광객들인 반미 판
매 공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고수 등의 베트남 전통 향신료가 적
게 들어간, 혹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반미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현지 향신료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취향을 고려한 메뉴를 만들
기 위한 의도 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반미는 식사공간에 따라 저렴하고 간
단한 식사부터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사까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더하여 최근에는 관광 상품이라는 새로운 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음식의 위상 측면에 있어서 반미는 고급음식 또는 
서민음식의 양 극단이 아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의 일부분으로서 ‘관광 상품’으로서의 반미가 
최근 새롭게 등장하 다. 이처럼 프랑스의 향과 베트남의 전통을 가미한 서민음
식으로 출발한 반미는 베트남의 근 화와 관광 산업 발전 흐름에 따라 비싸고 고
급스러운 음식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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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지금까지 반미에 한 사전조사와 현지연구를 통해 반미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의 중음식이 판매 공간에 따라 어떻게 분화되고 있으며, 반미가 베트남 내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반미의 위상 연구를 통해 
본 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반미 문화가 유연성을 가진 문화라는 것이다. 본 조는 호치민 시내의 전
문식당, 카페, 노점상, 시장, 식료품점에 이르기까지 반미를 판매하는 다양한 장소
를 방문하면서 공간의 유형에 따른 반미의 상이한 판매 및 섭취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반미가 ‘서민 음식’ 혹은 ‘고급 음식’ 혹은 ‘관광 상품’이라는 단
일한 위상만을 가진 음식이 아닌, 그 세 위상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음식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반미 문화는 그것이 위될 수 있는 집단의 계층적, 종족
적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유연한’ 음식문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음식문화, 특히 반미 문화의 형성에 가장 본질적인 향을 준 프랑스의 
음식문화와 반미 문화를 비교해보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음식문화
는 서민과 뚜렷하게 구분된 귀족의 음식 문화인 ‘오뜨 퀴진(Haute Cuisine)’과,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오뜨 퀴진에 한 항으로 등장한 새로운 요리 문화인 ‘누
벨 퀴진(Nouvelle Cuisine)’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반미는 ‘누벨 퀴
진’과 ‘오뜨 퀴진’의 위상을 둘 다 갖고 있기에, 프랑스의 음식문화에 비해 유연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미가 다양한 위상을 무리 없이 형성하고, 광범위한 집단에게 보다 손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반미가 그 기원
을 서구 음식 문화, 즉 프랑스 음식 문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미가 현지
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쉽게 수용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18-19세기 
프랑스의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프랑스의 
향은 반미 외에도 퍼(phở), 반 플랑(bánh plan), 반 빠떼소(bánh patê sô) 등 여
러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미는 이처럼 프랑스 음식 문화를 표하
는 재료인 바게트 속에 고기, 야채 등 베트남식 재료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서, 완
전한 베트남만의 전통음식이 아닌 일종의 퓨전 음식으로 시작한 음식이다. 

이러한 기원으로 인해 반미 문화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음식문화에 익숙한 외국
인들에게 쉽게 흡수될 수 있었다. 프랑스 음식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국가들
과의 교역을 통해, 제국주의 시기 광범위한 식민 지배를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 133 -



다양한 국가들에 유입되었던 문화 다. 이러한 프랑스 음식문화의 향유 계층과 보
편화된 인식 덕분에 반미는 외국인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퓨전 음식’으로서의 특징은 베트남의 최근 경제 성장과 관광 산업
의 활성화에 힘입어 반미가 더욱 각광받는 베트남의 표 음식이 되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베트남에 여
러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서구권 국가 출신의 관광객, 그 
중에서도 이전의 식민지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프랑스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방문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반미의 경우 그 출발이 프랑스 음식 문화와의 융합
에서 시작된 만큼 다른 전통 음식과 달리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광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취향에 따라 조금 더 현 식으로 꾸민 매장에서 반미를 판매하거나 그 재료적 특
징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다음으로 반미가 변형의 여지가 쉽다는 점, 즉 조리법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
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는 반미가 서민 음식에서 고급 음식에 이르
는 넓은 위상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반미는 노점상과 함응이 거리 반미 판
매상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재료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정성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일단 반미가 
최소한 판매 과정에서 물이나 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
리법 자체를 다양하게 변형시킬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반미는 1950
년  경에 길거리 음식이 되기도 용이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급 음식으로 분화되
기도 용이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반미 문화의 유연성이 반미 문화가 가진 동시 성으로도 이
어진다는 점이다. 반미는 1950년 에 노점상의 서민음식으로 출발해 현  사회에
서 고급스러운 서양식 카페에서 판매하는 고급 음식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겪
어 왔다. 그러나 고급 음식의 지위를 얻은 이후에도 길거리 음식인 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도 반미 노점상은 거리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으며, 이
제는 그에 더하여 편의점에서도 반미를 판매하면서 서민 음식의 지위를 활발히 이
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반미 문화의 과거 형태가 상실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시 적 배경(현재), 동일한 공간(호치민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이한 반미 판매 양상의 공존은, 반미 문화 내에 베트
남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반미 문화 내에는 베트남의 미래 또한 공존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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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인해 증가하는 베트남과 반미의 명성에 힘입어 반미 문화는 미래에도 계속해
서 확장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반미 형태의 변형이 일부 식당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 현지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어가 반미 판매 공간 곳곳을 차
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
전할 베트남의 미래와 더불어 나타날 반미의 더욱 다양해진 모습들을 기 해도 좋
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반미 문화 내의 과거, 현재, 미래의 특성은 시 의 흐름에 따라 차례
로 분절적으로 나타나거나 서로 먼 거리를 두고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나타나지 

않고, 한 시공간에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미 문화가 다양한 
시 적 양상을 집약적으로 붙잡아 두는 동시 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미 문화 하나를 보더라도 이처럼 그 속의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역사를 볼 수 있고, 각각의 시 를 살아가는 현지 사람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이 반미 문화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미의 
동시 성의 근간이 된 유연성은 반미가 호치민을 넘어 베트남 전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으로 수용되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게 된 큰 이유이다. 
앞으로 반미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 속에 숨은 베트남의 역사를 떠올려 보고, 그 
작은 빵 하나가 가진 깊은 문화적 함의와 파급력을 생각해 본다면, 반미가 더욱 
맛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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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후기 

권지우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학과 16학번 권지우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다녀온 지 벌써 몇 주가 지나갑니다. 최근에 
불어오는 한국의 차가운 공기에 6일 동안 저희가 받았
던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이 정말 제가 베트남에 갔다 
오기는 한 건지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해외 답사 고, 베트남 여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 되는 것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금 다녀오
고 난 뒤의 느낌은 저의 기 도 걱정도 어느 정도 일치
했던 것 같습니다. 
 답사 가기 전에 조사를 하고 준비하면서 6일 동안의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
정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조사가 많이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반미와 베트
남 음식 문화를 조사하며 인류학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고민했
던 것으로도 이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미를 파는 여러 식당을 찾아가보
고, 현지인들을 인터뷰를 하고, 다같이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가 관찰한 것들을 어
떻게 엮을 수 있을지, 인류학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지 고민하며 인
류학이 무엇일지에 한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동남아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음식문화 조 는데 고수를 잘 먹
지 못해서 혹시나 생활하면서와 반미를 조사하면서(제 인생에서 먹을 반미는 이제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식을 먹을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쌀국수 외에도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먹으며 
베트남 음식은 향신료 덩어리일 것 같다는 편견을 깨면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답사에 갔다 온 뒤 느낀 것은 역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기 하고, 어떤 것을 걱정해도 실제로 
저희가 마주치는 것은 달랐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무언가에 편견을 가지는 것은 그
것을 겪어보기 전까지 지양해야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해외 답사를 하면서 조원들과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새로운 발
견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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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족하다고 쑥스러워하던 베트남 현지 친구 혜진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
미있는 기억뿐입니다. 모두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더운 날씨만 빼면...)!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베트남 답사를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채수홍 
교수님과 인류학과 조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다혜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15학번 이다혜입니다. 
이번 년도 해외 답사지가 베트남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너무나 가고 싶었었는데, 극적으
로(?) 답사팀에 합류해 답사를 다녀오고 이렇게 
후기를 쓰고 있노라니 답사를 다녀온 때가 꿈만 
같네요. 따로 여행을 갔다면 방문하지 못했을 
곳들,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답사를 통해 가
보고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정말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을 
처음 가 본 터라 답사 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좋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기  반 의심 반의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데, 생각보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호
치민이라는 도시가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그리 억압적인 느
낌이 들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도 그리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
며, 그저 평화로운 땅,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5일밖에 다녀오지 않아 편견을 가지고 베트남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
거나 답사 중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베트남에 한 제 첫 인상이 이렇게 좋
게 남았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베트남에 해서 뿐만 아니라 현장연구에 해서도 많은 점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현장연구를 계획할 때 연구 현실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희 조에서 연구 주제를 잡을 때,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아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었는데, 그제서야 저희가 하는 이틀짜리 현지조
사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깨닫고 더 간단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정된 조사 장소가 문을 늦게 열어 다른 곳을 조사하게 되었다거나, 베트남 
친구의 조언을 받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조사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 등 여러 일
을 겪으면서 현장연구의 역동성에 해 몸소 느끼게 되었고. 연구의 방향은 현장에
서 조사를 하고 있는 순간순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새롭게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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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고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듣는 실습수업에서 현장연구를 
할 때에도 비슷한 것을 느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사회에 한 현장연구를 해 
보니 더욱 극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류학적 조
사에 한 재미를 나름 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극심해진 한국의 추위를 맞이하고 나니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군요. 다음번에는 호치민 외에도 베트남 각지의 도시들을 다녀보면서 
또 다른 베트남의 모습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도우미 혜진이가 
한국에 유학 오면 다 같이 놀러가고 싶고요! 이런 좋은 인연을 선물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신 교수님, 조교님, 인류학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지은
 
 이번 여름 방학 때 두 달 간 유럽에 있던 중
인 8월 어느 날 바르셀로나의 호스텔에 누워있
을 때 답사 공지를 보게 되었고, 유럽까지 노트
북을 가져갔던 저는 곧바로 지원서를 작성하
습니다. 그러나 귀국일이 지원 마감일보다 늦었
던 터라, 어찌어찌 조교님과 당시 근로 장학생 
선배에게 사정하여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
고, 답사에 무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사전발표를 할 때부터 채수홍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과 훌륭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는 인류학 연구방법실습 수업도 아직 듣지 
않았고, 인류학과의 다른 전공 수업들도 많이 듣지 않아 인류학적인 문제제기와 함
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을 제 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학에 한 배경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 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방향을 제 로 잡아주
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조금 더 깔끔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
다. 현지에서도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현지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
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전에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기 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여행과는 달리, 학과에서 단체로 갈 때만 가능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유
익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준비해주신 여러 프로그램 중 특히 Shilla 가방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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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것은 지난 학기 ‘현실 문제의 인류학’ 수업을 들을 때 자료를 통해서만 보
았던 현지 공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
과는 함께 몇 박을 하며 더욱 끈끈한 우정을 다졌고, 조금 어색하거나 처음 알게 
되었던 언니 오빠들과도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16학번들 중에서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저희 세 명, 저, 지우, 수정이를 잘 챙
겨주고 모자란 팀장인 저를 따라 함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다혜 언니, 
한라 언니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칭된 베트남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호치민 인사  한국어학과 
2학년이자 무려 학생회장인 혜진이에게도 많은 고마움과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
다. 함께 노래방을 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나중에 꼭 한국에 유학을 와서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답사 재밌었어요! 인류학과 짱!

김수정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16학번 김수정입니다. 
 처음에 답사를 신청할 때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 형식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원래 놀러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으로 베트남답사 신청서를 냈던 기억
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부끄럽고, 
다른 조원 친구들이 가졌던 열정에 비해 제가 너무 답사를 소
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희 조원 친구들
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에 
가서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사진 찍고, 엄청 더운데 짜증 한 번 안내
고 계속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현지 가이드 친구 혜진이
에게 틈만 나면 질문했던 그런, 조원들 덕분에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
었습니다. 두서없이 다 찍어두고 적어두었던 기록들을 호텔 방안에 모여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그에 한 결론을 만들어내며 정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터넷과 
문헌조사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들에 해 나름의 발견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답사가 아니라면 쉽게 해 볼 수 없는, 베트남 현지 공장인 신라 공장 
내부를 둘러본 경험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저번학기에 현실문제의 인류학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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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사실 저런 게 과연 있을까 그냥 원래 일반화된 경 방
식을 인류학이 굳이 문화라고 지칭하여 분석하려 드는 것은 아닐까, 굳이 당위가 
빠진 문화로서의 분석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많았었는데, 그 수업에서 배운 ‘문
화’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가장 뇌리에 박힌 인상은 당연
히 빼곡하게 앉아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뛰어난 기계, 그 공장에서 만드
는 가방..이런 것 보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 습니다. 그러고 경 진의 프레젠
테이션이 있었는데, 한국기업의 자긍심, 기술력의 우수함, 경 진과 노동자들의 안
정적인 관계 등을 언급하는 것을 보며 아, 기업 경 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문
화’가 존재하는 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현지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뚜렷한 열정과 목적을 갖
고 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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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것, 베트남 시장 속으로
-호치민 사이공스퀘어 한국인 상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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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이공스퀘어는 베트남에서 외적으로 이름난 ‘짝퉁시장’이다. 해마다 호치민시
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짝퉁12)’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이공스퀘어를 찾는
다. ‘짝퉁’은 분명 브랜드의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 재화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짝퉁재화는 외자유치와 통상분쟁 등 무역분쟁을 발생시키는 
국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 때문에 부분의 국가에서는 짝퉁시장에 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통해 짝퉁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짝퉁’은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재화로, 암시장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 시장형태다. 베트남 
역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정품을 모사한 ‘짝퉁’ 유사품 유통을 엄격
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짝퉁’이 블랙마켓이 아닌, 공식적인 시장의 형
태로 호치민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국에서 짝퉁상품은 공식적으로는 판매와 유통에 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논
의가 끝난 상태다. 때문에 암암리에 동 문운동장 주변, 남 문시장,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신촌로터리 주변 등에서 암시장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13). 위조상품을 
구입한 서울수도권의 주부 532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인터넷이 33.1%로 가
장 큰 구입처로 나타났다(소비자시민모임, 2010). 이와는 조적으로 사이공스퀘어
는 호치민 번화가에 위치하여, 공식적인 쇼핑몰의 형태로 짝퉁재화를 판매하고 있
다. 
  이에 조사자들은 ‘공식적인 짝퉁시장’으로서 사이공스퀘어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시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하게 경제학적 수요공급에 따라 
상거래와 화폐가 이동하는 곳으로 생각되곤 한다. 그러나 참여관찰을 통해, 사이공
스퀘어 내에 공간성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구
조에 의해 사이공스퀘어라는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고, 구성원들의 행위성이 고정된
다.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실천에 따라 ‘한국적인 것’이라는 담론

12)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상품. 금성출판사 훈민정음 국어사전에 지난 2004년 1월
에 등재된 정의. 2001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짝퉁’이란 말을 처음으로 ‘신조어 목록’에 
등재함.

13)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228명 상 조사에서 명품 짝퉁의 주된 구입처는 남
문과 동 문시장이 46.9%, 그 다음이 인터넷 오픈마켓이 35.1%로 나타났으며(엠브레
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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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되고, 더 나아가 ‘한국적인 것’이라는 담론을 두고 사이공스퀘어의 베트남 
상인과 한국인 상인 사이의 우위 다툼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우위 다
툼은 정치적인 동시에 권력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 사이공스퀘어를 두고 내
외적으로 권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공스퀘어’를 단순한 짝퉁시장 그 이
상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이공스퀘어에 해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공식적으로 짝퉁재화를 
판매하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사이공스퀘어가 ‘짝퉁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
위자들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본 연구는 사이공스퀘어 내의 행위자들 중에
서도 특히 한국 상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어떤 방식으로 한국 상인들이 한국적인 
것을 권력화하고 ‘사이공스퀘어’라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중심으로 사
이공스퀘어를 참여관찰 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울에서 2017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루어진 1차 문헌 
자료수집 및 예비연구를 기반으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 까지 4박 5일 
간의 현장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주로 관찰 및 체험, 인터뷰 방법을 사용했다. 
사이공스퀘어와 벤탄시장 모두 두 번씩 방문했으며, 벤탄 야시장과 럭키플라자는 
각각 1회 방문했다. 인터뷰는 사이공스퀘어에서 만난 한국 상인 3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5일 간의 관찰 기간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베트남 현지상황과 시장
문화에 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를 보완하 다.
  사이공스퀘어에서 인터뷰한 한국상인들은 모두 남성이며 장사를 시작한지 최소 
1년 이상으로, 시장 내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국 상인A와 B는 11월 9일 사이공스퀘어 1차 관찰 시 인터뷰한 상이다. A는 상
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비교적 어렸으며, 사이공스퀘어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는 약 
2년이 지났다고 했다. 판매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명품 
짝퉁 의류와 가방이며 총 4칸의 가게를 운  중이다. B는 40  중반으로 인터뷰 

상 3명 중 장사 기간이 1년으로 제일 짧았다. 2칸 남짓의 작은 가게에, 젊은 소
비자 뿐만 아니라 현지인, 노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B는 
규모는 작지만 판매품목의 다양화 전략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 상인C는 11
월 10일 2차 관찰 시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50 의 남성으로 장사를 시작한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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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인 A 한국 상인 B 한국 상인 C
연령 30  후반 40  중반 50

장사년수 2년 1년 4년

판매 품목
명품짝퉁 의류, 

가방
명품짝퉁 + 다양한 잡화 골프‧스포츠 웨어

칸수/월세 4칸/600 2칸/300 2칸/300

약 4년이 되었다. 인터뷰이 중 사이공스퀘어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사했으며, 판매 
품목은 골프·스포츠 브랜드웨어로 부유한 노년층을 겨냥한 것이다. 오랜 장사 기간
에 비하여 운 하고 있는 가게의 칸 수는 2칸에 불과했다. 가게를 확장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공간에서 수익을 올리며 외부로의 확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 다.
  인터뷰 상의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시 장소 내용

1차 11/9
사이공스퀘어 시장 1차 관찰 / 한국 상인 A, B 인터뷰

벤탄시장 시장 1차 관찰 및 구매‧흥정 경험
야시장, 럭키 시장 관찰 

2차 11/10
사이공스퀘어 2차 관찰 / 한국 상인 C 인터뷰

벤탄시장 2차 관찰 

2. 베트남, 그리고 사이공스퀘어

1)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배경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
로, 사회주의 공화제 및 공산당 1당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
유와 독립만큼 귀한 것은 없다(Không có gì quý hơn độc lập tự do)’는 호치민
의 지도 아래 ‘독립 ∙ 자주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통일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 통합을 이룩하고 오랜 전쟁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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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회복을 통해 체제의 안정과 여러 국가와의 연 를 공고히 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도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했으며,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형성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 한다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1986년 12월 공산당 제6차 당 회에
서 경제 개혁을 위한 도이모이(Ðôi Mơi,刷新) 정책이 채택된 후 베트남은 개혁·개
방을 통한 국가 발전을 기본 정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해당 외개방정책을 통
해, 베트남 정부는 시 의 흐름에 발맞춰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외국인투자유치, 사기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집중
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베트남은 1990년 에 연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보
인 것을 시작으로 1991년~2000년의 10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은 2배 증가하

고 수출액은 3배 증가를 이루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 다. 한편 1997년 
아시아 지역에 불어 닥친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999년에는 경제가 침체되
기도 하 으나, 2000년부터 6% 의 경제성장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 2001
년~2007년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7.74%를 기록하 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 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 
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베트남은 경
제 동향의 추세에 따라 정치 정세가 큰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한편 현지답사를 다녀온 베트남의 옛 수도 호치민 시(TP. Hồ Chí Minh)는 현 
수도 하노이(Hà Nội) 시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하노이 시가 베트남 정부 
아래 중앙집권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를 띠는 반면에, 호치민 시는 베트남 최  상
업도시로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가 베트남 내 최  수준이며, 하노이 시에 비해 개
방적이고 진보적인 분위기를 띤다. 특히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가 
발달되어 있고, 2013년 1인당 GDP 4,525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비수준 또한 높
아 시장경제가 매우 발달해 있다. 

2) 사이공스퀘어와 한국 상인

  ‘사이공스퀘어(Saigon Square)’는 호치민 1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는 65 
Lê Lợi, Bến Nghé, Quận 1, Hồ Chí Minh이다. 다카시마야(Takashimaya) 백화
점, 재래시장인 벤탄시장과 매우 인접해있으며, 의류 및 가방잡화 전문의 현 적 
쇼핑몰로 우리나라의 동 문 시장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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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사이공스퀘어의 입구 

 사이공스퀘어의 주 고객은 한국인 관광객이다. 한국인이 사이공스퀘어를 찾는 이
유는 타 시장에 비해 깔끔한 시설과 에어컨의 확충이라는 매력적인 조건 때문이다. 
의류‧잡화뿐만 아니라 음식물과 박제된 동물표본을 판매하는, 후덥지근한 실내공기
와 음식 냄새가 뒤엉킨 벤탄시장과 달리 사이공스퀘어는 잘 관리되고 넓은 통로가 
구비되어 있으며 덥지 않도록 에어컨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고 시원
한’ 한국식 매장에 익숙해져있는 한국인들은 사이공스퀘어로 몰리게 된다.
  또한 한국인 관광객은 애초에 사이공스퀘어에 (모조품의) ‘구매’라는 목적을 가지
고 온다. 유럽·중국·일본 관광객이 단순히 시장을 구경하거나, 소규모의 잡화류를 
구매하는 것에 비해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 상 질 좋은 모조
품(이하 짝퉁)을 구매하려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타 시장에 비해 시설이 깔끔하고 
품목 상 (짝퉁) 의류‧잡화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사이공스퀘어를 선호하게 된다.
  한편 사이공스퀘어가 확연한 고유의 특징을 보이게 된 것은 한국 상인이 사이공
스퀘어에 입점하게 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의 선호와 취향을 포착한 
것에서 시작한다. 물론 한국 상인의 입점과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 사이의 정확한 
인과적 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상인들이 보다 ‘한국적인 (취향의)’ 브
랜드 짝퉁과 스타일을 계속 들여오면서 자연스레 사이공스퀘어는 짝퉁 명물시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적인 것’이 정착되는 데에 한국 상인들이 크게 활약하게 
된 것이다. 요컨  취향이 소비 목적과 연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사이공스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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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타국 관광객과 같이 단순한 문화체험 등의 이유가 아니라 짝퉁을 구입하기 
위한 하나의 코스가 된다.

3. 베트남 시장을 둘러싼 권력관계 

1) 외부권력 : 국가-시장 , 쇼핑몰-시장

 ‘짝퉁’이라는 속어로 알려진, 모조품은 공식적으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심각한 
법적 폐해 및 시장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상 처벌 상이며 관세 범
죄로 취급된다14).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모조품 시장이 상당히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한 응책으로, 공안경찰들이 모조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
며, 정부차원에서는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협회(VATAP, Viet Nam 
Association for Anti-Counterfeiting and Trademark Protection)를 통하여 모
조품 시장에 한 분석 및 비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경 
반입 모조품이 증가하여, 2015년 베트남 정부는 모조품 퇴출을 위해 해당 기업과
의 협업을 통한 적 단속을 시행했다15).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치민 시를 표하는 시장인 벤탄시장과 사이공스퀘어는 
모조품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모조품이 판매되는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 상표권 침해란 위조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의미한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
NTENT_000000000189&layoutMenuNo=123&nttId=CONTENT_000000000189)

15) 출처 : KOTRA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
x=322&dataIdx=1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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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신짜오 베트남 :  벤탄시장의 짝퉁 상품 단속 기사
 

[그림 2] 벤탄시장 내부 모습 

사이공스퀘어는 전술한 바, 벤탄시장16)과는 조적으로 현 적 쇼핑몰의 구조를 

16) 현재 벤탄시장 건물은 호치민의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1912년에 건설되었다. 벤
탄시장 건물은 기둥과 벽으로 실내가 분할된 매장이라기보다, 가건물처럼 큰 지붕 아래 
배너를 건 가판 점포들이 늘어서있다. (벤탄시장 문 공식사이트 참고 
http://www.ben-thanh-market.com/history.html#.WhfGEkpl_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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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으면서, 호치민 시의 유명한 모조품 시장으로 통용된다. 벤탄시장 역시 
모조품을 취급하지만  엄격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6년 8월 4일 현재)  
사이공스퀘어처럼  모조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사이공스퀘어는 다른 시장, 백화점 및 쇼핑몰에 비하여 전체 상품에서 
모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하여 규제를 
받거나 모조품을 암암리에 파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파는 쇼핑몰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가령 무료 여행가이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공스퀘어는 ‘질 
좋은 가품’(“good quality fakes”)17)을 파는 시장으로 소개가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조품에 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공스퀘어에서는 어떻게 공공연하게 모조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 나
아가 모조품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지 않은 다른 시장과 달리, 주력상품으로서 
모조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사이공스퀘어는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었
는가? 사이공스퀘어에서 모조품 판매 점포를 운  중인 한국 상인들은 사이공스퀘
어의 사장과 베트남 공산당 내부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림 3] 사이공스퀘어에서 판매되는 모조품   
 원래 아직까지는 암암리에 돈을 줘서 단속을 막아요. 사이공스퀘어 같

은 경우는 기득권이 제일 높으신 분이 (공산당 내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17) https://www.tripadvisor.co.kr/ShowUserReviews
-8743-Saigon_Square-Ho_Chi_Minh_City.html 고품질의 모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관광시장으로 공공연하게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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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알고 있어서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뿐이에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가명)-

사회주의국가이다 보니까 (제일 높으신) 한 분이 (짝퉁에 한 규제를) 
막고 있어요. ‘여기는 검사하지마, 검사하지마.’ 테두리를 쳐 놓고, 그렇게 
특이하게 여기만 (짝퉁 판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가명)-

 상인들과의 인터뷰는 사이공스퀘어가 다른 시장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강화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공 스퀘어는 고위 인사
와의 접한 관계를 통해 ’모조품’이라는 상품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에 이어 경제 집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 음성적
으로 성행하는 모조품 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
는 쉽지 않다18).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국가체제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 현재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공산
당 1당제를 채택하여 모든 정치권력을 공산당으로 집중시키는 국가체제를 유지하
고 있 있다. 즉, 모조품 거래에 한 암묵적 용인(‘눈감아주기’)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역에 한  정치-행정권의 향력을 암시하는 사례이다. 결국 모조
품이라는 불법적 품목의 거래를 법적으로 통제, 단속 및 처벌을 집행해야  할 주
체가 사이공스퀘어라는 경제주체와 유착되어 선별적으로 정치적 향력을 발휘하
고 있는 형국이다. 요컨  이는 정치권력과 집행의 권한 일치에 치중한 일당제 체
제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집행하는 정치의 기능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계산적으로 기능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접절(articulation)한 지점
의 공간적 실재로서 ‘사이공스퀘어’는 짝퉁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공스퀘어는 국가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친화성)를 통해 모조품 판매
의 불법성을 극복하여, 다른 시장과 달리 모조품을 공공연하게 팔 수 있는   특권
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단순히 벤탄시장과 같이 ‘전통적이고 복종
적인’ 시장에 한 우위를 가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이공스퀘
어의 권력친화성은,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품 시장에도 심

18) 관광객이 몰리는 시장에 짝퉁이 성행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국가정책적 움직임은 한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시아경제] 명동-남 문 시장 짝퉁 절반 줄어든 원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41748036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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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찮은 위협이 된다. 호치민 시의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는 사이공스퀘어의 지리적 
위치는 이러한 위협의 기반이 된다. 사이공스퀘어 1, 2, 3 중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공스퀘어 1은 호치민시의 표적 관광 명소인 벤탄시장과 인접해 
있으며, 호텔, 음식점, 카페, 백화점, 주상복합빌딩 등 편의시설 및 시내 상가가 펼
쳐진 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사이공스퀘어 1의  건너편에는 일본 백화점 브랜드 
다카시마야(Takashimaya)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사이공스
퀘어로부터 위협받는 정품 판매 시장이다. 

 밖에 다카시마야라는 일본 백화점이 있는데, 그 쪽에서는 (우리를) 되
게 싫어해요. 여기에 정품이나 가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가명)

[그림 3] 사이공스퀘어 및 벤탄시장 주변 지도 (출처 : 구글맵스)

  정부의 강화된 단속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모조품 시장에 정품이 유입되는 양이 
줄었음에도, 암암리에 공장 등지에서 정품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사이공스퀘어에 
유통되는 부분의 의류잡화 품목은 정품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S/A급(가품의 품
질, 즉 정품과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책정된 모조품들로 부분 중
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고객들이 우수한 품질의 유사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공
스퀘어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공스퀘어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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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이공스퀘어와 같은 모조품 전문쇼핑몰은 정품을 취급하는 백화점과 아울렛
으로부터 고객을 끌어들여, 예상치 못한 수요 유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
다. 
  요컨  사이공스퀘어는 ‘정치’와 ‘시장’이라는 이질적이고 비 칭적인 장(field)의 
기능과 종속관계를 정치적 결정권과 경제적 이익의 교환을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짝퉁’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이용하여 전체 시장 장(field)내에서 독
보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사회주의 국가체제, 1
당제의 권력 집중 현상, 현 화된 쇼핑몰의 공간성과 상업적 입지 등 시장 내외의 
특성들이 맞물려 사이공스퀘어가 효과적으로 모조품 헤게모니를 구조화하도록 만
든다. 

2) 내부권력 : 한국적인 것의 권력화

2-1)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사이공스퀘어에는 매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
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동일한 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사이공스퀘어는 모순적이게도 자
본주의의 논리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시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
공스퀘어를 방문한 소비자들의 향력은 그들이 지출하는 돈의 양에 의해 결정된
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딱 사업
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한국사람들이 돈이 제일 많아. 여기 돈 쓰러 온거
야. 한국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사람 입맛
에 맞춘거야.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C-

  유럽사람들은 그냥 놀러 온 거에요. 돈을 들고 온거 아니에요. 잠시 
따뜻해서 놀러오신 거예요. 일본사람은 소비문화가 강하지 않아서 필요한 
것 실용적인 것만 사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벤탄(시장)을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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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피 중국에서 생산한 옷이기 때문에. 벤탄(시장)에는 자기가 못 본 (로컬) 
옷들이 많으니까. 이 옷들은 다 중국 광저우에서 오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베트남 물가 생각해보면 (사이공
스퀘어에서 파는 옷들이) 되게 비싼거에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

(어떤 국가의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냐는 물음에) 한국, 중국, 일본, 베
트남 순.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

  사이공스퀘어에 입점한 한국 상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판매자 입장에서 수익성
을 극 화 시키는 손님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유럽인들은 단순한 관광을 위해 호
치민을 방문하고, 일본인들은 과시적 소비문화가 강하지 않으며, 중국인들은 재래
시장인 벤탄시장을 더 선호한다는 추측성 원인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추측의 신빙
성은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사이공스퀘어의 상인들이 한국인을 주요한 소비자층으
로 인식하고 있음은 인터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로 미루어보아  한국 소비자들
의 선호가 사이공스퀘어에 지 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향력과 더불어 베트남 내에는 이미 ‘한국적인 것’에 

한 담론이 존재한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신뢰할만한 것 혹은 좋은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한국 상인 A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한국사람이든 유럽사람이든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라고 해요. 여기는 한국 가게라는 인식이 있으면, 인식 자체에 
한국은 좀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느낌. 여기가 한국 사람 
가게라는걸 알려주기 위해 저는 일부러 한국어 더 쓰라고 해요. 외국 사
람 지나가면 ‘네, 안녕하세요’ 해요. 저 어 조금 하는데 일부러 ‘네, 안
녕하세요’ 그래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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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상인의 가게 모습 

 실제로 한국 상인 A가 운 하는 가게에서는 상호명을 한글로 명시해 두었으며, 
한국 중가요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았다. 멀리서도 A씨가 운 하는 가게가 한국
인이 운 하는 가게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외 다른 한국 상인들이 운 하는 가게
에서도 한국 상인들은 공공연하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사용했다. 
  즉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외부에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매출과 직
결되는 하나의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때문에 ‘한국’에 관한 담
론은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토 로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한국적인 것’을 일종의 
권력으로 만들고 있다.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사람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람이 들어와서 
(짝퉁의) 퀄리티도 높이고, 가격도 높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는 사이공스퀘어의 상품구조를 바꾸어 놓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의 향력을 인지한 호치민 내의 한국 상인들이 빠르게 사이공스퀘
어 시장에 진입했고, 이들은 한국인들이 좋아할 법한 짝퉁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를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 상인들과 그렇지 못한 
베트남 상인들 사이의 판매량 및 수입 격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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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이공스퀘어 내부 구조의 모습 

 (사이공스퀘어 내의 판매공간인) 방 한 칸이 엄청 비싸거든요. 한 달 
월세가 150만원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할수
록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을 팔게 되는 거죠.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은 직사각형으로 구획되어있다. 인
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 한 칸이 2평 정도임을 감안하면, 150만원이라는 월세
는 베트남 물가기준으로 싼 편이 아니다. 높은 월세는 상인들로 하여금 판매재화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으로 변화시키는 경제적 요건중 하나로 작용한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을 팔아야 월세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상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이 선호하는 명품을 판매하는 것
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강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자
체로 ‘한국적인 것’은 하나의 권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상인과 한
국 상인 간의 경제적 격차는 민족 간의 알력다툼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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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족 간 알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상인들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명품에 한 이해와 
발빠른 처를 바탕으로, 베트남 상인과 비교했을 때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 상인들이 베트남 상인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 다. 
  하지만 총량으로 접근했을 때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 자본의 양과 한국 상인들
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절 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또한 민족적으로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한국 상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즉,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토 로  한국 상인들이 사이공스퀘어의 판매재화를 
재구성한 것은 맞지만, 그들 역시 타국에서 사이공스퀘어 내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소수민족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에 한국 상인들이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더라도, 한국 상인들의 장사호황은  민족적 질서 아래에서 
베트남 상인들의 견제를 받게 한다. 
 한국 상인들은 인터뷰에서 은유적으로 베트남 상인들의 견제를 ‘텃세’,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는 사이공
스퀘어 내의 한국 상인 A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앞서 언급
한 사이공스퀘어 내의 판매 공간을 빼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베트남 상인
들의 견제에 한 한국 상인의 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노골적인 
견제에 한 소극적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 상인들과 타협하는 것이다.

옆이 원래 저희 가게 는데, 뺏겼어요. 장사가 너무 잘돼서, 한국인이다 
보니까 뺏겼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확장을 해버렸죠.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는 베트남 상인에 의해 판매 공간을 박탈당하자, 그 곳
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본래의 판매 공간인 1칸보다 넓은 4칸으로 확장하는 소
극적 저항 방식을 취했다. 이는 인터뷰이인 A씨가 사이공스퀘어 내의 여타 한국 
상인 중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취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런 게(텃세) 좀 심해.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베트남 상인)한테 잘 
해야 해. 여기는 찍히면 답이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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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C-

 A씨보다 연령이 높은 C씨의 경우 사이공스퀘어 내에 존재하는 민족적 질서에 
해 부분적으로 순응하고, 베트남 상인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타협하는 방식을 취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국 상인들이 어떤 위협과 견제를 겪고 있으며, 어떻게 
저항과 타협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지에 해서는 참여관찰기간이 짧은 탓에 
확인 할 수 없었다. 연령/젠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 상인들이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민족적으로 유연하게 처하는지는 산업인류학에서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베트남 시장 내 ‘한국적인 것’의 향방
  
1) 포화 상태에 이른 사이공스퀘어

  이렇듯 다양한 권력이 얽히고 민족간 알력 다툼이 발생하는 장(field)인 사이공스
퀘어는 시장의 공간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이다. 현재 사이공스퀘어 내에는 20개가 
넘는 점포를 운 하는 베트남 상인들이 존재한다.

맨 끝에 있는 가게, 저기 있는 가게는 기업이야. 이 안에만 (가지고 있
는) 가게가 20개가 있어. 직원들만 50명이 넘어. 다 보면 원피스 입고 있
지. 딱 입고.. 어마어마해.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C-

  이들은 한국 상인보다 우월한 현지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이공스퀘어 내에서 판
매 공간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하늘색 PK 원피스를 맞춰 입고 
쇼핑몰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한국인 소비자들과 한국인 상인들이 사
이공스퀘어 내의 상품을 재구성 하는 데에는 막 한 향력을 행사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판매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 다. 결국 
사이공스퀘어는 ‘짝퉁시장’이라는 시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자본이 계
속해서 몰려들면서 포화상태를 넘어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사이공
스퀘어는 1호점을 넘어 호치민 중심지에 2, 3호점을 건립하 다. 그러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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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지표는 사이공스퀘어 내 판매 공간의 월세(월 150만원 상당)이다. 호치민 시의 
타 시장에 비해 사이공스퀘어 내의 비싼 월세는 상인들이 판매 품목을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요인이자, 포화상태가 극 화 된 시장
을 이탈하게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이미 사이공스퀘어 내의 월세는 최고치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공스퀘어는 높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공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월세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이어져, 상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한국 상인들은 점차 사이공스퀘어 외부로의 확장에 주목하게 된다.  

 (사업 확장) 준비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미 포화상태
에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

  경제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 외에도 한국 상인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요인은 다
양하다. 한국 상인들은 사이공스퀘어의 판매 품목이 수익률을 보장하는 의류·잡화
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기도 하 는데, 이는 한국 상인들이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성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류를 
판매하는 사이공스퀘어 내의 공기품질은 먼지로 인해 굉장히 악화된 상태 다. 한
국 상인들은 먼지로 인한 피부질환과 기관지염을 호소하면서, 조사자들이  사이공
스퀘어 내에 오래 머무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이공스퀘어 내에는 사람들이 드나
드는 출입문 외에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갖춰 지지 않은 상태 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한국 상인들이 사이공스퀘어 외부로의 시장진출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었다.

2) 한국적인 것의 확장

2-1) 양적 ; 물리적 확장 – 벤탄시장 개척

  한국상인들의 역확장에 한 고려는 크게 양적 확장과 질적 확장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확장은 물리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오프라인 시장으로의 확장
을 의미한다.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오프라인 시장은 사이공스퀘어와 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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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위치한 벤탄시장이다. 벤탄시장은 사이공스퀘어와 마찬가지로 호치민시에서 
소문난 관광명소이다. 벤탄시장은 사이공스퀘어와 달리 재래시장의 형태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호치민시의 주민들도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로컬시장
이다. 벤탄시장에서 팔고 있는 품목은 의류, 잡화를 넘어 커피, 음식물, 옷감, 전시
용 동물박제품 등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으며, 손님들을 위한 별도의 식사공간까
지 마련되어 있다. 

 벤탄시장은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어. 조만간 그 쪽으로 넘어 갈 
것 같아. 곧 지하철이 그 쪽에서 시작되. 일본에서 베트남하고 하는 지하
철이 1호선이 그 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C-

[그림 5] 베트남 호치민시의 지하철 노선 계획  

 현재까지는 에어컨 시설의 미비와 같은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벤탄시장에 진출한 
한국상인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행정구역상 1군에서 2군 위쪽 지역
을 지나는 노선인 메트로 1호선(벤탄-수오이띠엔)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프
라의 개선이 기 되고 있다.
  메트로 1호선 개통 시 벤탄시장에 기 되는 효과는 시장성 확보 및 시설·설비 
개선이다.  특히 벤탄시장은 메트로 1호선의 시작 지점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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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용이해 타 시장에 비해 고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동인구 증가는 시장의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한국상인들이 진입하
기에 충분한 시장성을 갖출 것이다. 또한  한국 상인들이 벤탄시장 진입 저해 주
요 요인으로 꼽는 비위생적인 환경, 냄새와 더위 등은 메트로 1호선 공사 계획과 
발맞춰 이루어질 시설·설비개선 공사를 통해 차차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
터뷰이들 모두 벤탄시장을 1순위로 확장해야할 시장으로 꼽았다.

곧 있으면 벤탄 (시장)도 바뀐다고 했어요. 내부도 바뀌고, 큰 시장이 
될 거에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

[그림 7] 한국 상인의 가게 내부 모습 및 인터뷰 장면  

 그러나 오랜 공사에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지하철 완공일이 늦어지고 있었다. 메
트로 1호선은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2020년 완공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며 현지 상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벤탄시장의 월세는 사이공스퀘어에 비하여 훨씬 저
렴하나, 지하철 개통 이후 기 되는 시장성의 확보 및 시설·설비 개선을 통해 벤탄
시장의 월세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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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적 ; 타겟 확장 – 베트남 젊은이와 온라인 오픈마켓

  한편 사이공스퀘어의 비교적 연령 가 낮은 한국상인들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양적 확장을 넘어 온라인 시장으로의 질적 확장까지 꿈꾸고 있었다. 이는 SNS와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젊은 연령의 소비자 확보를 통해서 고객층의 스펙트
럼을 넓히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로 베트남은 현재 온라인 시장을 통한 성장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페이스북이 활성화 되어 있을 걸요?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으로만 학생들이 
장사하는 것도 엄청나요. 그 분들이 상업 활동을 해야 하니까..그 시장성
이 저희보다 큰 일반 소업체도 많아요. 엄청나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B-

  현재 베트남은 SNS 플랫폼이 온라인시장의 공급을 지탱하는 만큼, 스마트폰이 
충분히 보급된 상태이다19). SNS 플랫폼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정
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국가 이념 보호를 이유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
속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이를 체할 현지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해, 결국  
Facebook과 Youtube는 베트남에서 가장 중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
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10명 중 9명은 Facebook 이용자로,  Facebook은 베트
남 전자 상거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온라인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한 
개인사업자들은 이미 Facebook을 통해 전자상거래 및 오픈마켓을 운  중이다.  
201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정보기술원(VECITA)이 현지인 967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오픈마켓(76%)과 소셜 네트워크(68%)가 가장 중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가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은 Facebook 과 Zalo 등이다20).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온라

19) 2016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현재 4180만 명에서 2020년 5900
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20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트남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 역시 2020년엔 3920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 베트남, SNS를 보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2017. 05. 26,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
243&dataIdx=1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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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매 수요층은 사이공스퀘어의 한국상인들로 하여금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상인들에게 온라인 시장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Facebook과 같은 온
라인 플랫폼은 사이공스퀘어와 마찬가지로 모조품에 한 정부의 단속이 닿지 않
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현재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활동에 해선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1). 이에 따라,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SNS 플랫폼에서는  모조품, 화장품, 음식, 가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넘어갈거에요. 그거 놓치면 끝
나요. 더 이상 앉아서 파는 건 안돼.. 찾아가야 해요. 여기는 우버나 그런 
게 엄청 발달 되어 있잖아요. 배송이 저희보다 빨라요..길거리에 오토바이
가 몇 댄데..?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

베트남의 가장 중적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베트남 온라인 시장 확 의 또 다
른 주요 기제이다. 세계 오토바이 시장에서 베트남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
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현재 호치민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주민 3명당 2 의 오토바
이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다수의 택시 호출 앱(Easy Taxi, Grab Taxi, 
Uber, Live Taxi, Taxi Chieu Ve)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온라인 주문에 따
른 배송이 더욱 용이해진 상황이다22). 도로를 점령한 오토바이와 온라인 택시 호
출 서비스는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물류배송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이공스퀘어 내의 젊은 한국상인들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며, 벤탄
시장으로의 확장을 넘어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온라인 시장
은 잠재력은 충분하나, 아직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기 어

21) 베트남으로 가는 징검다리,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2016. 
12. 22,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
dx=322&dataIdx=156101

22) 베트남 교통 O2O 서비스 시장(1) - 택시호출 앱 시장경쟁 ‘후끈’, 한경준 베트남하노이
무역관, 2016.02.24,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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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온라인 결제 서비스의 구축이 미비하
여,  보안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베트
남 내에서 온라인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신 아직까지는 보안성에서는 떨어져요. 그것만 해결되고, 네트워
크만 발달해서 연결만 해주면..온라인 시장이 활성화 될 거에요.  

-사이공스퀘어 한국 상인 A-

베트남 온라인 시장은 기술적 한계 극복을 통해, 한국 상인들이 진출할만한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베트남의 향후 경제를 이끌
어갈 청년층이 ‘한국적인 것’ 혹은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따라 이미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베트남 내 백화점에 입점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이공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들이 ‘한국적인 것’을 신뢰할 만
한 것,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 상인들이 이들의 선호에 
맞춰 베트남의 온라인 시장을 ‘한국적인 것’으로 재구성 할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가며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시장이 상당 부분 현 화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1980년  중반 개혁 개방 정책(도이머이) 수립 이후 미국과 
유럽 등 특히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심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다. 그럼에도 사이공스퀘어와 같은 ‘전문’ 시장, ‘특화’ 시장은 개혁 개방 이후 타 
시장들(쇼핑몰, 백화점 등)과는 다르게 복합적이고 독특한 경로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제적 체계, 그중에서도 시장의 장(field) 향력 하에서 사이
공스퀘어의 좌표는 전통시장과 쇼핑몰·백화점 등 기업형 현 시장 사이에 위치한
다. 외형적으로 기업형 모델을 채택한 사이공스퀘어는 실내 건물, 에어컨과 현 화
된 시설·설비를 갖추었지만, 짝퉁 품목을 취급함으로써 장(field) 내에서 “문화적 
우위”, “고급스러움”, “상류층”이라는 상징적 지배의 코드를 획득할 수는 없다. 모
조품, 가품 그리고 짝퉁은 태생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원본과 정품을 복사한 ‘가짜’
이며 심한 경우 ‘키치(kitsch)’로 분류되어 싸구려 취급을 받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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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이공스퀘어는 사이공스퀘어 자체를 둘러싼 외부적 조건에 반응하고 내
부적으로 행위자들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위험(risk)을 해결하는 한편, 장 내에서 
전통시장, 기업형 시장과는 차별화된 역에 있다. 시장의 주력 상품을, 개혁개방 
정책으로 확보된 해외자본의 유입과 수출입 문호를 이용함으로써 질 좋은 짝퉁이 
납품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다. 또한 개방 이전까지 특권층 외에는 허락되지 않
은, 호치민의 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수요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사이
공스퀘어는 짝퉁과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결합한다. 그 결과가 바
로 ‘한국적인 것’의 이미지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짝퉁이 저렴하고 조악하다는 이
유에서 상징적으로 상품의 사회문화적 가치나 지위가 떨어진다는 약점을 사이공스
퀘어는 베트남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와 결합시켜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적인 것’이란 순수하게 짝퉁시장에 외부적이고 무관한 이미지이며 문
화적인 실재로 기능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관찰하자면 실재적으로 드러
나는 바는 한국의 기업, 기업형 시장(백화점, 브랜드스토어), 한류 문화 컨텐츠
(드라마, 음악, 화) 등 일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과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한국적
인 것’은 분명 외재화 되어있고 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가 베트남 사
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가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사이공스퀘
어의 경우에도, 한국인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호치민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한
국적 짝퉁을 판매한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를 카피하거나 한국에서 인기를 끌만한 
상품성을 띠는 짝퉁을 전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컨텐츠를 테마로 
하는 숱한 상점이 사이공스퀘어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신 사이공스퀘어는 베트남, 그 안에서도 호치민 시의 시장이 갖는 현지의 특
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국적인 것’의 이미지와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흡수하
고 재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이공스퀘어와 그 내부 행위자들에게 ‘한
국적인 것’은 명확한 의미를 품고 있는 실체적 상이 아니다. ‘한국적인 것’은 기
존의 베트남 사회에서 권력이나 부, 그리고 이와 결합된 문화적 우위를 포괄하는 
구조를 다른 차원에서 구조화하는 새로운 창구인 셈이다.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개방되면서 사이공스퀘어는, 짝퉁이라는 아이템을 품질 강화와 외국인 관광
객 유치로 거점을 마련한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향력, 특히 긍정
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을 상징지배의 기호로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것’이 특정한 의미를 지칭하지 않고 ‘세련됨, 발전
됨, 좋음, 유행’과 같은 산재한 기의들을 뭉뚱그리는 기표라는 점이다. 사이공스퀘
어의 한국 상인들은 이를 ‘신뢰’와 연결시켜 ‘한국적인 것’을 체화하고 베트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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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와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고객에게 상품이 ‘짝퉁이지만 고품질’이며 디자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진다는 유
일무이한 상징을 부여한다. ‘짝퉁이지만’ ‘한국적인 것’이라는 별개의 기호들은 이
제 전통시장을 낙후된 것으로 절하하는 동시에 기업형 시장들의 높은 장벽을 공략
하며 관광객들과 호치민 시민들에게 개연적으로 결합해 호소된다.
  결론적으로 사이공스퀘어의 ‘한국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베트남에 실재하는 ‘한
국’이라는 국가의 요소들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생활세계의 측면에서 수용되는 방식, 기존의 사회질서에 개
혁개방 이후 외부적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한국적인 것’은 변용되고 의미화되어 결
합한다. 사이공스퀘어는 ‘한국적인 것’이 시장이라는 경제적 역의 장에서 어떻게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현하고 다시 베트남 시장의 경제적 체계를 구조화하는지 보
여주는 장소이다.
  베트남 호치민 시에 위치한 사이공스퀘어와 여타 시장들에 한 본 조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조사기간이 매우 짧았고, 조사자들의 베트남어에 한 숙련도
가 높지 않아 시장에서 언어적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사이공스퀘어와 벤탄시
장 및 기업형 시장들을 제외하곤 베트남 전통시장을 방문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치민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시장들을 찾아, 관광객이 몰리고 이에 따라 
상인들의 다양한 응과 판매 전략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는 점, 한국 상인들과
의 면담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사이공스퀘어와 사이공스퀘어를 둘러싼 여러 행위
자들의 관계를 도식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유용한 자
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자들은 사이공스퀘어라는 장소, 짝퉁이라
는 상품/품목, 한국인 관광객 및 상인과 베트남 현지상인의 관계 및 분위기의 결
절을 포착, 스케치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1차 자료로서 
추후 심층적 연구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시기와 현지사정에 따라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 면담 상으로 삼았던 한국상인 외 여타 현지 행위자들의 
진술에 따라 충분히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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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_Minh_City.html

박종일 
2016, 명동-남 문 시장 짝퉁 절반 줄어든 원인?,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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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417480368666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2017, 베트남, SNS를 보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
o?setIdx=243&dataIdx=158900

노동욱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2011, 베트남 오토바이 산업 동향과 전망(1),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
o?setIdx=243&dataIdx=105688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2016, 베트남으로 가는 징검다리,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
o?setIdx=322&dataIdx=156101

한경준 베트남하노이무역관, 
2016,  하반기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
o?setIdx=243&dataIdx=155411

한경준 베트남하노이무역관
2016, 베트남 교통 O2O 서비스 시장(1) - 택시호출 앱 시장경쟁 ‘후끈’,,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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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후기 

성재규 

  베트남에 다녀온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돌아보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
다. 가기 전에도 사실 베트남에 해서 조금이라도 알지 못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
련한 역사적인 논란 정도? 어깨 너머로 충 공부한 바라서 미결된 채로 넘겼었
다. 올 초에 베트남에 갈 기회가 있었고 항공비도 지불했지만 마지막까지 갈팡질팡
하다 포기하기도 했다. 그만큼 열정도 관심도 없었다. 모든 게 그렇지만 한 두 번 
기웃거렸다고 무언가를 정확히 알거나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할거다(사실 아무리 많
이 오래 들여다본다한들 마찬가지일 테다. 소요된 공력에 한 보상심리와 익숙함
이라는 착각을 혼합해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따름).
  내겐 베트남이 그랬다. 누군가 베트남은 어떻느냐고 물으면, 사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것만 같다. 신 한 가지 더, 조금 오래된 기억 저편의 한국과 
오늘날의 한국이 뒤섞여 있다고 정도까지 말하겠다. 그렇다고 베트남이 또 한국인 
건 아니다. 베트남은 한국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스럽다. 
  그리곤 절  언어로 전달될 수 없는 몇 가지, 몸이 지각하고 재구성해낸 기억이 
있다. 쓸데없이 혼자 쏘다니는 걸 좋아해서 건물 사이의 뒷골목들을 조금 헤매었
다. 외국인은 저리로 가라는 손짓도 받았고, 제멋 로 채색된 자기 조각들을 덧붙
인 모자이크 벽도 만났다. 그곳은 무척 더웠다.
  밥을 잘 먹고 다녔는데, 베트남스러웠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골목과 더위와 
쌩쌩하고 푸석한 맛.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다. 아, 환전한 용돈을 전부 차와 말린 
과일을 사는 데 썼는데, 그것들은 막상 전혀 베트남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돌아와 그 향들을 즐기면서 베트남이 그런 곳이었나 하는 회상을 하곤 한다. 녹차
가 다양하고 참 좋더라. 다음에는 차를 마시러 베트남에 가도 좋겠다. 무언가 정하
고 가기보다 현지에 제멋 로 빠져 스스로를 푸는 것도 좋았을 텐데, 뜨신 물에 
찻잎 풀리듯이. 이런, 답사는,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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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학기 중에 다녀오는 해외답사는 그 자체로 굉장한 심적/신체적 부담감을 준다. 
떠나기 직전까지도 려드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 이 로 떠나도 되는 걸
까 수백 번을 되물었다. 언젠가 해외답사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 막상 그 
때가 지금인지에 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낯선 땅은 늘 현실과 유리된 경험으로 점철된, 오래도록 지속되는 자각몽 
같다. 꼬집어도 얼얼하지 않은 볼, 어딘지 모르게 붕 떠서 내려다 봐도 보이지 않
는 발. 점점 옅어지는 현실감각. 심지어 꿈인 걸 깨닫고 있어도 깨어날 생각조차 
없다. 이것은 모두 낯선 땅이 주는 축복이자, 어쩌면 나에게는 재앙이 분명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3학년은 모든 게 무섭다.  현실은 저 발아래 있는데, 비
현실적인 감각들은 여행 후에도 남아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는 했다. 학기 중에 다
녀온 해외여행들이 어땠더라, 생각할수록 참담했다. 절제를 모르는 비정상적인 꿈
들의 연속. 모든 걸 집어던진 지난날들의 가는 지금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다 
치르지 못하지 않았나.  심지어 지금은 취한 듯한 감각에 젖어 멈춰있을 때도 아
니었다. 
  결국은 또  해외답사를 다녀와서, 나는 꽤 오랜 기간 멈춰있었다. 수업도 과제
도, 해야 할 것은 여전히 쌓여 있었다. 오직 누적된 피로와 얼얼한 감각들만이 그
런 것들은 결국 다 중요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속삭 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
고 있는 나는, 그 동안 미뤄왔던 현실을 농도 짙게 들이쉬고 있다. 이제야 두 다리
에 힘이 들어가고, 그 동안 내가 서있던 삶의 토 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다. 
이 극명한 온도차를 압축적으로 느끼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들이 나
에게 남긴 것들에 해 생각하도록 한다.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가 그
들의 전부가 아님을 다시금 떠올린다. 내가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서 느꼈
던 비현실적인 감각들은, 그들에게는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취약한 토 임을 잊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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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연 

  4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으로의 짧은 답사는 일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어디론가 
막연히 이끌려가듯이 지나가버린 파편의 기억으로 남았다.
  상상 속의 베트남과 실제로 마주하게 된 베트남의 간극은 꽤 크게 느껴졌다. 
입 준비 과정에서 베트남어를 제 2외국어로 잠깐 공부하면서 베트남의 사회문화에 

해서 어느 정도의 얕은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지에 직접 가
서 마주한 베트남은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졌다. 한국에서 배웠던 단편적인 지식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운 공간에서 직접 익히고 눈으로 본 
것만이 짧은 베트남 답사기간의 작은 도움이 될 뿐이었다.
 ‘사람 사는 곳.’ 물론 서울 또한 어지럽고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이지만, 직접 마
주한 호치민은 서울보다도 더 시끄러운, 하지만 생기와 낯선 새로움이 가득한 곳이
었다. 가장 위화감이 느껴졌던 건 도로를 가득 채운 오토바이 떼라고 할 수 있겠
다. 버스와 지하철 등의 중교통이 발달한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자
가용처럼 주로 이용되고, 이 때문에 공기는 항상 탁하고 매우며 야외에 오래 머물
게 될 때는 목이 따끔할 정도 다. 한편 밤이 되자 오토바이는 연인들의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했다. 머무르던 호텔 밖에서는 오토바이 위에 걸터앉은 연인
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베트남
에서 오토바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익숙한 일상이자 추억을 담는 삶의 조각이 아닐
까 생각해본다.
  직접 현지관찰을 다녀왔던 사이공스퀘어와 벤탄시장에도 애정이 간다. 이틀간의 
짧은 관찰 기간임에도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장(field)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
었고, 좋은 인터뷰이를 얻게 된 행운에도 감사한다. 
  순간의 꿈처럼 흩어진 짧은 답사 지만, 직접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보고, 듣고, 
먹고, 베트남을 경험해 봄으로써 제법 유의미한 답사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현실로 돌아온 이제야 베트남에서의 조각들을 맞추고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다. 낯
선 타지에서의 그 붕 뜬 느낌은 아직 기억 저편에 아리게 남아있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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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그동안 몇 번의 해외여행을 갔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학기 중에 가는 것
은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실 무작정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에는 일상과의 분리
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답사가 어쩌면 바쁜 삶에서 잠시 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던 것 같다. 돌이켜 보면 평소 낯
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가, 고민 없이 무작정 답사는 이번학기에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11/ 7 -11/ 12까지 4박 6일간의 호치민으로 답사는 내게 베트남에 관한 몇 가
지 인상을 남겼고, 그에 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내게 가장 강력한 인상은 남긴 
것은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 다. 호치민에 입성한 순간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은 
오토바이가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가장 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 
위는 차 신 오토바이로 꽉 차 있었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도 벨크로가 붙어 있
는 담요를 두르고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오토바이는 그러나 단순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오토바이 위에서 데이트하
는 연인들, 반미와 같은 간단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베트남의 가장 흔한 
풍경 중 하나 다. 나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오토바이라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흥미로웠던 것 같다. 베트남에게 
가서 내게 새롭게 느껴졌던 또 다른 부분은 베트남의 교통체제와 그에 한 현지
인들의 반응이었다. 현지조사를 하며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바로 길 건기 다. 차, 
오토바이, 보행자 모두 신호를 무시하고 있어, 길 건너는 일에는 항상 상당한 용기
가 필요했다. 차들과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지나갈 틈을 주지 않은 채 달리고 있었
고, 보행자는 건너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채 앞으로 나아가야했다. 또한 베트남의 
차와 오토바이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생
소한 광경이자 사고의 불안감이 컸다. 외국인인 나에게는 매우 새롭고 무서운 경험
이었으나, 현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 그 자체가 매우 신선했
던 것 같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이와 같이 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한 경험
이라고 생각한다. 호치민의 매연과 물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하루하루 일상과 
분리 되어 새로운 세계에 잠시라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행복한 경험이었으
나, 이후로 려오는 과제와 답사 보고서의 현실이 조금은 더 버겁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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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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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급격하게 상승 중이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 
학에서 한국어·한국학과는 1994년 기준 2개에서 2017년 기준 30개로 증가했다. 

시장경제의 확산을 주축으로 하는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언어는 개인에게 중요
한 경제적 자원으로 상품화되었다(강윤희 2014). 과거 프랑스 식민지 던 국가들이 
상류층에 의해 주로 사용되던 프랑스어를 공통어로 지정했다가 이후 어의 경제
적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어가 공통어가 되는 현상은 이러한 변화를 드러내 보
여준다(윤용수 2011).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의 꾸준한 증가가 
발견되는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베트남과 수교한 1992년 이후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6년 
2월 기준으로 베트남 1위 투자국으로 등극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에 한국에 진
출한 한국기업은 5천개에 육박한다. 나아가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국 중 수출액 규
모가 2위에 달하며, 한국은 베트남의 수출국 중 4위에 해당된다(KOTRA 2016). 이
처럼 한국의 자본이 베트남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어 구사자에 한 노동시장의 수
요가 증가했음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집중한 측면은 한국어 전공자의 초봉이 어 전공자
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육수현 2016). 우선, 이 사실로부터 베트남에서의 한
국어 구사자에 한 노동시장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초과수요로 인해 한국어 구사능력의 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소득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더욱 높은 초봉이 약속되는 
한국어가 어보다 언어적 위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의 교환가치가 언어의 위상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가 의문을 제기해볼만 하다. 끝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만이 한국어·한국학 전공자
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유일한 동기었는가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에 다수의 연구자
들이 베트남에서 한국어 전공이 두되는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 차원에서만 찾았
는데(조명숙 2001; 하민탄 2006; 하인숙 2009; 남미혜 2010; 양지선·박동희 
2012), 이러한 도구주의적 입장은 베트남 청년세 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계기
를 총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육수현 2016).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세부주제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베트남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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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직업
한국어 

학습기간
비고

A 남 40 교수 20년 이상
B 남 20 학생 3년
C 여 40 교수 20년 이상
D 여 30 교수 10년 이상
E 여 30 교수 10년 이상
F 여 29 학원 강사 10년

어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에 한 나름 로의 
답을 제시해보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내용을 개진해보도록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
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동기를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1월 9일 후텍기술 학교 및 호치민인문사회과학 학교와 
2017년 11월 10일 호치민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자 및 학습자
들을 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2017년 11월 9일 오전 후텍기술 학교에서는 한국어과 교수와 학과장을 비
롯한 교직원 3명과의 면담을 진행하 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한국학 교육 현황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를 전달받기도 하 다. 다음으로, 2017
년 11월 9일 오후 호치민인문사회과학 학교에서는 한국어과 교수 1명과 전공 
학생 12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하 다. 이곳에서의 면담은 연구자 수가 연구
상자 수보다 적은 관계로 일 일뿐만 아니라 일 다의 집단적 형식으로도 이루어
졌음을 밝힌다. 끝으로, 2017년 11월 10일 오전 호치민 시에 위치한 한국어 학원
에서는 한국어 강사 1명과 학원 수강생 4명과의 면담을 진행하 는데, 학원 수강
생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후 연구자들이 한국어 강사의 통역 도움을 
받아 학원 수강생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1>. 심층면접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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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여 21 학생 4년
H 여 21 학생 4년
I 여 21 학생 4년
J 남 31 공무원 3개월 학원·비전공자
K 남 28 전기 기사 3개월 학원·비전공자
L 남 27 무직 3개월 학원·비전공자
M 남 21 학생 3개월 학원·비전공자
N 여 20 학생 3년
O 여 20 학생 3년
P 여 19 학생 3년
Q 여 19 학생 2년
R 여 19 학생 3년
S 여 19 학생 3년
T 여 19 학생 3년
U 여 19 학생 3년

3) 이론적 배경

[문화자본]
  피에르 부르디외는 『자본의 형태』에서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자본 
개념을 경제자본과 더불어 특정 조건 하에서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자
본, 사회자본으로 다변화하 다. 부르디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재생산이 이 
세 가지 자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특히 사회이동은 이 세 자본들 간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함을 강조하 다. 계급 간의 구분 짓기는 경제자본을 통해서 뿐
만이 아니라, 문화적 취향·생활양식·소비양식·문화적 자산과 같은 문화자본을 통해
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부르디외 2005). 
  문화자본에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문화자본은 
체화된 상태, 객관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체화
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이 사회화를 통해 매너·패션·취향·억양 등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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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아비투스에 해당된다.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책·그림·악기처럼 물질적
인 형태로 양도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며, 이는 체화된 문화자본 없이는 향유하기 어
렵다.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학위처럼 제도적으로 인정된 문화자본을 지칭한
다. 
  물론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이론이 자본주의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한 논쟁이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문화자본이란 개념이 프랑스
라는 특수한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후 다수의 문화자
본 연구자들은 주로 학력재생산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경로에 집중했다는 문제를 
보인다. 그리고 문화자본 연구자들은 문화자본을 고급문화라고 지칭되는 매너·패
션·언어능력·습관·학력 등으로 구체화하여 문화자본의 지표를 설정했다는 문제를 
보인다(DiMaggio 1982; DiMaggio&Mohr 1985; Kalmijin&Kraaykamp 1996; 
Yamamoto&Brinton 2010; 재인용 육수현 2016). 
  더욱이 문화자본을 고급문화로 한정시킨 연구들이 반드시 부르디외의 주장을 지
지하지도 않는다. 고급문화의 실효성이 약하거나 없다는 연구(De Graaf et al 
2000; 재인용 육수현 2016), 현 에는 하층계급의 개인도 고급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문화이동모델 또한 제시된 바 있다(DiMaggio 1982; 재인용 
육수현 2016). 나아가 상층계급의 개인이 배타적으로 고급문화를 고집하며 중문
화를 배척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층계급이 한정된 문화향유의 폭을 보여주는 경우
도 다수 존재했다(김 화 2012; 이수현 2013). 이처럼 문화자본에 한 부르디외 
이론에 한 비판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문화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자본으로서 언어] 
  다양한 국가들에서 언어의 선호도 변화로 인해 특정 언어는 부상하고 다른 언어
는 소멸되는 현상은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는 강압적·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현 에 들어와서는 보다 은 한 설득과 제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어는 미국의 경
제적·문화적 헤게모니를 재생산·강화하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권력관계를 매개하는 
가장 제국주의적인 문화자본으로서 언어라 조명될 수 있다(이경원 2007: 362). 하
지만 아체베가 주장했듯이, 어는 과거 식민지 던 국가에서 식민지적 정체성을 
벗어나 타 민족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며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한 언어로서 문
화자본화 되어있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윤용수 2011). 이처럼 과거에 강제적으로 
강요되었던 어는 오늘날 지역적·국가적 맥락에 따라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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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어가 다양한 국가에서 공통어로 지정되고 있다고 해서 여타 언어가 비중 
있게 학습·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국가의 맥락
에 따라 즉각적으로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자본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다. 언어의 경제성이 언어 채택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욱이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언어의 경제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요컨  현 에
는 선진국이든 저개발국이든,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징검다리로서 
어 외의 다양한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  자오(Gao 2010)는 중국에
서 한국자본의 유입이 증 됨에 따라, 한국어가 세계체제에서 반주변부에 속하는 
한국 이라는 일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소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라는 문
화자본 획득을 통해 경제자본으로 전환하고자 중국인 가정에서 자녀를 한국인학교
로 진학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언어의 위계]
 언어들이 서열화되는 위계는 문화자본으로서 언어의 기능에 지 한 향을 미친
다. 드 스완은 언어 위계의 정치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의 언어들을 광중
심, 초중심, 중심, 주변으로 분류했다. 20세기 이후 어는 유일한 광중심적 언어
로 자리잡았다. 중심적 언어는 각국의 표준어로, 한국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초중심적 언어는 중심적 언어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언어로, 불어·독일어·
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힌디어·러시아어 등이 포함된다. 그 외의 언어들은 언어 사
용자수가 적음으로 인해 주변적 언어에 해당된다.
  김종 (2015)은 세계화로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들도 국가 간 경계를 
넘으며 서열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이 필연적으로 언
어의 동질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노우에는 언어의 시장가치가 경제적 요소
와 문화적 요소 모두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즉, 언어가 유래한 국가의 
경제적 힘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언어가 가지
는 시장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김희숙 2011).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어가 학습되
거나 아프리카에서 중국어가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지 못한 언어가 문화자본으로서 어
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질문할 수 있다. 비록 중간적 언어에 속해있던 언어가 초중
심적 언어가 되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다(칼베 2000: 47), 한국어는 경제적 향력 확 를 통해 다수의 주변부·반주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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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지역 학교 전공 세부전공 개설연도

1

북부

하노이국립 인문사회  
(HN-USSH)

동방학부 
Korea학과

- 1994

2 하노이국립 외  (ULIS)
한국어와 

한국문화학
부

1. 한국어(
통번역)

2. 한국언
어학

3. 한국학

1996

3 하노이  (HANU) 한국어학부 - 1997

4
베-일 산업기술  

(3년제)
한국어과 통역 2007

5 타이응웬(Thai Nguyn)
국제학부 

한국학센터
단기프로그

램
2010

6
하노이산업전문  

(1-2년제)
한국어 
(1년)

- 2016

7 밧하(Bac Ha)전문  한국어전공 - 2016

국가에서 학습되기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위계로 인해 문화자본으
로서의 기능에 제약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예컨  육수현(2016)의 경우, 한국어를 
제한된 문화자본으로 조명하고, 이러한 제한된 문화자본이 베트남에서 한국어 구사
자들의 정체성에 중간자적 특성을 부여함을 분석하 다.  

2.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현황 

1) 대학교 한국어학과
 
  베트남은 한국어 교육이 동남아 지역 중 가장 활발한 곳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는 총 32개 학교가 한국어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 고, 이는 전공과정, 제2외
국어, 선택과목, 단기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전공과
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은 25개에 달한다. 베트남 학의 한
국어교육기관 개설 현황은 최근 현황이 가장 잘 반 된 연구보고서 「베트남 한국
어·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현황 및 전망: 실태 분석 및 향후 지역 간 협력 방안 모
색」에서 참조한 <표2>에 첨부한다.

<표2>. 베트남 학 한국어교육 관련된 교육기관 설치 현황 (2017.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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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Bac Ninh 성 
위치)

8 하이퐁(Hai Phong)
한국어와문

화센터
단기프로그

램
2016

9 탕롱(Thang Long) 한국어학과 - 2016
10 하노이수도 외국어학부 제2외국어 2016

11 동도(Dong Do) 외국어학부 한국어
2017 
(예정)

12

중부

다낭(Da Nang)외

한국어-일
본어-태국

어학부 
한국어과

- 2004

13 후에(Hue)외
한국어와 

한국문화학
부

1. 한국어
문학

2. 통번역
2007

14

남부

호찌민국립 인문사회  
(HCM-USSH)

한국학부

1. 한국어
문학,

2. 한국사
회-문화

3. 한국경
제-정치

1994

15
호찌민 

외국어정보 (HUFLIT)
동방학부 
한국학과

- 1995

16 홍방(Hong Bang)
외국어학부 
한국학과

- 1999

17 락홍(Lac Hong)
동방학부 
한국학과

- 2003

18 달랏(Da Lat)
국제학부 
한국학과

- 2007

19 반히엔(Van Hien)
인문학부 
한국학과

- 2007

20
사이공예술문화관광  
(SaiGon ACT) (3년제)

외국어학과 
한국어전공

- 2007

21
투득(The Duc)기술  

(3년제)
외국어학과 
한국어전공

- 2011

22
응웬떳탄(Nguyen Tat 

Thanh)  (3년제)
외국어학과 
한국어전공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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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빈 (Binh Doung)
한국학 
센터

단기프로그
램

2012

24 붕따우(Vung Tau)
동방학구 

한국어&문
화전공

한국어 2013

25 호찌민공  (Hutech)
동방학부 
한국학과

- 2015

26 껀터(Can Tho)
한국어학 

센터
단기프로그

램
2015

27 띠엔지앙(Tien Giang)
인문학부 

한국어과목 
(선택과목)

- 2016

28 호찌민사범 (HCM-UP) 한국어학부
1. 통번역
2. 관광

2016

29 짜빈(Tra Vinh) 외국어학부 제2외국어 2017
30 호아센(Hoa Sen) 제2외국어 2017

31 호찌민경제금융  (UEF) 한국어전공 -
2017 
(예정)

32
FPT  (Can Tho 

캠퍼스)
한국어학과 -

2017 
(예정)

  표를 참고하면,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1994년 이래로 한국어 교육이 꾸준히 확
산되기기 시작하여 최근에도 계속해서 한국어 관련 학과가 설립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일례로 호찌민공 는 2015년에 동방학부 한국어과가 생긴 이래로 3
학년 45명, 2학년 90명, 1학년 160명으로 입학생 수를 늘리고 있다.

[사례 1] 한국어학과 교수와 학생의 진술
“학생들은 한국어 관련 직업을 원하지만 실력이 안돼서 홍방대 같은 경우는 20% 
정도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해요.”(한국어학과 학과장)
“외대(호찌민외국어정보대)는 달라요. 거기는 50%정도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해요.” 
(한국어학과 부학과장)
“인사대(호찌민국립 인문사회대)는 90%가 그래요.” (한국어학과 학생)

  위의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에 한 인기와는 별개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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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확률은 학교별로 상이한데, 호찌민공
 교직원 도홍만 교수는 한국어 전공을 살리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실력을 그만

큼 키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뽑았다. 이 때문에 호찌민공 에서는 한국어과의 발전
을 위해 교육 품질의 향상과 높은 수준의 취업상담 확보를 학과 목표로 삼고 있
다.
  베트남 학의 한국어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이점은 성비가 한쪽으
로 매우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여학생이 주를 차지하며 남학생은 굉장히 소수이다. 
호찌민공 의 3학년 학생을 예시로 들자면, 45명 중 남학생은 6명밖에 되지 않았
다. 호찌민국립 인문사회 의 한 한국어 전공 수업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5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2명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진학하고
자 하는 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남학생은 주로 공과 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며, 
언어는 여학생이 주로 전공한다는 인식이 굳어져있는 것을 다음의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례 2]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이라서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인문사회, 외국어
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베트남 남자는 주로 IT나 공과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외국어는 딱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어 학과에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적으로 높은 
인기 속에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는 편이지만 베트남 학의 한국어 교육 실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단의 논의에서는, 그중 심층면담과 자료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세 가지 문제를 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와 
한국학 강의 수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호찌민공 를 예시로 보자면, 한국어 관
련 강좌는 22개가 개설되어있지만 한국학 강좌는 5개밖에 개설되어있지 않다. 불
합리한 학제 때문에 호찌민공  학생들은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과가 
속한 단과 학인 동방학부의 다른 전공까지 이수해야 하며, 동아리나 교류협력, 프
로젝트로 한국학 공부를 보충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시정이 매우 어려운데, 

학 단위로는 베트남 학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한국학 강의 수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국어를 배우
는 목적성에 있다.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한국어 전공자는 전반적으로 베트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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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에 따라 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보다는 
한국어의 실용적 쓰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베트남 학의 자체 교재 개발·구비 현황이 매우 미비하
다는 것이다. 표준 교재가 정해진 바가 때문에 베트남 학은 주로 한국 학에서 
펴낸 한국어교육원 교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
류를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배우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에 있어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크다. 게다가 한국 학에서 펴낸 
교재는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외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를 배우는 학생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담고 있지도 못하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유학파 교수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학파 교수진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국 학계와의 교류, 학 간의 결연, 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
이 가능하며 이를 토 로 더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파 교수진은 국립 학에 일부 포진하고 있지만 사립 학에는 거
의 없기에 사립 학의 한국어 교육 품질 보장이 불투명하다.

2) 사설 한국어 학원

  베트남 학교 말고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어 학원이 존재한
다. 한국어학원은 어 학원과 달리 하노이, 호찌민 시 등의 도시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어있다. 반면 어학원은 한국어학원보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중소도시에서
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호찌민시에 위치한 ‘한-베 언어교육원’을 들러 한국어 학
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베 언어교육원’은 6개월 과정 커리큘럼을 운 하고 있다. 첫 3개월간은 기초 
한국어를 학습한 한다. 주 3회 수업이며 오전/오후/저녁 반으로 나뉜다. 나머지 3
개월간은 주 5회로 진행되며 한국 사관 인터뷰 준비를 위한 수업을 한다. 사관 
인터뷰는 말하기와 쓰기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사관 인터뷰는 한국행 비자를 
따기 위해 중요한데, 이는 한국어학원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동기와 직
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들의 목적은 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한국어
를 공부하고자 하는 베트남 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의 동기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학교 한국어과에서 볼 수 있는 성비 쏠림 현상은 학원에
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한국어를 취미로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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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이 있으며, 베트남 학 한국어과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위해 추가로 한국어
를 공부하고자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1  1 과외의 수요
도 있는데 수강료는 이에 비례하여 올라간다.
  ‘한-베 언어교육원’의 경우 한 반당 8~9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1~2명 정도는 사관 인터뷰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여 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기
도 한다. 3개월 과정에 약 200~300만 동으로, 한화로 약 12만 원 정도이다. 사
관 인터뷰에 합격한 학생은 한국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거친 후 한국 학에서 본
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다. 이때, 토픽 4급 이상이면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토픽 4급 이상을 받으려면 한국에서의 어학연수가 1년 정도 소
요되며 베트남 현지에서만 공부해 토픽 4급을 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한-베 언어교육원’에 등록해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다수는 이미 합
격 허가를 받은 학이 있었고 그 학에 입학하기 위해 먼저 한국 입국 심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다수 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 그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자
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학원은 한국어과보
다 훨씬 짧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공부의 깊이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의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다.

3. 베트남 내 한국어의 위상

  베트남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가지는 
위상을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외국어로서 한 언어가 가지는 위
상은 그 국가의 향력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보
기 위해 한국이 베트남에서 가지는 향력을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가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와 그 주변에게 어
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1) 경제적 교류로 인한 수요 증대
  
2016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에 한 1위 투자국으로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더불어 베트남은 한국의 2위 수출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입국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 베트남에 한 직접투자액(FDI) 중 35.3%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 2위인 일본의 10.8%를 크게 앞서고 있다(KOTRA 2016). 이처럼 한국과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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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경제적으로 긴 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에 한 베트남의 경제 의존도도 
매우 높아진 상태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며 자연히 한국 기업의 필요해 의해 한국어 구사자의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 기업의 중간 관리직, 한국인을 상으로 하는 관광 등 서비스업 종
사자와 같은 직군이 그 수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향력이 급격히 
팽창한 것에 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구사자의 공급은 그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이
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구사자는 시장에서 높은 가치가 책정되고, 자연스럽게 한국
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의 위상이 높아졌다.

실제 한국어 구사자는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의 고소득을 보장받는다. 베트남 평
균 졸자의 소득이 월 200불 전후로 형성되어있는 데 반해 한국어 전공자의 초봉
은 평균 400불, 숙련도에 따라 600불을 상회하고 있다. 유학 경험이 있으면 소득
은 더 올라간다. 

[사례 3] 한국어 학과 부학과장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면 주로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데 같은 기업

에 취직한 한국어 비 구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한국어를 진짜 한국인처럼 하면 한국인 직원이랑 
비슷하게 버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어를 이용해 일반적으로 가장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은 통번역가다. 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정도의 전문가는 국가단위의 각종 행사나 기업 및 기관의 통역
을 맡으며 시간당 100불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 이는 비슷한 숙련도의 어 구사
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2) 문화적 영향력 증대

베트남과 한국 간의 교류가 확 되며 한국에 한 긍정적 이미지가 베트남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경제적 교류에 더해 한국 중문화의 문화적 향력이 베트남에
서 강해진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K-POP, K-HIPHOP, K-DRAMA등으로 표되
는 한류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
며 여성과 젊은 충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꼭 특정 가수나 배우의 열성적
인 팬이 아니더라도,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을 몇 가지 아는 정도는 거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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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층에 국한한다면 한국인이 어로 된 노
래를 누구나 몇 가지는 아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다.

베트남인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또 한 가지 매력은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다. 
한국은 부분의 구기종목에서 아시아 최강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베트남에서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박지성과 김연아와 같은 주요 스포츠 스타들은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함께 분노하기도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계와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개최하는 나라라는 점도 강조되어 인식되어 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는 한류를 중심으로 한 중문화 이외의 역에서
도 일어난다. 먼저 정부 주도로 여러 행사를 기획하는 등 공적 역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조사 기간에 개최된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좋
은 예다. 호치민과 경주 두 지자체에 의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하여 한국 기자가 양심적
인 보도를 한 사건이 한국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향을 주었다
고 두 명의 면접자가 증언해 주었다. 두 국가간 민감할 수 있는 역사적 문제를 공
정하게 보도한 이 사건은 저널리즘의 모범사례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한 이미지
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 다.

언급한 요소들은 모두 한국이 베트남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데 기여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문화적 향력이 확 되었다. 이는 한국어의 위상 강화로 직결되
었다. 한국어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자 한국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앞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문화적 요인은 한국어
의 위상을 크게 높 고 이는 베트남 전역의 학에서 한국어 학과의 수가 폭 증
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3) 한국어의 현 위치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향력이 증 됨에 따라 한국어의 위
상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어는 외국어 전공으로 선호되지 않아 낮은 입시 성적으로
도 학교 한국어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고 전공자들의 취업 경쟁력도 높지 않았
다. 당시 한국어를 전공한 지금의 교수 세 는 당시와 지금의 한국어의 위상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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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이난다고 입을 모았다. 

[사례 4] 한국어학과 교수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전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점수가 부족해서 한국

어 학과에 오기 되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냐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별 생각 없이 고른 것 같다. 굳이 생각해보자면 어릴 때 태권도를 잠깐 
배운 것이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의식하지 않았다. 우
리 때는 그랬다. 지금은 다르다. 한국어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 이유도 다양하다.”

  교수들은 한국어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2000년  초반쯤으로 봐야 한
다는 의견에 서로 동의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한국 중문화 컨텐츠의 본격
적 수출이 그 신호탄이었다고 한다. 《 장금》과 《미안하다 사랑한다》등 한국 드라
마의 인기는 베트남에서 한국 중문화가 중적인 취향으로 처음으로 자리잡을 
때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 한국어 학과의 신진 교수진이 때 드라마 등 한
국 중문화에 노출되며 한국어를 전공한 세 다.

여러 한국어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나 지금도 그 한계는 
명확하다.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외국어 전공은 어다. 입시 성적을 기준으로 보
면 어가 가장 높고,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어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리고 
어를 제외한 세 개 언어 사이에는 뚜렷한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선호도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일본어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으로 한국어학과에 입학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견된다.

학생들과의 면접에서 전공 선택에서 가족 등 주위의 반응과 조언을 통해 비 한
국어 전공자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학생들은 학교 전공
을 선택할 때 가족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일본어-한국어-
중국어 순의 입시성적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가족의 의견으로부터 다시 확인되었
다. 가족이 한국어 전공을 반 하는 이유에는 어 전공을 권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를 전공할 수 있는 입시 성적으로 한국어를 전공한다고 할 때 가족이 
우려를 드러냈다는 증언을 여러 면접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5] 한국어학과 학생
“입시 성적은 정말 좋았는데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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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영어 
선생님을 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의 인기가 오래 
갈지도 알 수 없고 영어가 더 유용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어를 전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설득했어요.”

유사한 진술을 한 면접자들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한국어학과 진학을 설득하는 근거로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사실이었다. 통
상적인 인식에서 어보다 낮은 위계에 위치한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 한국어 전
공자가 현재 시장에서 어 전공자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설득 
과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한 본인의 
열정을 통해 설득한 사례도 상 적으로 적은 수지만 발견되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어는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향력이 강화되며 
함께 위상이 높아졌다. 한국어는 선호도나 입시 성적에서 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
와 비슷하거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중국이 한국
보다 더 중심부에 위치함을 감안한다면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크게 선전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의미부여

이 장에서는 연구 상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하여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범주화하여 이해하고 한국어 학습에 한 의미부여를 파악하고자 한
다. 먼저,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한국어 관련 진로 희망, 
한국 유학을 위한 수단,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를 토 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고소득 취업을 위한 수단과 한국 문화 
이해와 소통의 도구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한국어 관련 진로 희망

연구 상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어 관련 진로 희망이 한국어 학습의 중
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알 수 있었다.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적 교류로 인한 한국어 관련 진로의 수요와 한류와 같은 문화적 향력이 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관련 진로의 수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종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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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고 있다. 연구 상자의 답변을 토 로 한국어 관련 희망 진로를 네 분야
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말이나 글로 옮기는 통역과 번역직을 희망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2017 호찌민-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등의 직접
적인 교류 프로그램, 문화 축제, 국제 세미나, 한류 축제와 같은 행사의 주최의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
하여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어 통역과 번역 관련 
직업군의 수요와 함께 한국어 전공자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 직업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통역, 번역직은 취직에 유리할 
뿐 아니라 고소득이 보장되는 진로로 인식된다. 아래의 사례에서 그와 같은 인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6]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 교사
“한국어 통역 실력이 좋으면, 현장에서 1~2시간 당 100불에서 150불도 

벌 수 있어요.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면 확실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교류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면서 통역이 압
도적으로 가장 수입이 많아요. 영어 통역과 한국어 통역도 수입이 비슷한
데, 한국어 통역 공급이 더 부족하니까 일구하기도 더 쉬워요.”

이처럼, 현재 한국어 통번역 관련 직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만
큼 위 진로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 기업 취직을 희망한다. 그에 한 구체적인 진로 희망으로는 한
국 기업의 전문직, 비서, 한국은행의 관리직, 한국 공장의 기술직 등이 있다. 한국 
자본이 베트남으로 거 유입됨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위치한 삼성, 신한, 국민 은
행 등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고소득을 보장하고 현지의 인식이 긍
정적이라는 점으로 희망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사례 7]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한국어 전공 학생1
“베트남 현지의 국민 은행에서 차장으로 일하시는 분께 베트남어 과외

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기업은 근무 환경도 좋고 수입
도 높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한국은행에 취직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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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한국어 전공 학생2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영화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CJ에서 영화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위와 같이, 한국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한국 기업 취직을 준비하
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베트남에 유입된 한국 자본의 증가로 수요가 높다
는 점,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베트남 평균 졸자 월 소득(200불)과 비교하여 고소
득(5~600불)이 보장된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 문화에 한 관심도 포
함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관광 산업 관련 직을 희망한다. 그 예로 관광 가이드, 호텔 직원 등
이 있다. 호치민 인문사회과학  한국어 전공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그 중 관광 가
이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특히 많았다. 이는 과거보다 한국과 베트남을 여행하는 
관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함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가이드나 호텔 직원의 수요도 증가하며 관광 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
국 문화에 한 관심이 관광 산업을 통해 자국의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희망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9]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한국어 전공 학생3
“요즘 베트남으로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처럼 관광 쪽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요. 이 때 한국어랑 베트
남어를 동시에 잘하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사례 10]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한국어 전공 학생4
“한국은 제가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다면 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그
리고 한국의 여행지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가이드가 되고 싶
어요.”

위 사례와 같이 관광 산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관광 산업의 성장과 한국 
문화에 한 관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교사, 교수, 연구원 등의 한국어 교육과 연관된 진로를 희망한다. 앞
장에서 다루었듯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현황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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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가 있는 학교도 베트남 내 31개뿐으로 많지 않으며, 한국어 전공 수업도 한
정적이다. 또한 베트남 학 자체 교재 개발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어 교육
은 오래전부터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졌고, 교육자와 학습자가 충분히 많은 어 교
육의 현황과 다르다. 최근, 한국어 전공자 또는 한국어 학습자에 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미비하며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자
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학습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진로를 희
망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11]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1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어를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

어요. 가르치는 일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도 있어서, 먼저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것이 목표에요. 하지만 아직 베트남에서 한국어에 대한 교육
과 연구가 부족한 만큼 가능하다면 박사 과정까지 밟고 대학 교수나 연구
원이 되고 싶어요. 베트남은 한국어학과도 적고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족한 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
하며 교육하는 일을 가지고 싶어요.”

위 학생은 조선  국어국문화과에 진학할 예정이며, 한국 학에서 한국어를 언
어 구사를 넘어 학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후 베트남
에서 한국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
어 교육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과 더불어 아직 부족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함을 알 수 있다.

2) 한국 유학을 위한 수단

한국어 학습은 한국 유학을 위하여 꼭 선행되어야할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연구 상
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 유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이
해고자 한다.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한 취직보다는 일차적으
로 한국 유학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것일
까. 이 질문에 한 답변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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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자의 전공을 한국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배우기 위해서다. 8명의 호치
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연구 상자들은 각자의 전공
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공계, 어문계, 상경계 등 다양
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베트남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12]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2
“후텍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여기서 졸업하는 대

신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더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컴퓨
터 공학을 제대로 많이 공부하기 힘들기도 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교과 
과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정보 통신 전공이 유명하
니까 한국에서 전공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사례 13]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3
“저는 호치민 인민 회의에서 근무하다가 반복되는 서류 작업이 적성에 

안 맞아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국 유학을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로 했습니다. 한국은 경영학 교육 과정이 베트남이나 일본보다 잘 되어있
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한국 유학 경험은 베트남에서의 취직에 유리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앞
에서 한국어 학습 동기로 한국어 구사자에 한 수요의 증가는 구직 기회와 수입
의 상승이 주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한국어 전공자 또는 한국 기업의 노
동자의 월 소득(5~600불)은 베트남 평균 졸자 월 소득(200불)보다 월등함도 확인
하 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기업 취직을 선호하는데, 한
국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한국 기업 취직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자와 비교해 상당
히 유리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전공 실력과 더불어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보다 더 발전된 한국 교육 환경23)에서 전공을 학습 받았으
며 아울러 일할 때 중요한 요소인 한국어 구사 능력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려 월 소득이 1000~1500불까지 오를 정도로 고소득을 보장받는다. 더불어 면담 

상자들 중에서는 베트남 현지의 한국 기업보다 한국 현지의 한국 기업의 일자리

23) 예컨 , 정보 통신 기술학, 컴퓨터 공학, 경 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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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동기는 다음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 14]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4
“동국대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

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베트남에 귀국해서 한국 전자 회사에 취업하고 싶
습니다. 유학을 가면 한국 기업에 들어가기도 수월하고, 한국 기업이 월급
도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례 15]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3
“한국에서 경영학을 배우면 취업 기회가 많아져요. 기회가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아니면 베트남에 돌아와 한국 기업에서 경영 관련 직으로 일하는 것이 목
표입니다.”

이처럼,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유학을 통해 한국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한국 기업 취직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기보다는 한국 유학, 
더 나아가 베트남에서의 유리한 취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보다는, 직접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베트남 내의 한국어 교육 환경의 한계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자, 연구원의 인력 부족과 자체적인 한
국어 교육 과정을 갖추지 못한 점과 같은 한계로 인해 한국어학과를 전공하 다 
해도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자
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16] 후텍 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부학과장
“지금 우리 한국어학과가 가진 고민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에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어도 한
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한국어과에서 4년 공부한 걸로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자유롭게 말하기는 아직 교육 환경 여건 상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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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 내 학의 한국어학과의 4년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것
보다 한국에서 1~2년의 유학 생활이 한국어 학습 효과가 뚜렷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더 도 있고, 한국에서 직접 사용되는 현지의 
언어를 제 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어학과에서의 교육 
기간에 비해 상 적으로 한국 유학 생활은 단기간이지만 한국어를 배우기에 더 효
과적인 환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사례 17]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 교사
“한국 유학 가는 게 한국어 배우는 데 훨씬 좋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면 

주위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계속 써야하니까,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에서 4년 공부하는 것보다 짧은 기간에 한국어 학습량이 훨씬 많잖아
요. 그래서 더 값싼 비용과 4년보다 짧은 기간에 한국어학과에서 공부하
는 것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늘어요. 이런 이유로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 
공부하기보다는 한국 유학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단지 한국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 유학을 선택한 학생의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사례 18]  호치민 시 소재 사설 한국어 학원의 학생1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베트남 대학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한국어학과를 안가고 유학을 가냐면, 한국에서 직접 한
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국어학과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분야
를 넓고 깊게 공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한국 대학
의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다루었던 이 학생처럼 한국어 구사 능력 학습을 넘어 학문적인 수준에
서 배우고 연구하고 싶은 경우, 베트남에서의 학습보다 한국 유학에서 더 발전된 
교육 환경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세 가지 동기 외,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보다 학비가 싸
다는 점, 한국에 베트남 유학생이 많아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점, 한국 문화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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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싶다는 점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연구 상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이 한국어에 한 관심으
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종종 한국어 학습 동기로 이어진다.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이 어떻게 한국어 학습 동기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
에 해 연구 상자들이 가진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은 일차적인 한국어 학습 동기로 이어진다. 연구 
상자들은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POP이나 K-Drama 등의 한국 문화를 접하
고 흥미와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
를 향유하려면 한국어에 한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한국어에 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한국어 학습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후텍 기
술 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의 말에 따르면, 1학년 학생들의 다수는 한류에 
한 관심으로 한국어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 

[사례 19] 후텍 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한국어학과 1학년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온 거예

요. K-POP이 좋아서, 한국 아이돌이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 
배우가 좋아서 등등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그저 ‘좋아서’, ‘한
류를 더 즐기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한국어학과에 지원해요.”

학과장은 한국에 한 관심이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일차적인 한국어 학습 동기
라고 판단한다. 처음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는 동기는 진로와 같은 경제적 이유라기
보다는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
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 주된 목표는 취직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처음 
한국어를 접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한국 문화에 한 관심임을 다
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학과의 저학년일수록 학습 동기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깊었다. 그 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공과 관련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경
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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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학생(3학년)
“처음에 한국어학과에 들어온 계기는 한국 문화를 좋아 해서에요! 비스

트(한국 아이돌)랑 이종석(한국배우)도 좋아하고, <주간 아이돌>(한국 TV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즐겨봐서 한국 문화에 친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했고 요즘은 진로도 생각하고 있어요. 졸업
하면 한국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싶어요. 한국어학과 전공을 살려서.”

이처럼, 연구 상자가 한국어를 처음 접하고 배우고자 한 일차적인 동기는 한
국 문화에 한 관심과 어우러져 설명될 때가 많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어 학습
으로 이끈 한국 문화에 한 관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하여 문
화적 측면에서의 학습 동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류 콘텐츠와 같은 한국 문화의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
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K-POP, K-DRAMA와 같은 한류 콘텐츠를 접한 후 
한국 문화에 한 흥미와 관심을 키워나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한류 콘텐츠 
향유로 얻는 즐거움과 애정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라는 국가에 한 친근감
을 가지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한류 콘텐츠를 더 깊
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어진다. 

[사례 21]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학생
“저는 K-POP을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도 다니고 그

래요. 팬으로 활동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좋아하는 아이돌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방송이나 가사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져서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한국이라는 국가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연구 상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상이한 경험을 통하여 한국이라는 국가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졌고 이는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은 물론 후에 한국어 관련 전공과 진로를 선택
하는데 어느 정도 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2] 후텍 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부학과장
“한국을 알게 된 시점이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때부터 2002년 월드

컵 즈음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이 때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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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홍보도 잘했거든요. 붉은 악마 보고 놀라기도 했고 국민성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례 23] 후텍 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저는 어느 한국인 기자의 양심 있는 기사를 보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이

미지를 가졌어요. 그 기사 내용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에 의한 무
차별적 민간인 학살이었는데, 그런 부끄러운 사실도 숨기지 않고 고발하는 
기사를 쓰는 것에 감동 받아서 멋진 한국 사람도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도 갖고 결국 다른 나라 언어보다는 한
국어를 선택하여 배우게 되었어요.”

위의 두 가지 사례 외,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으로 한국 역사에서 느끼는 베
트남과의 동질감,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지 등의 의견이 있었
다. 

4)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미부여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바탕으로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가 한
국어 학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고소득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의미를 갖
는다. 한국어학과에 진학하거나 학원에 다니며 한국 유학을 준비함으로써 한국어 
관련 진로를 찾고자 노력한다. 한국어 관련 진로는 수요가 높아 취직 기회가 많고 
베트남 평균 졸자에 비하여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유학을 통해 
한국어와 전공 분야에 관한 실력을 쌓음으로써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한국 문화의 이해와 소통의 수단의 의미가 
부여된다.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등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자기
만족적 정서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 문화에 한 관
심이 한국어 학습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학습 이후 애정을 가지게 
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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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의 동기가 한국어 학습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적다는 점이다. 거의 부분의 사례의 경우, 한국어 관련 진로 희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한국 문화에 한 관심과 같은 문화적 요인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예컨 , 한국어 학습이 취직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어를 학습한 자도 학
습하며 한국 문화에 한 관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 문화가 그저 좋아서 
한국어를 학습한 자도 진로를 고민할 때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여 한국어 관련 진
로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는 경제적 이유와 
문화적 이유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6. 나가며 

 본고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한국학 전공교육의 현황(2장), 한국어의 위상(3장),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4장)를 검토함으로써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
에게 한국어가 가지는 의미를 포착해내보고자 하 다. 2장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
어 교육은 학교 한국어·한국학과와 사설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
적으로 폭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의 향상에는 다방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은 베트남에 

한 한국의 경제적 향력이 증 됨에 따라 상승 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심적 
언어로서 한국어는 비록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장해주더라도 광중심적 언어인 

어가 언어의 위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 으며, 이는 
입시과정에서 지원순서의 서열화로 드러남을 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국어·한국
학 전공자들과 타전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동기로 경제적 유인이 기저에 강
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국가에 한 긍정적 이미지 및 한류 문
화 컨텐츠를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처럼 문화적 측면의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었음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위상·
한국어 학습의 동기에 한 개별적인 단순검토를 넘어, 각 국면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가 가지는 
복잡한 의미를 도출해내보고자 했다는데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비추어진다. 물론 본고의 한계 또한 다수 지적될 수 있겠다. 우선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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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상이 베트남의 명문 학 중 하나인 호치민인문사회 학 학생들이었기
에 이들의 의견을 베트남 일반의 것으로 확장시킬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
리고 사설 한국어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면담과정에서 퉁역을 맡은 한국어 강사
의 의견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와 한류 문화컨텐츠에 한 질의응답을 하지 못했기
에,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다소 축소되
었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그렇다면 본 연구가 처음 연구질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 즉 어 전공자보다 한국어 전공자가 높은 소득수준을 보장받는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시과정에서 어 전공에 한 선호도가 월등한 이유를 
언어의 위계와 문화자본으로서 언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후속 연구 또
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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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후기 

김현지

 ‘현지조사는 인류학과에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라고 2017년 해외
답사 신청서에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류학과에 들어와서 ‘인류학의 이해’는커녕 
인류학 교양 수업도 듣지 않았던, 어디 가서 인류학도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학생이
지만 베트남으로 (놀러) 간다는 해외답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
만 함께 (놀 생각으로) 신청한 17학번 동기 친구들과 신청하고 다 떨어지고 우중충
한 학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사가 삼주도 남지 않았던 때 과제 지옥에서 
저를 구원해 줄 동아줄과 같은 조교님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빠진 한 분 덕분에, 신청했던 동기들 중 제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가장 먼저인 덕
분에 저는 그렇게 유일한 17학번으로 언니오빠들과 답사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야
호! 
 하지만 막상 현지조사를 위한 조사와 회의 준비를 하면서 베트남 (놀러) 간다는 
사실에만 신이 난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류학에 해 아는 것이 
개미똥구멍 만치루 아는 것이 없는데, 조원 분들께 민폐만 끼치지 않을까하고요. 
실제로 민폐만 끼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베트남에서 맛집은 잘 찾았다는 점은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그래서 저와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어요. 인류
학을 먼저, 열심히 배워온 언니오빠들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이 참 많아요. 혼자 
17학번이라서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모든 분들과 멋진 시간 보내서 4박 5일내내 
무척 즐거웠어요. 특히 우리 조의 성효언니, 혜진언니, 준경오빠, 다연언니 모두  
머리가 백지인 저를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한 시간동안 진짜 재미있었고, 
맛있었고,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4박 
5일 동안 애송이 김현지와 룸메이트를 해주신 강부성 조교님께 엄청난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조교님! 최고에요...보고싶어요...(부끄)
 베트남 호치민은 정말 더웠지만 온 몸에 맺힌 땀만큼 근사한 추억이 알알이 제 
마음 속에 맺혔어요. 이제 현지조사는 다녀왔으니 인류학에 관한 경험 하나는 있어
서 인류학도라는 제 전공에 아주 조금의 떳떳함이 늘었다고 믿고 싶어요. 관악 캠
퍼스에 갇혀 관악의 신선이 되어가던 저를 무려 베트남으로 떠나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멋진 기회를 놓치신 그 의문의 분께도 감사의 말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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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네요. 베트남으로 떠난 첫 해외답사는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장혜진

 베트남 호치민시로의 해외답사는 여러모로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졸
업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로 현장연구를 나가보는 기회 기에 더욱 
기 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호치민시에 위치한 학교와 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장벽으로 인해 
참여관찰은 고사하고 면담이 제 로 될까 생각했으나, 호치민인문사회 학교 한국
어 전공 학생의 통역과 더불어 연구 상자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
어나 예상보다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호치민과학기술 학교에서 교
수님/학과장/부학과장님과의 만남은 면담이라기보다 화에 가까웠을 만큼 자유롭
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한국어 전공 학생들과 만나기 전에 이들의 교육자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투리를 
구사하시는 부학과장님의 한국어 실력에 한 강렬한 인상은 한동안 지워지지 않
을 듯합니다. 호치민인문사회 학교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통역 담당 학생이 친구들
이 수업에 참여중인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면담을 아무도 하지 못
하고 숙소로 돌아올 상황이었는데, 학교 근처 까페에서 조원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
다 무작정 한국어/한국학과 수업 교실 앞에서 학생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중, 문밖의 저희 조원들의 
모습이 보 는지 해당 수업 교수님께서 흔쾌히 교실로 들어오라 환 해주셨고, 얼
떨결에 교실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불과했지만 현장연구가 계획하는 만큼 잘 될 수도 있지만, 시
도와 우연의 연속으로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음을 새삼스럽지만 느낄 수 있
었습니다. 이 외에도 호치민시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며 글을 통해 상상만 했던 
장소들이 현실에서 사뭇 다르게 다가와, 재밌고도 보람찬 답사 다고 돌이켜봅니
다. 

조성효

많은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 답사를 신청했다. 수업을 일주일간 빠지는 것도, 학기 
중의 갑작스러운 여행준비도 부담이 되었고 답사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많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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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트남 행을 결정한 것은 인류학을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싶다
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있었다. 
답사에 가기로 결정한 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조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연
구 주제를 설정했는데, 이틀 동안 주제에 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기 는 반쯤 버리고 시작을 했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약속들을 잡아 현장을 뛰어다녔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에 이틀이란 시간은 역시 부족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했고, 특히 우리와 함께 다녀주었던 
베트남 친구인 태양이에게 정말 고마웠다. 인터뷰를 따내기까지의 고된 과정과 그 
이후 만났던 좋은 인터뷰 상자들은 인류학자들이 쌓는 ‘라포’가 어떤 의미인지 
일깨워주었다.
또, 맛있었던 베트남 음식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포만감은 단하지
만 소화도 잘 되고 배도 빨리 꺼지는, 맛나고 가성비 좋은 음식들은 한국에서도 
곧잘 찾게 되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현지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이 추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 와서는 정신없이 발표와 논문을 준비했다. 단 이틀간의 조사로도 이렇게 멋
지고 체계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먼저 채수홍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여러 베트남의 한국어 전공자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를 잘 
이끌어준 준경오빠, 선행연구 조사로 글을 한 차원 수준 높게 만들어준 혜진언니, 
의미 있는 조언을 많이 해준 다연언니, 꼼꼼한 정리로 보고서 내용을 알차게 만들
어준 현지의 역할이 정말 컸다. 베트남에서 함께했던 모두에게 고맙고, 기회가 된
다면 졸업 전 다시 한 번 해외답사를 갈 것이다.

최준경

졸업을 앞두고 우연히 인류학과 현지조사 공고를 보게 됐다. 저학년 시절 같이 인
류학과 수업을 듣던 선배들이 인류학 전공을 할거면 꼭 인류학과 답사는 가보라고 
조언해줬던 것이 생각났다. 베트남어를 아주 잠깐 배웠을 뿐이지만 베트남에 해
서 막연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신청했다. 같은 과 후
배와 같이 신청했으나 중도에 후배가 운동부 경기 일정으로 인해 중도 열외해서 
깊은 근심이 생겼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조롭게 답사 
준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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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생각은 다들 그랬겠지만 “덥다”라는 것이었다. 추
위를 많이 타는 신 더위에 단히 둔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만만
했지만 동남아의 더위는 한국과는 다른 어떤 자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곧 
적응하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단체일정은 단히 유익했다. 일반 패키지 여행과는 다른 품격 있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구찌 터널이 특히 인상깊었다. 지금까지 가본 전쟁 관련 관광지와는 궤를 
달리하는 자극적인 볼거리에 눈이 즐거웠다. 관광지 안에 실제 군용 총기를 사격할 
수 있는 사격장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실제 사격을 하진 못했지만 보
고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베트남 통이신 채수홍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현지조사 과정은 선생님께서 미리 주선해 주신 덕에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처음 하는 현지조사는 아니지만 하루 남짓한 시간에 모든 걸 끝내야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어찌어찌 잘 해낸 것 같아 보람있
었다. 현지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에 본능적으로 처하는 방법도 익힌 것 같
다. 조사과정에서 기 하지 않았던 환 를 보여준 각 학 교직원과 학생, 학원 강
사님과 학생들, 완벽한 통역으로 조사를 도와준 ‘태양’이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똘똘한 조원들 혜진이, 성효, 현지, 그리고 다연이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한 달을 
보낸 것 같다. 좋은 기회를 준 인류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답사한 학우들 앞길에 
햇살만 가득하길 빕니다. 피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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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해외답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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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우체국

벤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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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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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친구와의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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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중간 발표회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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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la Bags International 방문 

- 223 -



구찌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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