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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연구
(1976 - 2018.06)
응오지엠홍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본 논문은 1976 년 이후부터 2018 년 6 월까지 42 년 동안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과거에 관해 어떤 내용을,
어떤 태도로 보도해 왔고 그 긴 시간 동안 보도내용과 태도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또한 변화 여부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의
원인도 어느정도 해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문에 먼저
‘과거와 사회적 기억의 관계’, ‘기억과 기록의 관계’, ‘과거청산’ 등과 같은 기존
이론들을 정리하고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수립해 보았다. 그리고
1976 년부터 2018 년 6 월까지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어로 된
모든 보도내용 (종이 신문 - hard copy)을 조사해 봤는데, 주로 베트남에서
대표적인 신문으로 뽑힌 군대인민신문 (Quan doi nhan dan), 인민신문 (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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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의 보도이다. 온라인 신문이 보편화된 2000 년대 시기의 보도를 보다 잘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위 2 개 신문 이외에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는
온라인 vnexpress 신문과 신뉴스신문(Bao moi)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언론법,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서, 국가 정책 등도 최대한
활용했다.
연구시기는 보도내용의 현황과 특징을 근거로 하며 한-베트남 관계 및
베트남의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나누었는데,
1976 – 1991 년, 1992 – 2008 년, 2009 – 2018.06 월 총 3 시기이다. 이론 틀과 보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도서 및 논문 등을 참고로 해서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76 – 1991 년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침묵’이란 상태의 특징을 지닌다. 즉, 이 과거 사건을 언급한 보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베트남이 전쟁 종결 후 전쟁과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외교 측면에서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고립 상태를 완화시키려
애쓰느라 과거를 상기시킬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나라의 친구가
되자’라는 외교적인 방침으로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려운 경제 형편을 극복하려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대내와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적과의 과거’를 꺼내서 문제를
일으켜 청산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한-베트남 관계가
단절된 시기였고 과거청산 활동이 없었다는 것도 핵심적인 이유이다.
1992 – 2008 년에는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언론보도가 사회에 문제제기와 사실 전달이란 원래의 역할 대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먼저 언급한 적이 없고, 대부분 보도가 한국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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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을 위한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는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베트남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 강조, 참전과거에 관한 사실내용 회피, 한국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 인정 및 적극적인 보도 등과 같은 또 다른 특징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 시기에 베트남이
외교적인 고립 상태에 벗어났고 경제 회복과 발전 가능성이 잘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적은 덜 하고 친구는
더하기”라는 대외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한국이 베트남의 포괄적인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한국이 베트남과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보여 주었다는 것 등을 해답으로 찾았다.
마지막으로 2009 – 2018 년 6 월까지 시기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사실 규명과 미래 지향’이란 특징이 눈에 가장 띈다.
이전 시기와 달리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과거에 관련된 역사적인 정보를 잘
실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각하였다. 그런데 이는 과거를 상기시키고 배상이나 사과를 요청하려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의 미래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사실을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보도내용에 한국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여 반영하는 등 기존 특징이 여전히 잘 보이기
때문이다. 2009 - 2018 년에는 베트남이 가난한 형편에서 차츰 벗어났고 ‘공업화
및 현대화’ 과정 첫 단계의 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므로 베트남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과거를 언급하고
비판하는 데에 필요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본 논문이 주장하고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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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언론보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요소가
된다. 이 시기에도 한국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주도적이나,
베트남 사회에서도 소수의 피해자와 개인이 과거청산을 위해 나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특히 한-베트남 양국 정부도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려고 협력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계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향후 연구할 기회가 되면
보완할 것인데, 석사 논문 수준으로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었고, 이를 통해서 베트남 사회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어떤지를 추측이나마 해볼 수 있는 창을 열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한-베트남 양국 관계에 진정한 화해의
길을 트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핵심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베트남 언론보도, 보도 특징, 보도 현황,
적과의 과거청산
학번: 2016-2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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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1990 년대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세계 정세가 많이 변하였다. 탈냉전 분위기
속에 거의 모든 나라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경쟁하기보다 국익과 경제발전
목표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체제가 서로 다른 이 두 나라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방침에 의하여 1992 년 12 월 22 일에
수교관계를 정식적으로 맺었다. 한-베 양국이 노력함으로써 수교관계 수립
이후 2001 년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2009 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작년 2017 년은 한-베 수교 25 주년이 되는해였는데,
양적으로 볼 때 지난 25 년 동안 한국-베트남이 교류하고 합력하는 데에 있어서
무척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2014 년 12 월에 FTA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진
성과에 이어서 2015 년 이후 한국은 늘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 2 대
교역국과 수입국이고 4 대 수출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 4 대 교역국과
수출국이 되었다 (곽성일.김제국, 2017: 10). 한-베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많아지므로 2013 년 박근혜 전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경제적 협력의 성공 바탕에서 외교적 관계도
끊임없이 진전하고 핏줄로 맺어져 가족관계로 되어가고 있는 한-베 관계의
성과가 참으로 눈부시며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한-베 관계에 있어 늘 화목하고 아름다운 것만 아니었다.
이는 1992 년에 양국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이야기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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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닫고자 하는 과거, 즉 그 과거의 아픔을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과거는 바로 박정희정부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었다. 현재 한-베 관계가 여러 면에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아 무거우며 어두운 자국으로 남아있다. 상식적으로
서로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나라들 간에는 관계정상화 이전에 법적 조치
또는 협상을 통하여 그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양국의
정치.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이 과연 양국 정부의 방침 대로 침묵 속에 닫혀 있는 건가?
아니다.

숨기거나

묻어버리려는

과거역사는

언젠가에

필연적이건

우연적이건 간에 밝혀질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1980 년대, 심지어
1990 년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베트남 전쟁은 물론이고 베트남전 참전 군인도
잊혀진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1999 년에 한겨레 신문사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관한 보도를 연속적으로 싣고 진실규명 운동을 시작한
후에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한겨레의 연속 보도와
진실규명 운동은 베트남전 참전이 반공전쟁 참전, 자유세계군의 정의적인 간여,
혹은 엄청난 전쟁특수를 준 “알라딘의 램프”라는 본래의 사회기억까지 흔들려서
재구성되었다 (박태균, 2014: 11, 윤충로, 2015). 그리고 2003 년에 한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 여부를 결정할 때에 베트남전 참전 기억이 또 다시 한번
언론보도를 통해 상기되었고 사회에 퍼졌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영향을 받아
언론 설문조사 결과까지 뒤집었다고 한다. 처음에 한국사회가 파병을
반대하였지만 베트남전쟁 참전 기억과 전쟁특수를 상기시킨 결과로 최종적으로
이라크 전쟁에도 군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박태균. 2014).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식으로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참전 과거가 침묵을
깨고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 베트남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한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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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관련된 언론보도가 없었는가?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국 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지
못하거나 추측에 의하여 답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언론보도나 사회적인 인식, 기억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본론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는데, 베트남 사회에서도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을 침묵 속에 완전히 닫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베트남 사회에서도 이 과거를 밝히는 데에 언론보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벌어진 재미있는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는 2016 년 초에
방송된 “태양의 후예” 한국 드라마 관련 사례이다. “태양의 후예”는 한국군인의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한류문화를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적인 문예작품이라
평가받았다. 한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를
즐겨 봤다. 젊은 인구층이 많은 베트남에서도 역시 인기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베트남사회에서는 이 드라마를 시청할 때 단순히 문예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젊은 베트남인들의 문화감상 태도
등에 대한 비판 보도가 먼저 나왔다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양민 학살
사실에 대한 보도까지 나왔다. 베트남에서 ‘신뉴스’ (Baomoi)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러 신문들의 보도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재보도하는 종합 온라인 신문이다.
이 신뉴스 사이트에 [논쟁이 뜨거울 수록 태양의 후예가 핫해진다] (2016.03.28)1,
태양의 후예 드라마로 매료당하기 전에 이 글을 읽기 바란다] (2016.03.30) 2 ,

[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통해: 군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016.03.30)3, [태양의

[

1

https://baomoi.com/cang-tranh-cai-hau-due-mat-troi-cang-hot/c/18990956.epi
https://baomoi.com/s/c/19007382.epi
3
https://baomoi.com/tu-phim-hau-due-mat-troi-khong-the-coi-quan-phuc-nhu-chuyendua/c/19002302.epi
2

3

후예와 역사 교훈] (2016.03.31)4, [베트남 연예인이 애국심이 부족해서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는 것인가?

]

(2016.03.31) 5 등과 같은 보도가 실렸다. 이런

보도들은 “태양의 후예”가 베트남전에 적국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는 한국군인을
이상화시킨 드라마인데, 베트남인으로서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을
찬양하는 태도로 감상하면 마땅하느냐는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2017 년 한국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유공자라고 한 발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베트남 언론보도이다. 신뉴스 (Baomoi)사이트에 실린 [애국심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이상한 관념] (2017.06.09)6,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을 향해 사과한
적이 없으므로 빚이 남아있다] (2017.06.11) 7 , [베트남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할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2017.06.12) 8 같은 보도였다.
이러한 보도내용을 통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베트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루만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 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해
아는 것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안다”고 한다 (Luhmann, 1966: 9 - 마르고트
베르크하우스. 이철 옮김, 2012 재인용 ). “매스미디어의 의무는 우리에게 세계지식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매스미디어는 현실에 관해 주제별로
구조화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진술은 이후 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될
수 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공통된 ‘배경 지식’,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내며,
그 기억은 사회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마르고트
4

https://baomoi.com/hau-due-mat-troi-va-bai-hoc-lich-su/c/19010873.epi
https://baomoi.com/hau-due-mat-troi-va-bai-hoc-lich-su/c/19010873.epi
6 https://baomoi.com/quan-diem-la-lung-ve-long-yeu-nuoc-cua-ong-tong-thong-hanquoc/c/22492732.epi
7 https://baomoi.com/chinh-phu-han-quoc-con-no-nhan-dan-viet-nam-loi-xin-loi/c/22505235.epi
8 https://baomoi.com/de-nghi-han-quoc-khong-hanh-dong-phat-ngon-gay-ton-thuong-nguoiviet/c/22522994.ep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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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하우스. 이철 옮김, 2012: 352-353). 매스미디어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언론보도가 전통적 유형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배경 인식과 기억을 알아보려면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각 계층, 연령층별로 또는 지역별로 나눠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규모있는 연구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가 본 논문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사회 배경지식과
기억을 만들어 주는 베트남 언론보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추측이나마 베트남 사람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인식과 기억에 있어 재구성 과정이 있었는지 또는
언제부터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조금이라도 엿볼 창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결과에 의하여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기억을 알아본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학자들이 양국의 이 과거에 관한
인식.기억 차이 비교 연구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리라 본다.
1990 년대는 탈냉전 시기였다면 오늘날 21 세기는 역사화해와 평화 지향
시대라 말해도 될 것이다. 역사화해란 역사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평화스럽게 해결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 사건 관련 당사자들 간에 역사인식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주체 간에도 제기될 수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제기될 수 있다 (유용태, 2011: 1). 베트남전쟁 자체가
세계정세를 변화시켰던만큼 중요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 전쟁에 얽힌 모든
문제가 단순할 리가 없다.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베트남전쟁 그리고 한국군의
참전에 관한 대립과 갈등도 역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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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은 크게 보면 베트남전쟁의 성격 규정과 한국군의 참전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갈등을 풀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받아들일 포용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화해과정은 곧 역사이해에서 공감적 이해 (Empathetic Understanding)로
변하는 것이다 (백영서, 2011: 5). 즉, 사람들이 과거 사건에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과거상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 결정을 공감하고 납득하여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도록 한다.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양국 정부 외에는 참전군, 피해자,
유가족, 일반 국민 등의 여러 목소리가 있으므로 역사 화해과제 해결 과정를
조금조금씩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그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한국과 베트남 역사화해가 잘 되면 먼저 그것은 양국만의
업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범위를 확대하여 보면 그 것은 곧 지역 화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인간 역사 화해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본 논문은 연구되지 않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어떤가”라는 연구질문의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즉,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도할 때 베트남 언론보도의 주된
언급내용, 보도태도와 보도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보도 내용, 태도, 특징에
있어서 변화 여부와 그 변화들을 가져온 이유도 이론 분석틀에 의하여 어느정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베 수교 관계 수립 때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방침과 달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더 나아가 추측이나마 언론보도, 즉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베트남사회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는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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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향후 학자들이 양국의 인식과 기억의 차별성 비교 연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인식과 기억 차별성 파악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역사화해로 나가고 한-베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여정에 본 논문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민주주의 발전 물결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전쟁 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둘려싼

국제관계나

국내

정치.경제.군사

분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연구 동향은 한국사회 인식과 기억 혹은 참전군 집단의
정체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늘고 있다. 예컨대, [박태균.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 2015), [윤총로. 베트남전쟁의 한국 사회사:
잊힌 전쟁, 오래된 현재] (푸른역사, 2015), [이용준.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
(한울, 2014) 과 같은 도서와 [남한의 베트남 파병에 관하여: 남한의 적극적 제안,
미국의 무리한 요구, 북한의 필사적 대응] (이재봉. 2015),

한국사회의

[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강유인화, 2013), [1950.60 년대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베트남전쟁 파병 선제안과 파병결정의 분석을 통해]
(배관표, 2013),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과정과 평가] (이정우, 2014)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다룰 때 이 사건에 당사자가 한국 혼자가
아니고 베트남도 있는데, 기존연구 경향을 보면 한쪽의 당사자인 한국에 관한
연구만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상대방인 베트남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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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현황이다. 소수의 논문이었으나 한겨레 신문이 한국군 양민학살
진실규명 운동을 한 후 베트남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는 하였다. 예를
들면, [권헌익. 학살, 그 이후: 1968 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인류학]
(아카이브, 2012), [김현아. 전쟁과 여성: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속의 여성, 기억,
재현] (여름언덕, 2004),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비, 2002)과
같은 도서가 출판되었다.
그런데 문제 제기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사회 이해와 기억 혹은 베트남인 피해자 등과 과련된 주제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베트남의 자료를 바탕으로 또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학자로서 언어장애도 자료접근도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이나 시, 베트남어 자막이 되어 있는
영화 등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도서와 논문이 많지
않다. 베트남 자료에 의하여 한 연구는 있다고 해도 대다수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이다. 예컨데, [베트남전쟁 관련 한국 단체들의
활동과 베트남의 반응] (Pham Dieu Ngoc, 2006) 논문이 있었다. 이 논문은 주로
베트남의 언론보도 자료, 베트남인들의 인터뷰, 한국의 관련 단체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베트남 공식적인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하였다. 논문 제목 그대로
베트남전쟁 관련 한국단체들의 활동과 베트남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여기서

‘베트남의

반응’은

베트남

사회

전체가

아니라,

“한국단체들이 사죄운동을 벌여온 지역, 혹은 영향을 받은 지역범위 안에 있는
베트남인들의 반응만”을 알아보았다 (Pham Dieu Ngoc, 2006: 13). 또, [베트남과
한국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인식 연구] (Huynh Kim Ngan, 2016) 논문도
있다. 이 논문은 비교방법론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한국군 베트남 파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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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 측의 문서와 기존 논문 자료 외에 베트남 측의
공식적 문서, 교과서, 신문기사도 활용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논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인식에 비해 베트남 측의 인식을 그리 뚜렷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회보다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여 본 베트남전쟁 관련 어떤 문제를 연구한
논문 현황도 검토해 보았다. 베트남의 언론보도를 활용한 논문은 물론 드물어서
안 보였고 한국의 언론보도를 기초 자료로 하여 연구한 논문도 흔하지 않다.
대표

사례로

베트남 참전담론과

[

미디어 ‘탈식민 민족주의’적 관점과

‘자국중심적 참전론’, 그 변화과정에서의 미디어의 대중동원 전략] (김미란,
2010), [베트남전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국내 재난보도에 주는 시사점] (송명진,
2014), [미디어를 통한 베트남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네이버 뉴스 분석을
통해] (김성란, 2011) 연구논문이 있다. 김미란과 송명진 학자의 연구논문과 같은
경우는 당시 60, 70 년대에 베트남 전쟁 파병결정과 파병과정에 대해 미디어,
언론보도의 역할이나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김성란 학자의 연구논문의
경우는 오늘날 현대 시대에 한-베 협력 영역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특히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현재 이해도를 파악하고 향상시키는 시사점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베트남 역사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살펴본 부분에서 베트남전쟁에 관한 이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연구한 기존
논문과 도서는 물론 전혀 없었고, 베트남 언론보도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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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 연구 방법
본 논문은 1976 년 01 월부터 2018 년 06 월까지 42 년의 기간 동안에 드러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연구해 볼 것이다. 문제 제기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연구 목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내용, 보도태도와 특징, 변화여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그러한
연구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본 논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틀을 수립해 보려고 시도하겠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참전하였다. 베트남 입장으로 볼 때 미국이 적국이었으므로,
따라서 한국도 역시 베트남의 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먼저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정리해 보고, 이 이론 틀에 의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언론보도도 기록의 한 가지
유형이고, 본 논문에 살펴보려는 베트남과 한국이란 “적” 사이에 벌어진
과거문제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기 때문이다.
<표 1>. 1976-2008 년 매년 한국에 관한 베트남 언론보도 통계 및 특징 정리
년도

분야별 보도기사

예)
1976

정치.외교.군사
경제
문화.사회.교육.스포츠
경제.기술
한국.베트남 사회.문화.교육
교류
등
정치.외교
경제적
한국의 지원 기술적
기타 (인도적 등)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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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보도 내용과 특징

둘째, 통계와 분석 및 비교 방법이다. 1976 년 01 월부터 2018 년 06 월까지
42 년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대표 신문사를 골라 조사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무장국군과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신문 및 공산당과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인민”
(Nhan Dan) 신문 2 개를 정하였다 (Duong Xuan Son. 2013: 54, 222-224) (Dao Duy
Quat. 2010: 284, 314-318). 이 2 개 신문의 종이 일간보도 (Hard copy)를
조사하는데, ‘남조선’ ‘남한’ ‘한국’이란 단어가 나타난 모든 보도기사를
수집하여 통계한 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보도내용을 찾고 분석해
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언론보도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본논문 작성 시점에 베트남 국립 종합도서관 (Thư viện tổng
hợp)에서

2010 년 이후의 일간보도 하드카피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2009-2018 년 6 월 시기는 하드카피 언론보도를 온라인 보도로
대체하는데, 즉 군대인민 및 인민 신문의 온라인 보도를 이어서 조사하기로 한다.
온라인 언론보도를 조사할 때 아쉬운 점은 신문사 사이트 자체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한계 문제로 인해 인민 신문의 경우 2009-2015 년 기간에 조회가
불가능했던 점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군대인민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쉬운 점을 메울겸 가장 최근 이 시기에 더 다양한 정보를
참고로 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파악할 수 있게
2009-2018 년에 온라인 신문 2 개를 더 추가하여 조회하기로 한다. 추가 2 개
신문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는 Vnexpress 온라인 신문 9 및 여러
신문사의 보도를 종합적으로 재보도하는 Bao moi (신뉴스) 온라인 신문이다10.

9
10

https://vnexpress.net/
https://baomoi.com/staticpages/intro.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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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발행된 베트남전쟁, 베트남 사회, 베트남
언론보도, 한-베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와 도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발표한 문서, 전당대회 보고서 등도 참조할
것이다.

이 연구방법을 추가로 하는 이유는 이론 분석틀에 맞추어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6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선행 연구 검토 결과와 연구 방법, 논문 구성을
다루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제 2 장에서는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정리하고 1975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언론보도의 제도적인 조건도
고려한 후, 이론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 핵심 내용 (제 3, 4, 5 장)에
대한 연구 이론 분석틀을 세워서 소개한다. 이어서 제 3, 4, 5 장에서는 순서대로
1976~1991 년, 1992~2008 년, 2009~2018 년 세 시기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현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한계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논문 연구결과에 의하여
필자의 또 다른 추측을 서술하면서 글을 끝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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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이론적 분석틀

제 1 절 ‘과거청산’ 이론에 의한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
본 논문에 이론틀이 되어 주는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은 주로
사회적인 기억, 기록과 과거청산 3 가지 요소의 관계 및 상관성에 관하여
정리하는 내용이다. 제 1 절에서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를 먼저
밝히고, 그 후에 사회적 기억과 과거청산의 관계, 또 과거청산과 기록의 관계를
추론하면서 다룰 것이다.
1.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
역사 흐름을 되돌아보면 인간은 전쟁, 독재체제, 학살사건, 인종차별 등과
관련된 수많은 참혹한 과거사건을 겪는다. 인간이 어떤 비참한 과거 혹은 좋지
않은 일을 격고 나면 보통 두 가지의 선택을 하곤 한다.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회피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과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거나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기억하며 더 나아가 그 과거로부터 얻어낸
교훈까지 전승하려는 노력이다. 국가, 사회 범위로 확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즉, 한 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떤 공동의 과거, 잘못을 직면할 때도 그 나라 사회가
그를 회피하거나 기억하려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 말이다.
이는 한 국가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거가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회피 선택의 경우는 망각을 낳고, 기억 선택의 경우는 사회적 기억이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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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유한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축제, 비문과
기념조형물에서부터 그림, 음악과 사진,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저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많은 매체 중에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기록이다 (최호근. 2003: 167). 그리고 Hilary
Jenkinson 또는 Sokrates 에 따르면 사회적 기억을 보관하는 저렴하며 편리한
수단이 다른 매체가 아닌 ‘쓰기’ (writing)라고도 하였다. Randall C.Jimerson 도
“기록은 그 자체로 기억이 될 수는 없지만, 기록화란 명확한 수단을 통하여
과거의 잔유물을 구체화시켜 주는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담당해 준다”고 하였다.
즉, 기록이 곧 기억으로 등치될 수는 없으나, 인간 기억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자 전승하는 도구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명훈,
2014: 14-24).
그렇다면 과거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저장공간이자 전승도구로서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 과거사건에 대한 기록의 내용과 방식이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것인가?

분명히

아니다.

기록과

사회적

기억의

상관관계에서 이 질문들에 답을 찾을 수 있다. Brien Brothman 의 주장을
빌리자면 “사회적 기억은 항상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재상기되고 재생산되면서
다분히 사회적 심리적 속성을 지니는 정치적 산물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타협을 하고 매개되고 적응되는
것이다 (조민지. 2011: 94 재인용).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향적 가치 기준으로
어떤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중요하지 않아서 망각해도 되었지만, 현재
시점에 우리가 또 변화된 새로운 지향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사회적 기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상기시킬 수도 있다. 즉, “과거의 경험공간에서 비롯된
사회적 기억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것은 강조하고 어떤 것은 종속시키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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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변화시키고 어떤 것은 전면적으로 삭제하는지를 결정한다” (최호근,
2003: 177). 따라서, ‘거울’처럼 사회적 기억을 반영하며 그 후에 또 전승해 주는
도구로서 기록도 역시 시점이 바뀌면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외에,
사회적 기억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록의 또 다른 한 기능이 있다. 기록은 기억을
반영하고 전승할 뿐만 아니라, 기술된 기록의 차례로는 기록을 통하여 사회적
기억 (collective memory)을 형성시키는 데에 힘을 주고 그 후에 또 그 사회적
기억을 공고히 해주기도 한다 (조은성, 2013: 83).
그런데,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에 대한 윗 설명은 근대시기 그리고
늦어도

모더니즘

시기까지의

전통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 들어가서 1990 년대 전자기록, 2000 년대 초 전자기록의
진보성과 함께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 후에는 기록의 객관성,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면서 원래의 믿음과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점점 과연 “기록은 왜곡없이 기억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 기술되는가?’ 혹은
‘기록관리자

(아카이브)와

만들어지는가?’

등과

같은

기록작성자
질문을

(아키비스트)의
하기

주장과

시작하였다는

간섭없이

말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사유체계를 비판하고,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상대성’을 강조한다. 이과 관련하여 세계 기록학의 연구결과로는 Eric Ketelar 이
이렇게 밝혔다. “기록이란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흔적’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기록에는 분명히 내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그 위에 기록 기술이란 것은 단순히
설명하고

이용자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식적이었건

무의식적이었건 간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이용자가 가장 최선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조민지, 2011: 109).
말을 바꿔 설명하자면, 기록은 더이상 안전하고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조직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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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되었다. 게다가, 기록은 기록생산자와 관리자에 의하여 지배받는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기록학은 기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해 왔다. 특히 이제 기록의 인터페이스 (interface)인
기술( Archival Description)은 점점 참여의 공간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의
도전이다. 이는 기술에 기록 생산자 외에 다른 목소리를 담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시도로 기술 작업과정 속에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기술 작업에
아키비스트 이외에 이용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소셜미디어와
SNS 를 비롯한 웹 2.0 을 활용하는 것이다 (조은성, 2013: 80-94).
여기서 과거에 대한 사회기억과 기록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기록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저장공간이자 전승하고 확인시켜 주는
도구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점은 기록은 불변하고
객관성을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먼저 기록이
사회적 기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때, 사회적 기억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산물로 재생산되어 기억하다가 망각되고 또는 망각 속에 묻혀 있다가
또 상기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록도 역시 이에 따라 재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록은 결국 인간의 물리적인 결과물이기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배경에서 영향을 면할 리가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둘의 공통점은 확실히 하나 있다. 둘다 사회적.문화적.정치적인 요소의
영향 하에 형성되고 재현되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위에서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추어 과거에 대한 사회기억은 곧 기록되어
저장되고 전승된다 하겠다. 사회적 기억이 기록으로 기술되어 관리되는 과정이
곧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시대의 사회적 기억이 역사로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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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로 작용하는 것은 ‘기억의 기록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안병직, 2007: 303). 물론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기록이 다 역사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기억에 의하여 기록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역사화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는 작업은 선택과 배제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역사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역사가는 다양한 기록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자신의 연구관심에
따라 의미있게 여겨지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역사를 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가 한 나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1999)에서 Keith Jenkins 가 주장하였듯이 역사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사실 그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해관계에 맞는
사실들을 강조-종속-배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억의
기록자료 선택과 배제 작업을 담당하는 자는 직업적 역사가들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의미의 판단기준은 이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가치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는 그 사회집단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가치관에
맞게 선택 또는 베제된다 (최호근, 2003: 167-175).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부터는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독자도 역사를 만드는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과 기회가 조금씩 열려지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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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

2. ‘과거청산 이론’ 에 의한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 수립
한 나라에서는 건국 이후부터 발전해 온 과정으로 볼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사회적 기억이 쌓여 있게 마련이다.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많은
과거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나라 사회에서는
모든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치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거사건들만 기억하고 전승하려 노력한다. 글자의 힘에 의하며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고 또 사회적 기억을 역사화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공동의 기억, 기록, 역사와 정체성을 지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집단들이
무의식적으로건 의식적으로건 간에 공통성, 민족성과 소속성까지 느껴면서
유대감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다.

18

한 국가의 수많은 과거사건들 중에는 그 나라 사회안에서의 사람들끼리에
관한 과거도 있고, 국가 경계선 넘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주체들에
관한 과거도 있다. 따라서 그 과거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도 제각각 따로 있다.
국가 경계선을 넘어선 타국과의 과거사건은 다양하다. 대표로 전쟁에 의해
벌어진 과거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쟁에 의해 벌어진 과거를 나눠 보면 또
여러 가지의 유형의 과거가 있다. A 나라가 B 나라를 침략한 과거, A 나라가
B 나라를 향해 항의한 과거, A 나라가 B 나라의 동맹국이 되어 남의 나라를
참략하여 도운 과거, 아니면 A 나라가 B 나라의 동맹국이 되어 침략군을
물리치도록 도와준 과거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려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과거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사건이었다. 베트남 사회 입장으로 볼 때, 베트남전쟁이 미국
침략군에 항의하여 국가를 해방과 독립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다른 나라 사회에서는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건
간에 상관없이 베트남 사회에서는 당시 베트남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틀림없는
적국이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편이 되어 그 침략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도
역시 ‘적’이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이 베트남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품거나 그
야망을 도우려는 목적을 위해 베트남전쟁터로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국가들은 베트남 사회에 대하여 곧 ‘가해자’라 규정해도 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한국이 베트남에 대하여 ‘적’이자
‘가해자’라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베트남 사회에서 적국 사이였던 한국과의 “한국군 베트남전 참전
과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의 여러 유형 중인 베트남
언론보도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보도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필자가 앞 부분에서 설명하였던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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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거청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수립하고자 시도해 보겠다.
D. Lacapra 학자의 기존 과거청산 이론에 따르면 과거청산은 사실 기억의
문제라 할 정도로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과거청산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청산이 본질적으로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작업으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억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안병직 외 10 인, 2005: 28-37 재인용). 또, Bernd Faulenbach 도 D. Lacaprar 과
비슷한 “과거청산이라는 과업은 항상 미완의 과정이자, 현재진행형이고, 그래서
과거청산은 ‘기억의 정치’이자 기억 만들기의 과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정현백, 2010: 84-85 재인용). D.Lacapra 와 Bernd Faulenbach 의 그러한
주장을 빌리자면, 어떤 과거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기억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회가 그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만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
곧 과거청산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항상 미완의 과정이므로, 끝이
안 보이며 그 긴 과정에 과거청산 1, 과거청산 2, 과거청산 3,… 과거청산 n 수
많은 과거청산 활동이 연속적인 횟수로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청산 1, 2, 3,
…n 이 진행되는 시점마다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재생산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재기억 1, 2, 3,…n 도 이루어진다.
과거청산 이론의 윗 내용과 앞에서 살펴본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 관계 내용을 연결시키면, 과거청산이 곧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게 만들고, 사회적 기억 재구성이 곧 과거에 대한 기록을 재기록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에서 적국 사이였던
한국과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 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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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특징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재생산되며 재구성되는 것이라 앞에서도 서술하였다. 즉,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은 저절로 재생산과 재구성되지 못하고 이를
소유하는 사회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 적국과의 과거문제라고 할 때, 한
나라 사회만의 과거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사회 모두와 연관된 공동 과거이다.
이 경우에는 그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이 어느 한쪽 나라에서든 양쪽
나라에서든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에 따라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바로 과거청산 작업이라는 뜻이다.
‘과거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과거청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
규명’이다. 이는 은폐, 축소, 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과거청산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

성찰’이다. 과거 성찰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안병직 외 10 인, 2005: 15).
‘과거청산’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 또 있다. ‘과거극복’ 개념이다. Bernd Hey 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를 극복함은 과거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면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한층 고양시킬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거극복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언젠가 종결시켜야 할 일이 아니라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을
의미한다” (전진성, 2003: 137 재인용). 다시 말해,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은
과거 규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숙청과 처벌을 통한 인적 청산만으로 도
과거사를 정리할 수는 없다. 과사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숙청이나 처벌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와 영향이다. 즉, 그 것이 얼마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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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며, 그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얼마만큼 내면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과거청산이 신속히 진행되고 그럼으로써 과거를 치유하여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이념과 갈등,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가치관, 경제적 배경 등의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을 바꿔 하면, 사회적 기억, 기록과 마찬가지로 과거청산 작업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마다 사회 배경과 조건이 다르므로 각 사회에서 과거청산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과거청산 형식을 자세히 볼 때 얼마간
달라도 총괄적으로 크게 4 가지의 형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2007: 4).
Helmut Quaritsch (2001: 30-41), Jurgen Habermas (1994: 54), Helmut Konig
(1998: 371-39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청산 실천 4 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사회상황을 고려하고 미래의 필요여부를 예측하여 가능하면
“과거를 회피 또는 억압” 하는 형식이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억울하며 힘든 선택이다. 이 선택에 수반되는 결과는 과거사건에 대한 기억이
점점 망각되어 침묵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때로의 경우는 과거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망각시킬 수도 있다. 둘째,
“사법적인 조치” 형식이다.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의 과거문제이라면 보통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심판 하에 처리될 것이다. 셋째 형식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다. 사과와 배상은 가해자가 스스로를
반성하여 자발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고, 반면에 피해자가 투쟁하며 요청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건 간에 과거청산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는 데에
있다고 할 때 ‘사과와 배상’이란 과거청산 형식이 실제로 진정한 과거청산
작업에서 촉진되고 빼놓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해자가 사과와 배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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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피해자가 기꺼이 용서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형식은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이다. 양국 사이에 벌어진 과거는 각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과거에 대한 이해와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쪽이 그 과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규명하여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서로
받아들여줌으로써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쁜 과거를 규명한
결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안타까운 과거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규명위원회과 같은 단체, 비판적 역사 연구회,
역사교육 과정에서 반영, 또는 각종의 공적인 문화사업 등의 힘이 필요하다.
문화사업으로는 단체교류, 기념물 제작, 기념일 제정, 박물관 건립 등이
포함된다. 이 네 번째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 형식이야말로 여러
과거청산. 극복 유형 중에 가장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 (전진성, 2003: 144-150).
과거청산을 할 때 각 나라와 사회의 현재 시점에서 그 나라와 사회에 가장 맞는
어떤 형식 한 가지를 고려하여 고를 것이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과거청산 유형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어떤 과거 청산 작업에 있어 나라와 사회가 두세
가지의 과거청산 형식을 동시에 활용해도 가능한 일이다. 단, 4 개 형식 중에
최고의 과거청산 목표는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회적 기억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 기억이
또 재구성된다. 그 후에 사회적 기억의 거울처럼 반영되는 도구로서 기록도
재생산된다고 하였다. ‘기록관리자 (아카이브 )와 기록작성자 (아키비스트)가
자기 주장을 의도있게 기록에 편입시키거나 일부러 왜곡하지 않는다면,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과거사건에 대한 사회기억이 그대로 기록에 저장될
것이다. 이 추론 맥락에 따르면,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란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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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던 가해자와의 과거사건에 대한 기록은 과거사건이 끝난 이후 양국이
과거청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깊은 상관이 있다. 위에서 기술한 과거청산
형식에 근거하여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은 3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거나 그 과거사건의 일부만
선별적으로 기록한다는 특징이다. 이는 ‘과거를 회피 또는 억압’하는 과거청산의
첫 형식에 수반되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자
사회에서 적국(가해자)과의 과거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
과거를 깨끗이 망각하거나 또는 일부만 기억을 하기로 한다는 뜻이다. 망각은
기록에 반영하고 저장하여 전승하려는 기억이 전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부만의 기억은 어느 부분의 과거사건을 제한적으로 기억한다는 뜻으로,
따라서 일부만 기록에 저장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특징은 피해자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실을 기록하면서, 본국
사회 또는 “적” (가해자) 사회에서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특징은 과거청산 형식들 중에 “사법적인 초지” 및 ‘사과와
배상’이란 형식이 만드는 결과이다. 국가 대 국가 범위에서 과거를 사법적으로
조치하였거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든 혹은 피해자가 요청해서든 국제법에
따르며 국제적 심판 하에 가해자 나라가 피해자 나라를 향해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나라의 사회에서 사법적으로 조치하였다거나 사과와 배상을
받았다고 기록해야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법적인 조치” 및 “사과와 배상”을
위한 과거청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나라의 노력, 행동을 기록에 남길 수도
있다.
마지막 특징은 양국의 과거사건 사실을 밝히면서 동시에 가해자 나라를
향하는 화해와 사면을 지향하는 태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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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 과거청산 형식과 관련된 특징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
과거청산 과정이 사실규명위원회과 같은 단체, 비판적 역사 연구회, 역사
교육과정에 반영, 또는 각종의 공적인 문화사업으로 단체교류, 기념물 제작,
기념일 제정, 박물관 건립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거청산
과정은 곧 바로 ‘사회적 기억 다시 만들기’ 과정과 마찬가지인 이유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기억이 기록에 반영될 것이다. 즉, 사실규명위원회나 비판적 역사
연구회 등에 의하여 규명된 과거 사실이 기록에 서술될 것이며, 양국이 바라는
화해를 위해 사면 또는 화해를 지향하면서 기록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론하고 설명한 내용들을 도식화하고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표 2>와 같다.
<그림 2>. 적과의 과거에 대한 과거청산,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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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거청산’ 이론에 의한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특징

‘적’과의 과거청산 형식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특징

‘적’과의 과거 회피 또는 억압
1

기록이 아예 없거나,

(**피해자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과거의 일부만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상황 때문에)

것

사법적인 조치 및 사과와 배상
2

(** 적 (가해자)이 자발적으로
과거청산 진행 또는 피해자가
과거청산 요청 2 가지의 경우)

(**

정부,

사회단체,

과거사실을 기록하면서,
과거청산 과정에 본국 사회와 적국
사회의

노력,

행동을

기록에

반영하는 것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
3

피해자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구회,

개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적’과의

과거사실을

밝히면서

기록하는 동시에,
‘적’을

향하는

화해와

사면을

지향하는 태도로 기록하는 것

제 2 절 1975 년 이후 베트남 언론보도의 제도적 조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베트남 언론보도의
부분적인 한 조각이며, 베트남의 수많은 과거에 대한 기록 바다 안에 한 물결일
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언론보도를
알아보고자 하면 먼저 베트남 언론보도의 전체적인 틀을 대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베트남 언론보도는 시기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기관의 관리를 받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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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보도라는 기록 유형을 작성하는 아키비스트 (신문기사)와 발간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신문사들)가 어떠한 국가권력, 사회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차례로서 그들이 또 어떤 주장과 의도를 가지면서
언론보도를 기록하는지를 엿보고자 한다.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베트남
언론보도에 속해 있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1976-1986 기간에 베트남 언론보도
1975 년 4 월에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자 남.북의 언론보도, 미디어를
합쳐서 일치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긴급한 여러 과제들 중에 하나였다. 당시
베트남 신정권이 1975 년 전에 남베트남에서 사이공 정권 밑에서 관리받고
발간한 신문사들을 폐간하기로 하였다. 한편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변해 주는 신문사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애썼다. 그 결과
신문사 시스템이 국가의 행정구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포되어 신문보도가
전국적으로 일치되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많은
Nhan Dan (인민), Quan Doi Nhan Dan (군대인민), Phu Nu (부녀), Van Nghe
(문화.예술), Lao Dong (노동) 와 같은 중요한 신문사들이 원래 북쪽에서만
발간되었는데, 통일 후에 아주 짧은 시간내에 온 나라 국민이 이 신문사들의
보도를 접하게 될 수 있었다. 1984 년까지는 베트남 전국에 정기 신문과 잡지가
200 개 있었으며, 과학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과 잡지도 200 개가 넘었다.
양적으로 베트남 언론보도는 그러한 발전이 있었던 반면 극복하지 못한
문제점도 많았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로서 베트남이 보조와
배급제도로 나라를 관리하고 있었다. 언론보도 분야에도 역시 그 방식으로
운영하여 신문사들 간 인쇄 종이 배급의 불합리, 국민에게 신문, 잡지 인쇄물
배분 불공평 등과 같은 문제점도 심각했고, 보조와 배급을 받기 때문에 경쟁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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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며 기자들이 성실하게 보도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Do Hoang Linh,
Nguyen Thu Hang 외. 2015)
그래도 대체적으로 볼 때 전쟁 시기에 비하여 이 시기에 베트남
언론보도는 발전이 있었다 볼 수 있다. 언론보도 발전과 함께 라디오 방송국
시스템이 확대되었다.

베트남 중앙 라디오 방송국을 제외하고, 성(도)에는

라디오 방속국이 4 개 있었는데 표준어로 방송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공동체가 많은 지역에서 소수민족 언어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국도 따로 있다.
현 (한국에서 구와 같은 행정단위)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500 개 있었으며 면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400 개가 넘었다. 영상 방송국은 이 시기에 기초단계라 보일 수
있는데, 모든 중앙 지역에 무선 방송국이 다 설치되어 있었다.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베트남 언론보도의 보도주제가

“독립과 자유”에

대한 것이였다면, 1976-1986 년 시기에는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바뀌었다.

이 시기에 언론보도의 의무는 국민에게

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고, 아직 좋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되 국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긍정심을 잃지 않도록 사회주의의 업적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역할은 1) 국가 통일 업적을 강조하며 민족 감정
화해를 보강시키고, 2) 사회주의 모델에 따라 국가를 건설하도록 운동하고, 3)
통일 후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표에 힘을 기울여하는 것이다 (Dao Duy Quat,
2010: 314-360).
2. 1987-현재 기간에 베트남 언론보도
뒷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베트남에서 1986 년이 중대한 한
해였다. 1986 년 이전에는 베트남이 정치, 경제, 사회, 대내와 대외 모든 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베트남 정부가 1986 년에
제 6 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도이머이 (혁신)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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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서 나라를 전면적으로 개척하고 혁신시대를 새로 열겠다고 선포하였다.
혁신 분위기 속에 베트남 언론보도 분야도 역시 혁신 시대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1986 년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내용은 사회주의 배급과 보조 제도를 없애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 원리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정부로부터 원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국가
경제법에 의하여 나름대로 알아서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국가, 정당,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여 서비스 상품이 되어야 했다. 이에 신문사, 방송국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는 위기에 빠졌다 (Duong Xuan Son, 2013, 21-28).
그러다가 90 년대에 냉전체제 해체와 지구화 시대가 시작되고, 2000 년대
이후부터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도 급격히
발달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베트남 언론보도의 모습이 또 많이 변했다. 지역과
세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보도내용도 더 풍부해지고 언론보도의
형식도 다양화 되었다. 1997 년에 베트남에서 전자 (온라인) 신문 보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2015 년까지는 전국에 인쇄신문사가 총 858 개 있었고,
전자신문사 사이트가 총 150 개 있었다. 중앙과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 영상
방송국을 다 합치면 총 66 개 있었고 그 중에 중앙방송국은 2 개 있었고 베트남
64 개 성도에 맞춰 지방 방송국은 64 개 있었다 11 . 그렇다면, 1984 년의
통계숫자와 비교할 때 2015 년에 베트남 신문사가 4 배 넘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문사, 기자와 독자들 간의 소유공급 관계도 상당히 달라졌다.

베트남 통신방송부, 2015.12.31 일 ‘2015 년도 신문과 방송 발전 현황’ 보고서 참조
http://mic.gov.vn/solieubaocao/Pages/TinTuc/116095/Tinh-hinh-phat-trien-linh-vuc-bao-chi-vaphat-thanh-truyen- hinh-nam-2015.htm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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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보도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 기능
외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기자들이 보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논설, 사설을 통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창도 열렸다. 2000 년대에는 논설, 사설 이외에 디지털
기술로 전자신문사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코멘트 작성이나 보도에 대한 감정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1986 년 전에 베트남 언론보도의 역할이 전쟁 이후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1986 년 혁신시대 이후부터는 1) 광범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나라의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을 선전하고, 2) 국민들의 개인
삶에 산업화와 현대화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3) 국제 정보와
문화에 접근하여 객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베트남 문화에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문화를 흡수시키고 동시에 국제 무대에 베트남 문화를 홍보해야 하고,
4) 정보가 많은 지구화 시대에 그 정보 때문에 국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사상, 공산당의 혁신진로와 정책에 맞춰서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Duong Xuan Son, 2013, 117-130).
3. 언론보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와 공산당의 지도
베트남 언론보도가 세계와 국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문제를
어떤 방향, 규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보도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베트남 언론법을
살펴봐야 한다. 즉, 언론법을 통하여 언론보도라는 기록을 작성하는 베트남
기자들과 발간하는 신문사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베트남 언론법은 1976 년 통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3 번에 걸쳐
만들어지고 수정되었다. 통일 직후에 베트남 언론보도는 주로 공산당과 정부
관리 밑에서 이데올로기 강화, 사회주의적 경제 확산 도구로서 운영된 것이었다.
도이머이

정책

발표

이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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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년에

처음으로

통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언론법 초안이 만들어졌고 1990 년에 정식적으로
통과되었다12. 1989 년 언론법은 “사회주의와 국민의 이익에 알맞은 언론보도의
자유권과 국민의 발언권을 보장하며, 공산당의 혁신 정책에 따른 사회주의
발전과 국가주권을 보호하는 과정에 언론보도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13 . 1999 년에 문화, 사회, 정치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1989 년 발표된 언론법을 근거로 하여 언론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6 년에 베트남 언론법은 또 다시 한번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이번 언론법 개정도 역시 1989 년, 1999 년에 비하여 베트남 사회가
많은 변화를 통해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사회에 어울리는 언론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언론보도는 “공산당 지도 & 정부 관리” 원칙으로 운영된다.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 역할은 법령 시스템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공산당의 지도 역할은 언론보도의 보도 방향을 잡아 준다는 것과 관련있다. 그
보도방향은 공산당이 정기 전당대회를 통하여 발표한 국가 발전 정책, 방향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Duong Xuan Son, 2013: 26-34). 이 것은 1989 년 베트남
언론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법에 규정된 베트남 언론보도의 유형은 베트남어로 또는 베트남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인쇄신문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 영상
방송이다….중략 …언론보도의 의무와 권한은 정부의 법령과 공산당의
정책,

주장,

발전

방향을

선전하고

국민에게

보편화시키면서

…중략…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세계의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발전 강화 목표에 기여한다.
그 전에는 베트남 언론보도에 대한 법령 - No. 100 SL-LOO2 1957.05.20
적용하였음
13
베트남 언론보도에 대한 법령 – No. 29LCT/ HĐNN 8- 1989.12.28 원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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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정부가 언론보도의 발전 기획, 지원
정책, 기자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법령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정부 는 전국 언론보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직접

수행하고, 정부의 권한 분배에 따라 중앙 직속의 도성/시 위원회 또는 동급
기관들이 지방에서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관리 권한을 대신 하도록
한다” 14

1999 년 12 월 6 일에 개정된 베트남 언론법도 1989 년의 언론법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몇 가지 조항을 더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전에는 제 3 조항에 베트남의 언론보도 유형이 인쇄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방송,
영상 방송 3 가지가 있었다면 1999 년의 언론법에는 전자신문을 추가하였다.
특히 기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련 항목에는 많은 내용을 더 추가하였다.
1989 년 언론법에 기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내용이 4 개였는데, 1999 년
언론법에는 10 개로 늘렸다. 그 중에 베트남 기자의 핵심적인 의무는 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맞춰서 국내와 세계의 사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며,
국민의 마땅한 의견, 요구, 소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발언권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말에 여러 정보 중에 어떤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있더라도 현재 나라와 인민의 이익에 어울리지 않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기자의 의무는
공산당의 국가 발전 방향, 주장, 정책과 국가 법을 수호하는 데에 기여하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행위를 비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의무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신문기자가 베트남 국민으로서 베트남 정당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 외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관리에 관한 내용은
옛 언론법의 기존 조항에 몇 가지 더 추가하였는데, 대표로 정부가 언론보도에
베트남 국회의 언론법 – No. 29LCT/ HĐNN 8- 1989.12.28; 1 장 제 3 조, 3 장 제 6-2 & 5 조,
5 장 내용 참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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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4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1) 언론보도의 정보 관리, 2) 언론보도에 과학기술
응용 활동 감시, 3) 언론보도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 해외에서 언론보도 활동,
또는 베트남 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언론보도 활동 감시, 4) 언론보도의 원본 저장
활동 (Copyright deposit)과 저장 창고 관리이다.

15

2000 년대 들어서서 디지털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언론보도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배경에서 베트남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언론법을
마련하려고 2016 년 04 월 05 일에 언론법을 또 새로 발표하였다. 이번
언론법에는 각 조항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지만, 도발적으로 새로
개정하거나 추가된 점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특히 언론보도의 의무와 역할,
기자의 책임과 권한,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관리와 공산당의 지도 등 관련
항목은 1999 년 기존 언론법과 똑같았다16.
다시 정리하자면, 베트남 언론보도는 1976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많이
발전해 왔다. 전쟁 직후에 남.북 베트남 전국에 언론보도 시스템을 일치시켰고,
도이머이 (혁신) 시대에는 배급과 원조의 언론보도 체제를 시장경제의 언론보도
체제로 개혁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수록 베트남 언론보도 유형, 회사와 기관,
기자 등 여러 면에서 많아지고 신문내용도 다양해지며 좋아졌다. 2000 년대에
들어선 후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신문을 비롯한
전자잡지, 디지털 미디어 등 신문 유형이 또 무척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베트남 언론법도 몇 번 개정되어 변해왔다. 통일 직후 시기에는 1957 년의
언론법을 계속 적용하다가 1989 년에 처음으로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언론법이 발표되었다. 그후에 2 번 더 수정과 보완되었는데 그것은 1999 년과
2016 년도였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언론법에는 신문사와 기자들이 공산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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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과 정부 관리 밑에서 활동하고, 언론보도가 사회에서 정부 및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주장, 정책을 전파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언론보도는 국민의 의견표현과
발언권을 반영함으로써 정부, 공산당과 국민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도 한다.
과거청산이 곧 기억을 재구성하게 하고, 기억 재구성이 곧 기록을
재기록하게 한다고 하였지만, 이론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기록물이 기록과정에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브의 주장, 간섭, 의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 언론보도는 베트남 기자들 (아키비스트)이 작성하여 보도하고,
베트남 언론회사와 기관들 (아카이브)이 발간하며 보관한다. 그렇지만, 그
아키브스트와 아카이브는 베트남 언론법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관리,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에서 벗어나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입장, 의도가 베트남 언론보도의 보도내용과 보도태도를 좌우한다고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베트남과 적 사이의 과거에 대한 언론보도도 역시
베트남 언론보도에 속한 일부이므로 이러한 틀에 의하여 기록될 것이다. 즉,
국가 기록의 한 종류인 베트남과 적 사이의 과거에 대한 언론보도는 과거청산
형식, 베트남 사회 배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여기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입장은 적과의
과거를 밝히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느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따라 적과의 과거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다음 <표 3>에서 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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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거청산 형식별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 입장에 따른 기록 특징

1

‘적’과의 과거청산
형식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입장

‘적’과의 과거 회피
또는 억압

1.1

(**피해자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사법적인 조치
및
사과와 배상
2

소극적으로 과거
회피 또는 억압
적극적으로 과거
회피 또는 억압

2.1
소극적으로
과거를 밝히기

또는

2.2

피해자가 과거청산
요청 2 가지 경우)

적극적으로
과거를 밝히기

3.1

3

(**정부, 사회단체,
연구회, 개인들의
노력)

과거의 일부만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것

1.2

(** 적 (가해자)이
자발적으로
과거청산 진행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특징

소극적으로
과거를 밝히기

3.2
적극적으로
과거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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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아예 없는 것
피해자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실을 제한적으로
기록하면서,
과거청산 과정에 본국 사회와
적국 사회의 노력, 행동에 따라
기록에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
피해자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과거청산 과정에 본국 사회와
적국 사회의 노력, 행동을
주동적으로 반영하는 것
비판한
태도로
‘적’과의
과거사실을 제한적으로 밝히고
기록하는 동시에,
‘적’을 향하는 화해, 사면을
지향하는 기록태도도 뚜렷하지
않는 것
비판한
태도로
‘적’과의
과거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기록하는 동시에,
‘적’을 향하는 화해, 사면을
지향하는 기록태도가 잘 보이는
것

제 3 절 분석틀
분석틀은 본 논문에 본론으로 여겨지는 제 3, 4, 5 장 내용을 분석할 틀이다.
이 부분에서 제 3, 4, 5 장에서 1976 - 2018. 06 월 42 년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연구 시기를 어떻게 나눠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며 어떤 예상 연구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시기는 언론보도의 양과 특징에 의하면서 베트남 사회,
정치상황과 한-베 외교관계 진전 단계를 근거로 하여 나누기로 하었다.
구체적으로 3 개 연구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시기는 1976-1991 년인데,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975 년) 직후와 한-베 수교관계 수립 (1992 년)
직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된다.

둘째 시기는 양국 수교과계를 맺은

1992 년부터 그 기본적 수교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직전인 2008 년까지이다. 둘째 시기에는 양적으로 볼 때 보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전 시기와 달리 1992, 1993 년에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보도태도와 특징이 뚜렷하였다. 셋째 시기는 양국관계
격상이 선포된 2009 년부터 현재 시점인 2018. 06 월까지이다. 마지막 시기와
둘째 시기를 구분할 기준은 어찌보면 주로 양국 관계의 상황에 맞춰 나눈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2008 년부터 베트남이 저개발국가
그룹에서 벗어나 정식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됨으로써 위상이 높아졌다. 즉,
베트남의 사회 배경이라는 요소도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언론보도의 내용과 보도태도에 전환점이 보였기 때문이다. 2014 년 이후에야
보도의 양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고 2009 년과 2010 년에 2, 3 개 보도가 나왔을
뿐이었으나, 그래도 이전의 시기와 대조할 때 보도내용의 성격에 있어 차이가
확실히 보여진다. 그리고, 시간을 볼 때 첫 시기와 둘째 시기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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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년과 16 년간이고 셋째 시기는 9 년간이다. 연구 시기의 시간까지 일부러
짜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첫 시기와 둘째 시기의 연구 시간이 거의
비슷하므로 연구시기를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면 결과에 타당성이 더 높을
것이다.
정통적인 언론보도가 나라의 여러 기록 형태 중에 하나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구방법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필자가 19761991 년, 1992-2008 년 기간에는 베트남의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및 인민
(Nhan dan) 2 개 신문, 2009-2018.06 월 기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 2 개 신문의
온라인 버전과 vnexpress 및 신뉴스 (Bao moi)

2 개 온라인 신문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한다. 조사 범위는 그 신문들의 많은 보도 중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모든 보도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기간별로 보도 현황, 특징을
밝힐 것이다.
다음에 1975 년 이후 베트남 언론보도의 제도적 조건 등과 같은 기존 지식
및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시기별 현황과 특징에 대한 예측 결과를 미리 제시해 볼
것인데, 이론에 따르면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특징은 사회의 배경과 과거청산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군의 베트남
언론보도의 현황과 특징을, 즉 How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나, 그래도 ‘왜
그런 현황과 특징이 있는지’를 추즉할 수 있는 정보도 어느정도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각 연구 시기에 1)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사회 배경, 3) 한-베 관계와 양국의 과거청산 3 가지
항목을 다룰 것이다. 종합적으로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1976-1991 년 기간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많이 나타나며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되는 것으로 예측한다. 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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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90 년대 초반까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경쟁하는 냉전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북한의 형제국으로서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에 대하여
보도할 때 적 대 적 태도로 보도하면서 과거사건을 많이 언급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이 모든 측면에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미국을 향하여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을 것이다. 미국의
침략을 언급하고 배상, 사과를 요청할 때 미국의 동맹국의 참전에 대하여
간접적이라도 상기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1992 년전에는 한-베 사이에
수교관계가 아직 맺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베트남은 양국 수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과거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 과거사실이란 것은 베트남 사회 입장에서 보고 있는 과거사실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 측이 베트남과의 과거를 아무 청산 작업도
하지 않은 이유로 베트남 측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배상, 사과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 경우는 언론보도에 한국을 향하는 베트남의 요청, 과거청산 노력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간락하게 말해, 이 시기의 가설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표 3>에서 보여 주는 두번째 2.2 의 경우가 밝힌
기록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92 – 2008 년 기간에는 1976-1991 년 기간에 비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줄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가설한다.
보도내용도 직접적이기보다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보도태도에도 비판함이
완화되었으리라 예측한다. 이러한 보도 현황과 특징은 1) 90 년대 이후에
냉전체제 해체, 2) 베트남 사회에서 도이머이 (혁신) 정책의 본격적인 실행과
계승, 3) 1992 년에 한-베 수교관계 수립과 2001 년에 포괄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3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모든
국가들이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로 인한 적 대 적 감정을 완화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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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에 반영된다. 베트남은 86 년대부터 도이머이 정책을
선포하였지만 90 년대 들어가서야 성과를 보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경제발전이
우선순위이며, 모든 국가와 화해하고 친구가 되자는 것은 대외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였다. 이러한 해외와 국내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적국이었던 모든
나라와의 나쁜 과거를 회피하고 보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베 수교 이후 양국의 협력이 광범한 범위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음으로 이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쁜 과거를 많이
상기시키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90 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과의
과거를 청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로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것이다.
2009-2018 년 시기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언론보도 양이
줄지도 늘지도 않겠으나, 보도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90 년대 말과
2000 년대 초반의 과거청산 성과에 이어서, 이 시기에는 베트남 사회에서
과거사건에 살아남은 피해자의 과거청산 움직임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
측의 과거청산 작업 측면으로 볼 때도 한국 민간단체, 개인들이 베트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사실 규명 및
사과운동까지

끊임없어

해왔다.

그러므로

1992-2008

기간에는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 측의 과거청산 작업을 수동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기만
하였다면, 이 시기에는 보도내용에 과거사실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정도까지
보다 더 자세히 전달되는 것 같다.
위 분석틀과 예측 결과에 의하여 다음 3, 4, 5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예측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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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976 - 1991 년: 침묵 시기
제 1 절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현황 및 특징
1976-1991 년 기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6.01.01-1991.12.30 일까지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과 인민 (Nhan Dan) 2 개 일간신문에 실린 ‘남한’, ‘남조선’,
‘한국’이란 단어가 나타난 모든 보도를 모아 보았다. 아래 <표 4>와 <표 5>와
같이 보도 내용을 1) 한국의 정치.외교.군사, 2) 경제, 3) 문화.사회.교육.스포츠,
4)한-베 교류, 5)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 6)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총 6 개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통계해 보았다.
<표 4>. 1976-1991 년에 군대인민 신문에 실린 한국에 대한 보도 건수
분야별
보도
(인민)
1.
정치.외교.
군사
2.
경제
3.
문화.사회.
교육.
스포츠
4.
한-베 교류
5.
한국의
지원
6.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총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총

8

15

21

2

3

3

2

11

3

6

5

9

13

8

11

7

127

0

0

0

0

0

0

0

0

0

1

0

0

2

1

1

2

7

1

6

3

1

6

1

0

1

4

5

9

15

10

5

1

1

6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21

24

3

9

4

2

12

7

12

14

24

25

14

13

11 204

40

<표 5>. 1976-1991 년에 인민신문에 실린 한국에 대한 보도 건수
분야별
보도
(군대인민)
1.
정치.외교.
군사
2.
경제
3.
문화.사회.
교육.
스포츠
4.
한-베 교류
5.
한국의
지원
6.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총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총

28

27

22

8

2

3

2

11

7

5

14

13

19

13

13

9

196

0

0

1

0

0

0

0

0

1

0

0

0

4

4

0

2

12

0

7

4

2

8

1

1

0

8

14

23

32

29

11

1

5

14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28

34

27

11

10

4

3

11

16

19

37

45

52

28

14

17

356

조사 결과는 군대인민 신문에 한국에 대한 보도가 총 356 개 있었고
인민신문에 한국과 관련 보도 건수가 총 204 개 나타났다. 두 신문의 보도 건수는
다르지만 보도 경향이 거의 똑같았다. 두 신문의 통계 결과가 한국의
정치.외교.군사에 관한 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신문의 총 356 개 보도 중에 정치.외교.군사에 관한
보도가

196 개로 55%를, 인민 (Nhan dan) 신문의 총 204 개 보도 중에

정치.외교.군사에 대한 보도가 127 개로 62.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군대인민신문이든 인민신문사든 한국 정치.외교.군사에 대한 보도는
1979 년전에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도되었다가 1979-1986 년 이 기간에 보도
양이 많이 줄었던 점이다. 그리고 나서 1986 년 이후부터 이에 대한 보도 양이 또
다시 늘었다. 다음 부분에서 살펴 볼 것인데, 미리 설명하자면 1979-1986 년은
베트남 사회에 있어서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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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라, 특히 직접적인 상관이나 영향이 없는 나라보다 국내 사회에 관한
문제 또는 당시 중국, 캄보디아나 미국과 같은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나라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 후에 깊은
상관성이 없는 한국의 정치.외교.군사에 대한 보도가 자연스럽게 줄었던 것이다.
보도 내용과 보도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공통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외교.군사에 대한 보도 내용은 주로 한반도 분단에
관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비판하고 미-한 공동군사훈련 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반대하면서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분단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정책을 응원하고
분단 원인과 책임이 미국, 한국에 있다 주장하였다. 그리고 80 년대 시점에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1979 년이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적 대 적의 관계로 변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과 외교관계에 대하여 물론 좋게 평가할 리가 없다 미리 예측한다. 그리고
이때는 베트남에서 한국이 한국이라 부르지 않았고 남조선 혹은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칭하였으며, 박정희 정권부터 노태우정권까지 흔히 독재정권,
괴뢰정권, 친미정권이나 친미놈들 등으로 낮게 규정하고 보았다. 이러한 것이
보도 서술 내용에 다 반영되었다. 몇 개 보도를 예로 들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

(베트남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국통일을 위한

미국제국에 대한 저항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_ “28 년 전에 미국제국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힘센 군대를 조직하고 최고 현대 무기로 무장하여
참혹하게 전쟁을 일으켰다…중략…오늘날 침략 음모를 계속 진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미국이

남조선

군대를

현대화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군사거점을 많이 세우고 군사무기,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남조선

괴뢰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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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중략…미국의

호전적인

정책과

함께

남조선

괴뢰놈들이

독재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사회민주화에 대한
권리와 요구를 미친듯이 억압하고 있다…중략…미국제국이 조선의 분단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그놈들이 조선을 장기적으로 분단시키는
음모를 끝까지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김일성 주석이
지난 5 월 7 일에 발표한 “미국이 조선문제를 평화스럽게 해결하려면
남조선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고 무장력 강화 행동을 그만해야 한다’는
내용를 통하여 보여준 조선의 올바른 입장을 강력히 응원한다” – 인민
(Nhan Dan) 신문, 1978.06.24

[

2)

박정희 정부 괴뢰놈들이 (미국과) 공동군사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비난하고 배격한다]_ “지속적인 공동군사 훈련 후에도

불구하고 6 월 16 일에 호전적인 남조선놈들이 또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번
군사훈련은 <공산주의 파멸을 위한 특별 전쟁 연습> 이란 이름으로 괴뢰
군대 수립 이후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다. ..중략…6 월 20 일에
조선의 조국통일 평화위원회 서기장이 지적하였듯이 “이번 큰 규모의
<특별전쟁 연습> 군사훈련 목적이 남조선 괴뢰놈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야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공격 전쟁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달러를 더 요청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신문, 1978.06.20

3)

[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_ “조선 (북한)과

아시아 나라들이 반대하고 평화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 준비 과정을 거쳐서 3 월 12 일에 미국과 남조선이 매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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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공동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중략… 이 활동은 조선반도에
긴장을 가져 왔으며 남-북 조선의 조국통일 과정에 장애 요소가
되었다….중략…베트남 정부와 국민은 늘 그렇듯이 조선 인민들의 조국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한다…” - 인민 (Nhan Dan) 신문,
1991.03.29

4)

[

중국이 이스라엘과 군사협력을 비밀스럽게 하고 남조선과

관계를 몰래 맺었다]_ “….중략…중국이 남조선과 무역 협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분야에도 관계를 확대시켰다….중략…그리고
실제 중국은 소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대항하려는 미국, 일본과 남조선의 군사연맹 수립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중략 …이는 미국과 서양 나라들이 여러 면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기를 동의하는 대가이다. 더구나, 중국도 역시 통일되어 강해진
조선반도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무역, 경제 분야에서 서울과
협력하면서도 조선반도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중략…”
–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신문, 1985.02.07

이외에 1976-1991 년에 인민 신문에 실린 한국 정치.외교.군사에 관한
보도의 제목을 통해서만이라도 이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어떤 내용을
보도하는지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데, < 미군이 남조선에서 주둔하는
것이 조선 통일에

주된 걸림돌이 된다> (1976.02.13), <남조선이 미국의

신식민지이자 군사 거점이다> (1977.07.27), <미국이 남조선에서 군인을 당장
철수하라

요청한다>

(1978.07.10),

<남조선에서

친미정권의

진압활동>

(1980.06.09), <미국이 서울의 파시즘 정권과 협력을 강화시킨다> (1981.02.10), <
(베트남이) 조선의 남-북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1982.06.25),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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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그리고 홍콩> (1983.11.15), <동북아에서 귀신 동맹> (1984.09.06),
<전두환의 부정 선거 놀이> (1985.02.18), <남조선: 민주 세력들이 정권 지도자에
대한 저항 운동을 강화시킨다> (1986.12.05), <동북아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 미국과 남조선의 공동군사 훈련> (1987.02.21), <남조선에서 본 적이
없는 실패의 선거> (1988.04.29), <조선이 남조선과 모든 협상을 중단시켰다>
(1989.04.19), <남조선: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큰 핵심 거점이다> (1990.08.17),
<중국와 남조선이 일본의 해외 군 파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1991.09.26)
정치.외교.군사 보도 뒤에 이어, 둘째로 많이 보도된 내용은 한국의
문화.사회.교육과 스포츠에 대한 분야 보도였는데, 군대인민 신문에는 총 146 개
(41%) 보도가 있었고 인민 신문에는 69 개 (33.8%) 보도가 나타났다. 이 분야에
관한 보도의 내용은 주로 불안정한 정치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 80 년대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시위, 민주화운동,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때로는 한국에서 벌어진 자연재해를 언급한 보도도 있었고, 80 년대
말에 스포츠에 대한 보도도 몇 개 나타났다. 이 시기에 한국의 문화.사회,교육과
스포츠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베트남 전당대회에 제기된 베트남 공산당
정책에 철저히 따랐다. 모든 국가와 관계정상화하고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지만,
만약 베트남과 세계 사회주의 업적에 영향을 끼치거나 베트남 노동자를 포함한
세계 노동자, 사회민주화를 억압하는 행동이 있으면 투쟁해야 한다는 정책
말이다. 베트남 언론보도는 한국 정권의 독재와 노동자의 시위,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잘 보도하는 것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 배경” 서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한국의 경제에 대한 보도는 이 시기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제 보도는 인문신문에 7 개, 군대인민 신문에 12 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제
보도 내용은 주로 1988 년 이후에 실렸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6~1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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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관계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1988 년에 정식적이지 않으나마 한국정부가
일부의 한국기업, 개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기 시작한
것과 상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일부이지만 한국기업, 개인이 베트남 시장에
들어갔고 베트남도 역시 경제발전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로부터 한국 경제에 관한 내용이 차츰 보도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조선: (경제발전) 기적이냐 재앙이냐?> (군대인민,
1988.04.16),

<남조선과 대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인민, 1988.05.21),

<남조선의 성장 ‘기적’ 뒤에> (군대인민, 1988.10.23), <남조선에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하여> (인민, 1990.07.28), <남조선 전자산업: 우세와 시련> (인민,
1991.12.21) 등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한-베 수교관계가
정식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던 이유로 한-베 교류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반영한 보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 현황과 특징이다. 위에서 한국의 정치.군사.외교, 문화.사회.교육
등에 대한 보도 현황과 특징을 길게 분석한 이유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언론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처음에 세워본 예측결과와
달리, 놀랍고 신기한 점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는 전혀 안
보인다는 뜻이다. 즉, 한국의 정치.군사.외교를 적대적 감정과 태도로,
문화.사회를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인민신문에는 이에
관한 보도가 단 한번도 실리지 않았고, 군대인민신문에는 유일하게 딱 한번만
살짝 언급한 보도가 있었다. 1976-1991 년에 인민신문과 군대인민신문에 실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련된 유일한 보도의 제목은 <1961-1971 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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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에 미군, 괴뢰정권군, 미국의 위성국 군의 수>이었다. 제목 그대로 이
보도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베트남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미국,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남베트남 사이공 정권 군인의
수량을 아주 짧게 서술하였다. 심지어 당시 베트남 사회에서 부른 미국의 위성국,
즉 미국의 영향과 요청을 받아 제 3 자로서 참전한 국가의 군인을 서술할 때도
한국 (남조선)이 아닌 태국에 중점을 두었다.
“ 미국군, 괴뢰정권군, 미국의 위성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았을 때에 합쳐 보면 총 1.692.200 명이었다 (1969)
미국군은

3.200

명

(1961)이었는데

가장

한창

늘었을

때는

536.100 명(1968)으로 많아졌다.
괴뢰정권 군인은 260.000 명 (1961)밖에 안 되었다가 가장 많았던
시점은 1.200.000 (1970-1971)명으로 늘었다.
미국의 위성국 군인은 20.000 명(1965)이었다가 최고 많은 수였을 때
69.000 명까지 늘었다. 그 중에 태국군이 192 명 (1966.12)에서 11.070 명
(1971.07)으로 많아져서, 남조선 (48.500 명, 1971. 07) 바로 뒤를 이러
두번째로 참전군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 군대인민, 1979.12.17

<그림 3>. [1961-1971 년에
베트남 침략전쟁에 미군, 괴뢰정권군, 미국의 위성국 군의 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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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필자가 그렇다면 당시 또 다른 참전국에 대한 보도도 없었는가,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보도만 언급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다른 참전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인민 (Nhan dan) 신문 보도를 추가로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만 없는 것이 아니라 태국이나
필리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국가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보도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군의 참전에 대한 보도도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1976-1991 년 기간에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대외정책,
외교관계, 세계 정세 등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미국에 대한 보도가 많았지만,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미국을 언급한 보도가 많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혹 베트남전쟁에 관하여 미국을 언급한 보도이더라도 그 보도
내용들을 볼 때 주로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글이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군의 양민학살, 귀국 후에 미군의 후유증, 베트남 전쟁 상처를
달래기 위한 미군의 노력,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죄악, 미국이 베트남 양민에게
비극을 야기한 죄에 대한 책임, 인도적 요청 등과 같은 그런 내용뿐이었고
정치적인 문제, 사과나 배상 요청에 관한 보도가 없었다. 조사한 결과로
인민신문에 실린 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 제목은 대개 다음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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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80-1991 인민신문에
미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 (학살, 재향군인 등에 관하여)
No

날짜

기사 제목

1

1980.10.28

베트남전 참전 미국 2000 명이 고엽제 피해 고소

2

1982.06.06

베트남전 참전 미국 단체가 하노이를 방문한다

3

1983.06.07

베트남 전쟁터에서 사망 미군보다 미국에 돌아가 자살한 미군이 더
많다

4

1984.08.27

베트남전 참전 미군의 고엽제 피해에 대한 고발이 6 년 동안
길어졌고 끝이 안 난다

5

1985.05.29

베트남 전쟁터에서 조국으로 돌아간 미군 5000 명이 자살하였다

6

1987.08.10

베트남 침략 전쟁에 고엽제와 미군

7

1989.08.09

미국에서 베트남전에 고엽제로 인해 피해받은 군인에 대한 지원법
통과

8

1989.09.14

미국에서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 노병이 국회빌딩
앞에서 단식한다

9

1990.02.18

미국 노병의 베트남 방문 소감

10

1991.02.03

미국 노병: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다음 제 2, 3 절에서 1976-1991 년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왜 위현황과 특징을 지녔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 배경과 한-베트남의 관계 및 과거청산 활동을 살펴 보겠다.

제 2 절 베트남 사회 배경: 전쟁과 분단 이후 후유증 극복 및
고립 상태 완화의 노력
1975 년 4 월 30 일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이는 치열한
베트남전쟁에 미국을 이기고 분단 남-북을 통일시킨 결과였다. 그때부터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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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권이 통일 전국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서둘러 도입하여 공고히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수많은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긴 전쟁으로 인해 국민경제와 생산수단, 생활시설이 바닥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인구가 많았는데,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분포도 엉망이 된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남-북 분단 30 년 동안 이데올로기의
차이점도 있었고, 국민들 서로의 마음에 상처도 깊었으므로 민족화합을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통합시키는 것이 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베트남은 원래 작으며
힘이 연약한 나라라서 경제발전과 국방, 안보 안정을 유지하려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다룰 전략을 세우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로 베트남 신정권이 1976 년 12 월 14~20 일에
공산당 전당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1976-1980 년 기간에 베트남 발전 전략을 세웠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경제와 문화 발전이었다. 전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측면에서는 1976-1980 년 기간에 기본적이면서도 급한 목표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를 보장해 주는 것과 사회주의적 기술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단 농-임-어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전국의 식량,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소비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중공업 관련 시스템을 보강하며 특히
기계공학, 교통, 건축, 과학기술 개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베트남에서 사회주의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북베트남에서 사회주의적
생산활동을 활발히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주변국가와 세계에서의 다른 나라에
대하여, 즉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며 경제,
문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국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 도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또는 세계의 모든 민족과 함께 민족독립,
평화,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데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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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한다.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형제국의 특별한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서로의 독립과 주권 존중 및 공동의익을
위한 평등협력”이란 윈칙으로 모든 나라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17.
베트남은 이 시기에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비능율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불규칙적이며 자연 재해가 잦은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경제
현황을 개선하는 데에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심지어 생산율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더구나, 민족화합 기대와 달리 사회주의 보조와 배급 제도, 재산 집산화,
남베트남에서 토지 재배분 정책 등이 사회 속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실패는 파국적인 집단 탈출까지 유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외 추산에 의하면, 베트남 남부에서는 1978 년 3 월에서 12 월
사이에 88,736 명이 망명길에 올랐고, 북부에서는 16 만 명이 육로로 중국에
망명하였다”. 식량부족과 인구 과잉에서 국민의 탈출은 어찌보면 그리 나쁜
것도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정치적 또는 외교적으로는 심각한 재앙이었다.
세계 나라들이 베트남을 비난하며 각종 압력단체들을 조직하였다. 특히,
“미국의 병기에 영웅적으로 투쟁해서 획득한 세계적인 명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Phipippe Langlet, Quach Thanh Tam, 윤대영 옮김, 2017: 68-72;
김선한, 2007: 95-96).
대내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다. 제 4 차 전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에
따르면, 베트남이 소련 및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1976.12.14-20 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4 차 베트남 전당대회 보고서 참조
http://dangcongsan.vn/tu-lieu-van-kien/tu-lieu-ve-dang/dai-hoi-dang/lan-thu-i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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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나라와 관계정상화하고 수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나라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77-1979 년 짧은 2 년에 베트남이 가장 소중한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는 향후
베트남 대외에 있어서 정말로 큰 재앙을 낳았다. 구체적으로 1977 년 5 월부터
중국이 베트남의 영해권 선포 후에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와 중에
캄보디아 크메르주의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1978 년에
베트남은 국군을 보내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를 공격하였다 (윤대영 옮김, 2017:
72). 이에 “중국은 1978 년 8 월 이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경제 기술원조를
중단하고 현지에 있던 중국기술자 전원을 본국으로 소환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크메르주의를 공격하는 베트남을 보복하려
1979 년 2 월 17 일에 국경선을 넘어 양국간에 국경 전쟁이 벌어졌다 (김기태,
2002: 36-41). 라오스나 태국과 같은 주변국가들은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간섭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나 비난하였고 캄보디아에서 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관계는 베트남전 후에 역시 적대적 분위기가 심하게 남아
있었다. 미국의 동맹인 일본도 “1979 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자유우방국가들의 베트남제제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였다” (김기태, 2002: 36-41, 346-350).
1976-1980 년 제 4 차 전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에 의한 나라 발전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는 제 5 차 전당대회에서도
뚜렷하게 지적받았다.

“경제 측면에서 1976-1980 년 기간에 불균형의

국민경제를 개선시키지 못하였고, 생산능력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에 비하여
하도 느린 나머지 국민생활에 필요한 식량,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사회주의적 사상,
문화, 교육, 법적, 원칙 등은 너무나 느슨하였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공상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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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관리부가 국가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실수와 잘못을 일부
하였기 때문이다 ” 18.
제 4 차 전당대회에 이어서 전 시기에 실패 원인과 80 년대 시기에
발전전략을 찾으려는 목표로 1983 년 03 월에 제 5 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초라한 상태를 개선하고 벗어나기는커녕 80 년대
초반에 베트남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1982 - 1985 년 기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베트남에서 1) 주요한 생산목표가 충분히 달성된 것이 없었고, 2)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3) 악성 인플레이션과 함께
배급제도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따라서, 4)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자연스럽게 상실되었고 지하경제가 몰래 생겨 확산되었다. 그리고 5)
사회질서가 점차 무너지고 부패와 불법적 기업경영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김만학, 1996: 16). 국제관계에서 적국 세력의 음모로 인하여 베트남이 통상
금지와 외교에 대한 고립 상태에 깊이 빠져 있었다. 도움을 많이 주던 유일한
지원국인 소련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예전처럼 베트남을 신경써 줄 수가 없었다
(Nhu Chanh Phi, 2005: 9).
대내적으로건 대외적으로건 간에 어려움과 시련을 어느 때보다 많이
직면하고 있는 베트남 공산당이 현황을 진정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돌파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은 바로 1986 년 12 월에 제 6 차 전당대회
개최와 ‘도이머이’ 정책이었다. 제 6 차 전당대회와 ‘도이머이’ (혁신)
정책은 1986-1990 년 기간에 나라를 혁신하고 개발시킬 길을 빨리 찾기 위해서
1982 전당대회 이후부터 4 년만에 다시 열었다. 예전에 비하여 짧은 기간만에
전당대회를 다시 진행한 것은 베트남 상황이 너무나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1982.03.27-31 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5 차 베트남 전당대회 보고서 참조
http://dangcongsan.vn/tu-lieu-van-kien/tu-lieu-ve-dang/dai-hoi-dang/lan-th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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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경제에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 원리로 국민경제를 운영하도록 도전해 보는 것이다
(김선한, 2007: 95).

즉, 도이머이 정책은 그동안 하던 중앙통제적이며

확일적이고, 효율성을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 스스로를 지적한 결과로
1986 년부터 새로운 베트남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다른 나라들의 평가에도 베트남 사회에서도 베트남이 되살아난 진정한 시점은
1986 년 이후부터이며 도이머이 정책의 힘을 입었다고 한 입을 모아 인정한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사회 불균형과 불만 완화,
이데올로기 통합과 민족화해를 시킨 반면,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외교적 고립상태에 벗어나기로 결심하였다. 제 6 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의결문에 적힌 의무 규정 부분 7 번째 항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대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추진:

인도차이나 평화를

지킴으로써 동남아시아와 더 나아가 태평양,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무장 경쟁, 핵무기 발전 등과 같은 전쟁을 야기할
행동을 반대하면서 국가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 업적을 진전시켜야 한다.
캄보다아와 문제를 해결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 개 국가의 특별한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히 하도록 한다. 베트남 공산당과 나라의 대외적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소련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형제국과 우호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함을 통하여 사회주의
나라 블록의 영향과 힘을 발휘한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에 따라 국제 공산운동, 세계 노동자운동을
응원하고…중략…제국주의, 식민주의와 민족차별 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평화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에 모든 나라와 우후적 수교관계를
맺어 외교관계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독립과 주권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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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는 원칙으로 중국과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여 양국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 협상 자리를 언제든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9

미국과의 관계는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전쟁이 남긴 후유증과 모든
인도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며, 공동평화와
동남아시아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망설임없이 할 것이다
(Nhu Chanh Phi, 2004: 12).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976-1991 년 기간에는 베트남이 대내적, 대외적인
측면에서 모두다 어려운 사황을 겪고 있었다. 전쟁 이후에 국내에서 사회주의의
애매모호 관리방식, 불확실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바닥난 경제를 비롯한 사회
불만, 불안정과 무질서, 이데올로기 불일치 때문에 엉망이 된 국면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당시 베트남 공산당, 정부과 국민이 경제와 사회현황을 극복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최고 우선순위의 목표로 여겼다. 이를 위하여 현명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내적인 모든 요소를 동원해도 모자라 주변국가, 세계나라들의
응원과 원조까지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딱 이시점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재앙을 맞고 말았다. 미국과 관계는 물론이고 원래 정치체제
차이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부터 무엇을 바랄 것도 없으므로 주로 공산주의
형제국 블록에 기대하였으나, 70 년대말에 가장 전략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캄보디아의 우호관계를 잃었다. 나머지 유일한 구명국인 소련도 당시 형편이
점점 나빠져 베트남을 신경써 줄 틈도 차츰 없어졌다. 이때 와서야 누구의
도움이 아닌 자기 발로 고난을 넘어야 하므로 1986 년에 베트남 공산당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면서도 사회경제 요소를

19

1986.12.15~18 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6 차 베트남 전당대회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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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사회주의 나라와의 관계를 한결 더 돈독히 하면서도 체제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고자 도전하는 선택이었다.

제 3 절 한국과 베트남 관계: 단절한 시기
한국과 베트남의 왕래관계는 실제로 왕조시기부터 있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비하여 느슨한 관계라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인연을 깊이 맺었을 때는 1960 년대부터였다. 하지만 이는
인연보다 악연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쟁에 미국의
more flag 정책에 응하여 원조를 받으면서 1964 년에 베트남전쟁터로 한국군을
본격적으로 파병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함으로써 반공주의를
확고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근대화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한국군이

베트점전에 참전하면서 베트남에 체류한 기간이 1964-1973 년까지 8 년
6 개월이었다 (윤총로, 2013: 251).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서 안 되는 점은 이
악연으로 관계는 오늘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괴뢰정권인 남베트남 정권과의 관계였다.
베트남전쟁 종결 후 1973 년 1 월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참전군이 베트남 영토에서 철수하였다. 그 후에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자연히 단절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86 년에 베트남 정부가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하고 체제가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맺어서 경제협력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1988 년부터 한국정부가 정식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한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베트남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1989 년 양국에서 교역은 8700 만
달러 (수출 4500 만 달러, 수입 4200 달러)에서 1990 년에는 1 억 5000 만 달로 크게
성장되었다.” (김기태, 20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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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이 시기에 양쪽 민간활동이나 교류도 활발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베트남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도이머이 시기에 한국인
단체들이 아주 소수이지만 베트남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한 (1988), 남베트남 참전군인 전우회 (1989), 해외참전 대한군인 전우회 (1990)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러한 군인들의 단체는 조용히 운영되고, 어떤
구체적인 활동도 별로 없었다 (Ngo Xuan Binh, 2012: 137).

제 4 절 소결
1976-1991 년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침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베트남이
베트남전쟁에 승리국이므로 이 전쟁에 참전국가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착하지 않아서
참전국에 과거에 대한 요청 사항이 없었다는 이 주장이 맞다면, 베트남 사회에서
이 과거에 관하여 적이었던 참전국을 향하는 아무 조치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
조치와 행동이 없는 경우에 기록에 반영할 것이 없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필자도
그 주장에 동의하기는 하는데, 살펴본 위 내용에 의하여 또 나름대로 다른
설명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전쟁과 통일 후부터 1986 년까지 베트남 국내 사회에서는 남-북
베트남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중요한 과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시기에 신정권에 의한 베트남
대내활동이 실패로 비참하게 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도 재앙만 보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최고 강국인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아직
완화시키지 못하는 있는 데다가 사회주의 블록의 형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동남아시아에서 늘 형제국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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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던 캄보디아와 관계도 악화되었는데, 특히 베트남이 캄보디아 문제에
간섭한 이유로 동남아시아 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미국과 전쟁에서 이겨서 독립을 거둔 정의로운 명성도 점점 잊혀졌다.
더구나,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소련도 퇴락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베트남이 스스로를 개혁하여 살아남을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86 년에 도이머이 (혁신) 정책을 선포하였는데, 1986 년 제 6 차
전당대회는 1976 년과 1982 년에 공산당 전당대회 발표한 정책에 “사회화합과
경제발전 최고 우선”이라는 전략에다 “사회주의 나라의 도움을 잘 활용해야
하며, 사회주의를 보호하여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하되,
다른 체제여도 베트남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서로의 독립,
주권과 이익 존중 원칙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관계를 맺어 함께 협력해도
좋다”라는 전략으로 계승하였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국가 발전 방향,
정책이 그랬는데, 베트남 정부 관리와 공산당의 지도 하에서 정당과 정부의
방향을 국민에게 전파하면서 사회주의를 강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도구로서
베트남 언론보도도 이에 따라해야 했다.
즉, 대내적으로 민족화합에 의한 사회안정 재정립과 경제발전이란 최우선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와중에 대외적으로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고립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체제가 다른
국가라도 가능하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전략까지 나왔으며, 이
시기에 적과의 과거를 상기시킬 때가 결코 아니였다. 과거를 상기시킬 틈도 없고
의사도 없으며 과거청산 작업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시기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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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산활동이 안 보였다. 따라서 한 기록의 유형인 베트남 언론보도도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침묵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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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992 - 2008 년: 수교관계 수립 이후
수동적인 언론보도

제 1 절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현황 및 특징
1992-2008 년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언로보도를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에 한국 전체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림 4>가 보여주듯이 1976-1991 년 기간에 비하여
1992-2008 년 기간에 한국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건수가 확 증가하였다.
군대인민 신문의 보도 총 건수는 789 개로 1976-1991 년 기간의 총 356 개 보도와
비교할 때 2 배로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민 신문에 실린 한국에
관한 보도 건수는 총 757 개이므로 전의 기간에 총 204 개 보도보다 거의 4 배가
늘었다.
<그림 4> 1992 – 2008 년에 한국에 관한 군대인민 및 인민신문의 보도 건수
800
600
400
200

789 757
356 204

0
1976-1991

199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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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인민
인민

그리고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보도 건수의 구조도 약간 달라졌다. 19922008 년 이 시기에도 전 시기와 똑같이

<표 7>와 <표 8>에 한국의 1)

정치.외교.군사, 2) 경제, 3) 문화.사회.교육.스포츠, 4) 한-베 교류, 5)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과 6)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총 6 개 항목으로 자세히
나누어 조사하고 통계를 해 보았다.

<표 7>. 1992-2008 년에 한국에 대한 군대인민신문의 보도 건수
분야별 보도
(군대인민

총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14

4

4

7

16

17

21

6

26

25

28

17

10

15

10

15

17 252

6

4

0

1

3

6

15

2

0

2

1

2

2

5

6

4

6

65

2

0

1

2

3

8

14

7

2

7

2

4

8

6

8

13

11

98

2

18

13

9

19

13

11

7

14

22

22

19

23

16

17

28

26 279

0

3

0

2

6

4

5

2

6

11

9

8

6

4

9

9

2

86

0

1

1

0

0

0

0

0

1

1

0

1

0

0

1

3

0

9

24

30

19

21

47

48

66

24

46

68

62

53

50

46

51

72

62 789

신문사)
1.
정치.외교.
군사
2.
경제
3.
문화.사회.
교육.
스포츠
4.
한-베 교류
5.
한국의 지원
6.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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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92-2008 년에 한국에 관한 인민신문의 보도 건수
분야별 보도
(인민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총

6

5

7

13

18

20

9

9

28

16

26

43

12

9

31

25

24

301

3

1

1

3

1

9

8

12

6

6

6

0

1

6

1

4

3

71

5

0

0

3

9

12

9

4

7

3

16

7

4

2

3

5

8

97

5

16

18

23

17

10

16

8

12

23

29

19

26

22

18

21

7

290

0

5

1

1

3

0

2

0

0

0

2

0

0

2

1

1

0

18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2

19

27

27

43

48

51

44

33

54

49

79

69

43

41

54

56

42

757

신문사)
1.
정치.외교.
군사
2.
경제
3.
문화.사회.
교육.
스포츠
4.
한-베 교류
5.
한국의
지원
6.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총

결과는 군대인민 신문과 인민 신문에 모두다 한국의 정치.외교.군사와 한베 교류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이 실렸다. 그 다음 순서는 한국의
사회.문화.교육.스포츠와 한국의 경제 두 개 항목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외교.군사’나 한국의 ‘사회.문화.교육.스포츠’ 항목에는 비슷한 분야이어서
정치, 외교, 군사를 따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보도를 묶어서 통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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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다르게, 한국의 경제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통계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인민 신문와 인민 신문에 경제에 대한 보도가 각각 65 개와 71 개
보도가 나와서 경제에 대한 보도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평가할 수 있다. 각
항목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치.외교.군사에 관한
보도에는 여전히 한반도 분단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이어서 한국의
외교관계인데 이 시기에는 한-미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기보다는 한-중, 한일, 한- 다른 나라의 관계를 다양하게 보도하였고

한국의 정치로 선거문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은 보도 태도도
전과 다르게 많이 변하였다. 더 객관적이고 평가나 비판을 최대한 줄여서
보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교 이후 보도에 더 이상 남조선이라 서술하지
않고 한국으로 서술하고 한국정부를 괴뢰정권, 친미정권 등으로 부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문제는 전에 무조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편이 되겠다는 의사를 보도에 잘 반영하였다면 1992-2008 년 기간에 북한이든
한국이든 어느 쪽의 편도 아닌 제 3 자로서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하는 식으로
보도하기만 하였다.

한국의 사회.문화.교육.스포츠에 관한 보도는 전에

한국에서 반미 운동과,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자 운동, 불안정한 한국사회 등을
연결시키고 주로 한국 정권을 비판하려는 보도가 많았다면, 이 시기에는 한국
내에 벌어지는 사회, 교육, 스포츠를 비판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특히 베트남 사회가 한국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한국의 추석
명절, 한국의 교육열과 같은 한국 문화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보도가 많아졌다.
1992-2008 년 기간에 한국에 대한 군대인민 및 인민 신문의 보도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도 역시 달라진 점이 있었다. <표 7>와 <표 8>를 보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다른 항목의 보도 건수에 비하면 무척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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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대인민 신문에 9 개 보도가 있었고 인민
신문사에는 2 개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6-1991 년 기간에 군대인민 신문에
간접적으로 언급한 보도가 1 개밖에 없어서 2 개 신문사의 보도를 합쳐도 거의
0 이라는 상태에 비교하면, 1992-2008 년 기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늘었다

생각해도

불합리적이지는

않다.

군대인민신문과

인민신문에 실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 날짜와 제목은 아래
<표 9>와 <표 10>과 같다.

<표 9>. 1992-2008 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군대인민신문의
보도
날짜

베트남어 제목
Hàn Quốc: 12 cựu binh tại Việt

1993.01.18

Nam là nạn nhân của chất độc
màu da cam
Việt Nam khép lại quá khứ, nhìn

1994.05.18

về tương lai trong quan hệ với

한국어 제목
한국: 베트남전 참전 한국
재향군인 12 명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이다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베트남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로 한다

Hàn Quốc
Người phát ngôn của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2000.04.23

Hợp tác của các nước liên quan
để giải quyết hậu quả chiến tranh
ở Việt Nam là hợp đạo lý và giúp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베트남전쟁에
이해관계국들이 이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도리에
맞으며 (그들이 한 과거에 대한)
열등감을 줄이기 위한 일이다

xóa đi mặc cảm
Các tổ chức quần chúng Hàn
2001.05.03

Quốc đòi điều tra những vụ tàn
sát dân thường Việt Nam trước
đây

2003.12.28

한국 민간단체들이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Tản mạn chuyến tham Hàn Quốc

한국을 방문하면서 든 생각

(Nổi day dứt chiến tranh Việt

(‘한국인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자책감’
단락)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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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ựu binh Hàn Quốc bị nhiễm
2006.09.20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고엽제를 앓는
한국 재향군인이 공익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chất độc da cam/ đi-ô-xin (trong
chiến tranh Việt Nam) tiếp tục
đòi công lý

phòng đại diện tại Hà Nội

고엽제로 패해입은 한국 재향군인
전우회가 하노이에서 지사 사무국을
열었다

Hãy vì nỗi đau chất độc da cam

고엽제로 인한 아픔을 위하여

Việt Nam – Hàn Quốc hợp tác

베트남-한국이 고엽제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협력한다

Hội cựu chiến binh thương tật do
2007.03.10

2007.03.23

2007.04.12

chất da cam Hàn Quốc mở văn

xoa dịu nổi đau da cam.

<표 10>. 1992-2008 년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인민 신문의 보도
날짜

2000.12.24

2001.05.03

베트남어 제목

한국어 제목

Hàn Quốc phát hành đĩa hát “Việt

한국이 “ 용서해 주세요, 베트남” 음반을

Nam hãy tha thứ cho chúng tôi”

출판하였다

Dư luận Hàn Quốc đòi điều tra

한국 여론이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những vụ tàn sát dân thường Việt

학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한국정부에)

Nam trước đây

요청한다

<표 9>, <표 10>에 적혀 있는 보도 날짜를 보면 군대인민 신문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보도가 1993, 1994 년에 2 개가 나타났다가 그 후에 하나도 없었고,
2000 년대에 들어와서 또 갑자기 실었다. 그런데, 인민 신문에는 1992-2008 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보도가 2000 년과
2001 년에 오직 2 개에 불과하였다. 자세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보도가 몇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은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다. 말을 바꿔서
하자면, 군대인민 신문도 인민 신문도 모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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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먼저 꺼내 상기시키고 주동적으로 밝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한국-베트남 관계 및 과거 청산 내용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수교 수립 당시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대하여 아무 정식적인 조치도 없었다. 그러나,
수교 직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민간단체들과 개인들이 이 과거문제를 다시
밝히면서 과거를 청산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베트남 언론보도의 대표 신문들이 이에 대하여
반응없이 보도하지 않으면 곤란하듯 1993 년과 1994 년에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거기에다 살짝 베트남 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보도 2 개를 실었다.
1)

<한국:

베트남전

참전

한국

재향군인

12

명이

고엽제

피해자이다>…중략… 한국 의료기관 의료검진 결과에 따르면 검진받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 재향군인 238 명 중에 12 명이 베트남전에 쓰인
독해물질에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 정부가 이 12 명 피해자의
건강을 돌봐 주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_ 군대인민, 1993.01.18

2)

<베트남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로 한다> 그 동안 한국에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성과를 알리면서
베-한 양국 관계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보도가
많았다…중략… 한국에서 유명한 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서 김대중 씨도
지난 1994.10.04 일에 조선일보에 글을 실었다. 이 글에 따르면,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는 대부분 한국인이 베트남 사람들이 항미전쟁에 남조선
군인이 베트남 인민에 대하여 한 ‘죄악을 전혀 상기시키지 않으면서’
친절함과 협력하고 싶은 의사만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이 글에서 한국

사람은 일본에 2 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반도의 양민에 대하여 한 죄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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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그래서 한국은

베트남과 협력하기 전에 20 년전의 과거를 정식적으로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은 제국을 이긴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포용한 민족으로서 적에 대한 원한을 간과하여 과거를 닫고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_ 군대인민, 1994.05.18

1993.01.18 일 보도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 재향군인의 일부 상태를 알려 주는
내용이다. 실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다 귀국하였을 때 고엽제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치 정세와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 참전군인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90 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분위기가 어느정도 풀린데다가 베트남과 수교관계까지 잘
맺었으므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단체 외에는
참전 재향군인에 대한 우대, 배려, 책임 등도 조금 조금씩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1994.05.18 일 보도는 군대인민 신문이 한국 조선일보에 실린 보도를
재인용하면서 당시에 한국에서 베트남에 관해 어떤 보도를 하는지,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베트남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입장도 언급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은
제국을 이긴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포용하는 민족으로서 적에 대한 원한을
간과하여 과거를 닫고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이었다.
군대인민 신문의 경우는 수동적으로 보도하면서 슬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베트남의 입장을 보도에 반영하는 특징은 2000 년대에도 여전히 잘
보인다. 위 보도들의 내용을 분석한 바와 같이 1995 년까지 한국 신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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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의 참전에 관한 문제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군대인민 신문이 그
보도들을 재인용하여 간단히 보도하면서, 또 몇 개 보도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
공산당과 국민이 그 과거를 상기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다가, 19961999 년 사이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끊겼다. 그러고 나서
1999 년부터 2000 년초반 시기에 한국에서는 한겨레 신문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양민학살에 관한 연속 보도를 실어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을 향해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 시점에 군대인민 신문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변화에 맞추어서 3 개의 보도를 실었다.

1)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베트남전쟁에 이해관계국들이 이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도리에 맞으며 (그들이 한 과거로 인한)
열등감을 줄이기 위한 일이라 한다> “한국 민간단체들이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학살한 유가족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운동하고 한국정부에 그
유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의
반응과 정부 입장이 어떠한지 4 월 21 일에 AFP 기자들이 질문하였을 때,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n Thuy Thanh 씨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베트남 민족은 인도와 우호, 평화를 사랑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같이 발전하도록 역사가 남겨 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주장한다.” _ 군대인민, 2000.04.23

2)

<한국 민간단체들이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군대인민,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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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을 방문하면서 든 생각 (한국인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죄책감)> “…중략…한겨레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이상기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신문사가 베트남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한겨레 신문사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보도하고, 한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지역에 거주한 양민을
위한 모금 운동도 하고 있다…중략…”_군대인민, 2003.12.28

2000.04.23 일 보도에서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역시 90 년대와
똑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같이 발전하도록 역사가 남겨 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주장한다”는 베트남의
입장을 보도 내용에 뚜렷하게 반영하였다. 또, 2001.05.03 일 보도의 제목 그대로
당시 한국 민간단체들이 한겨레 신문사의 연속 보도 후 한국정부에 한국군인의
베트남양민 학살이 있는 여부를 조사하라 요청한다고 하는 보도 내용이었다.
2003.12.28 일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군대인민의 기자가 한국 출장 때
한국기자들을 만나 당시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인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고 어떤 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를 알게 되어서 논설
형식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다.
인민 신문의 경우는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보다 더 뚜렷해 보인다.
실은 인민 신문사에는 1995.04.11 일 <베-한 우호협력 관계의 새로운 진전> 과
1995.04.17 일 <연합뉴스 인터뷰 자리에서 베트남 공산당 또므어이 서기장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된 2 개 보도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살짝 이에 대한 베트남 입장이 “과거를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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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후는 90 년대 내내 인민 신문사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군대인민
신문사와 똑같이 2000, 2001 년에 한국사회의 움직임으로 인해 딱 두 개 보도를
실었고 그 후에 보도가 또 완전히 없었다. 인민 신문의 유일한 2 개 보도는
2000.12.24 일 <한국이 ‘용서해 주세요, 베트남”이란 음반을 출판하였다> 제목의
보도와 2001.05.03 일 <한국여론이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을
재조사하고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제목으로 된 보도이었다. 보도 제목만 봐도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쟁 과거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베트남
언론보도로서 정보를 알리는 식으로 간단히 서술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민신문에는 2000 년과 2001 년에 한국사회에서의 과거청산
움직임에 대한 보도 2 개를 실은 이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군대인민 신문에는 2000 년에 한번 베트남의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를
실었고 2003 년까지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대한 반응을 알려준 기사를 보도하고
나서, 2007 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직접적인 보도가 아니라,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상관이 있는 고엽제 피해자 한국 재향군인의 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한 보도이다. 이 단체의 활동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독성에 감염되어 전쟁 후 병을 앓는 한국군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동시에 베트남인 고엽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도와 주거나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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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07 년에 군대인민신문에 실린
베트남전 참전 한국 재향군인 단체의 활동 관련 보도
보도날짜

보도 제목

핵심 내용
“오늘

(03.10)

재향군인

2007.03.10

고엽제로

전우단체가

피해입은

한국

하노이에서

지사

고엽제로 패해입은

사무국을 정식적으로 열었다. 이들의 목표는

한국 재향군인

베트남전쟁의 고엽제 피해자를 도우며 양국의

전우회가

우호관계를 강화시키는 데에 있다. 전에 이

하노이에서 지사

한국

사무국을 열었다

위원회 (VAVA)를 통하여 베트남인 고엽제

전우단체가

피해자에게

베트남

금전적인

고엽제

도움을

피해자

주었다

…중략…”
“한국에서 1992.02.13 일에 고엽제를 주제로
하여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 주제는 곧
바로 사회에 퍼졌다…중략…한국 국방부가
고엽제로 인해 고통받는
고엽제로
2007.03.23

베트남전 참전

인한

재향군인이 군대지휘 기관이나 국방부에 개인

아픔을 위하여 함께

건강 상태를 알릴 기회를 주었다 …중략…

합시다!

결국 1992.08.02 일에 그들이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하였다…중략…며칠
전에 고엽제 피해자 한국 재향군인 단체가
하노이에서 지사 사무국을 열었고…중략…베한이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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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것이다.”
“주한 베트남통신사 기자에 따르면 고엽제
피해자 한국재향군인 전우회 부대표가 베트남

2007.04.12

베트남-한국이

고엽제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권리를

고엽제

아픔을

얻도록 투쟁하기 위하여 하노이와 호지민

달래기

위하여

시에 지사 사무국을 갓 열었다고 알렸다.

협력한다

그

동안 이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에게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많이 하였다...중략…”

한국사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특징 이외에 지금까지 분석 보도 내용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은 곧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둘째 특징이다.

둘째 특징은 가능하면 과거 언급을 최대한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면서,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충실히 잘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사실 회피와 축소 특징은 대부분

보도에 이 과거사건을 구체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 아닌 “좋지 않은
과거”, “어려운 시기”, “특별한 역사” 등으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특징은 거의
모든 보도에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사실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적에 대한 원한을 간과하여 과거를 닫고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거나 한국에 대하여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자”는 베트남의 입장은 90 년대 초반에 다른
보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대인민 신문에 실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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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우호협력 관계의 새로운 점>, 1993.05.17: 보반끼엣
수상이 05.13-16 일 방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루리함으로써 베-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새로운 원동력을 가져다주었다…중략…베-한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오늘날 베트남과 한국 국민의 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양국이 모두다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중략…”

<또므어이 총비서의 방한이 한-베 관계가 21 세기로 나갈 길을 열었다>,
1995.04.13: ..중략…한국일보 보도에 “특별한 역사 배경 때문에 한-베
관계에 있어서 많은 한국사람들이 베트남사람에 대하여 빚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양국 정부도 국민도 같은 마음으로 이 역사 과거를 닫기로
하였고 지난 몇 년동안 급속도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열었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또므어이 총비서의
방한이 …”

혹은 인민 신문사에 실린 보도가 있었다.
<연합신문 인터뷰 자리에서 베트남 공산당 또므어이 서기장의 대답>
1995.04.17: 방한 일정을 끝내기 전에 또므어이 서기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서기장의 대답에 관한 전문 내용이다.1a)
양국 과거에 대하여: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지만, 베트남
공산당.정부와 국민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마인드와 서로의
독립.주권 존중 및 공동이익을 위한 평등 협력 원칙으로 양국의 관계를
새로 개척하여 발전시키길 결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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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특징은 보도 내용에 한국군이 베트남에 어떻게 파병되었는지, 몇
명을 파병하였고 어느 지역에 참전하였는지 등에 관한 과거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이 특징은 둘째 특징과 관계가 있다. 과거 회피, 축소하고 “과거를
닫자”라는 입장을 반영하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리가 절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시점을 중시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란 과거 때문에 한국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어떤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더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군대인민 신문의 2007 년 3 개 보도에 고엽제 피해자 한국 재향군인들이 베트남
피해자를 위하며 그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노력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라든가, 한국인이 과거를 미안해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민 신문에 실린
2000.12.24 일 “한국이 ‘용서해 주세요, 베트남’ 음반을 출판하였다” 또는
2001.05.03 일 “한국 여론이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청한다”와
같은 보도를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군대인민 신문에 실린
2003.12.20 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든 생각”이란 베트남 기자의 긴 논설에도 이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든 생각 > (한국인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자책감):
…중략…그 동안 한겨레 신문사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보도하고, 한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지역에 거주하는 양민을 위한
모금 운동도 하고 있다…중략…또, 장제현 기자가 베트남 기자연합회와
한국 기자연합회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러 베트남에 왔다간 후 2002 년에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영화를 통해 본 세계” 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저자가 한국 사람이 몇 십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하여 눈을 감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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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중략…
서울에 있는 인삼, 영지를 파는 시장에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를 한 명 만났는데, 그는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명함을 주면서 베트남 꾸니언(Quy Nhon)에 참전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시에 중령 직위로 있었는데 지휘자 명령에 따라 작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과거에 벌어진 일은 그가 본의로 한 것이 아니었으나 늘
죄책감으로 괴롭다고도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최근에 한국 재향군인 몇 명과 함께 베트남에 다시 가서 뀌니언의
주민에게 몇 채의 집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중략…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여론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략… 많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회가
과거에 베트남에서 한국군인이 야기시켰던 죄악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_ 군대인민, 2003.12.28

논설 형식의 이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책임을 느끼는 개인이 많으며 그들이 과거의 후회를
덜하려고 모금운동, 책 출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 언론보도를
통하여 한국사회도 이 과거 문제를 관심갖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여기서
과거에 대한 논설이지만 과거에 벌어진 일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맟줘 보도하였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1992-2008 년 기간에 군대인민
신문과 인민 신문에 실린 보도들을 통하여,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엿볼 수 있다. 첫쩨, 한국 여론과 사회의 과거청산을 위한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둘째, 이 과거사건을 가능하면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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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과거” 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회피 또는 축소시켜 보도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특징이다. 마지막 특징은 보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사건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로 그 과거를 달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한국사회,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노력만 반영하는 것이다.

제 2 절 베트남 사회 배경: 도이머이 정책에 의한 안정
재정립
1986 년 도이머이 정책이 베트남 사회에서 곧 바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1990 년을 기준으로 하기만 해도 1986 년보다 수출품이 3 배로 늘었으며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도 넓어졌다. 국제외교와 국제시장에서 외면을 당하였던
베트남이 1989 년 12 월 31 일까지는 총 114 개 나라와 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
수교관계는 아니지만 무역과 경제협력 관계는 76 개 나라가 있었다 (Dao Duy
Quat, 2010: 373). 수교관계를 아직도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무역관계가
차츰 풀려진 분위기는 1987 년에 베트남 정부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하고 1988 년에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의 덕분이었다
(Phipippe Langlet, Quach Thanh Tam, 2017: 86).
성공적이었다 평가받은 1986 년 개방정책, 제 6 차 전당대회를 이어서 1992
- 2008 년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이 또 제 7 차 (1991), 8 차 (1996), 9 차
(2001), 10 차 (2006) 전당대회를 통하여 5 년마다 대외정책과 정치.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결정하였다. 2000 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시기의 발전전략을
세우려고 제 9 차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에서 1986-2000 년 기간에
15 년의 성과를 다시 정리하였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6

“경제 평균 성장율이 안정적이다. 매년 총 평균 GDP 가 7%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식량 생산량이 그렇다.
공업산업의 생산가치가 매년 평균 13.5%로 증가하고 있다. 인프라
시스템이 보완되고 있고 서비스 관련 산업, 수출과 수입 영역도 모두다
성장하고 있다…중략… 문화, 사회가 발전된 모습이 보이며 국민 삶의
수준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문맹률이

0%

목표를

달성하였고…중략… 매년 새로운 일자리가 백 2 십만 개 넘게 창줄되었다
…중략… 정치, 사회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으며
국방.안보도

강화되었다

…중략…

대외활동은

끊임없이

활발해져

외교관계가 넓여졌으며 베트남 경제가 국제경제의 일부가 되었다.” (제
9 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제 8 회 중앙당 집행단체의 정치 보고서 참초 Bao cao chinh tri cua Ban chap hanh Trung Uong Dang khoa VIII tai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IX cua Dang, Le Kha Phieu 총비서. 2001.04.19 )

위 보고서 내용을 통하여 베트남 국내 사회에서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대내보다 대외적 측면에서 1986-2001 년에
베트남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6 차 전당대회 후 7 차와 8 차 전당대회에서도
“베트남이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되고 싶다”, 즉 베트남은 “적은 덜하기, 친구는
더하기”라는 목표를 위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와 관계를 수립하여 “평화공존,
서로 존중” 원칙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Pham Binh
Minh, 2011: 177-186). 이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이 고립상태에
빠지게 한 “캄보디아에 대한 파병과 군사.정치적인 간섭” 문제부터 열심히
풀려고 하였다. 1989 년에 캄보디아 땅에서 베트남군을 무조건 철수하였고,
1991 년에 캄보디아의 문제를 철저히 끝내기 위한 UN 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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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이웃국가와 세계나라의 우후적인 관심을 되찾았다 (Pham Binh Minh, 2011:
178; 김기태, 2002: 341).
캄보디아와의 문제를 해결한 후, 베트남이 세계의 강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를 풀고자 계속 힘을 썼다. 중국과 관계의 경우는 당시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도 양국의 적대적 분위기를 빨리 완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1980 년대 후반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베트남과 중국 모두 체제 붕괴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로서 적대감을 줄여 서로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국에게도 베트남에게도 유리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캄보다아에서 군을 어느정도 철수한 후에

“1989 년 11 월에 베트남공산당

총비서 도므어이와 총리 보반끼엣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양국간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이 회담에서 동맹은 아니지만 동지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관계 정상화 이후 우호관계를 급속히 회복하였고,
2008 년 6 월에 포괄적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조흥국, 윤진표 외, 2011: 151-154). 그리고 미국과 관계의 경우는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 베트남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신호로 1991 년 12 월부터 미국 측이
여행사를 통하여 미국인이 베트남으로 여행할 수 있기를 허용해 주었고, 1992 년
3 월에 전쟁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원조 제공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거기서에 멈추지 않고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조금 조금씩 풀려갔다.
1992 년 12 월부터 미국 기업이 베트남 주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3 년 9 월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개발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 모든 조치 후인 1994 년 2 월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기로 선포하였고 드디어 1995 년 1 월에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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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인 하노이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결국 1995 년 7 월에
국교정상화 발표로 이어졌다 ( 김선한, 2007: 10).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 자본주의 강국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베트남에
대하여 대단한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환점에 의하여 베트남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수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더나아가 지역 기구와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1995 년에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와 A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였다.
1996 년에 ASEM (아시아와 유럽 간 정치, 졍제, 사화,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체)의 구성원이 되었고, 더 나아가 1998 년에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에도 정식적으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90 년대에 베트남이 대내와 대외적으로 기본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
바탕에 근거하여 9 차(2001)와 10 차(2006) 전당 대회에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이 또 새로운 발전 정책과 외교전략을 세웠다. 경제개발 방향은 “공업화
및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베트남의 자주적인 경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국내의 힘을 발휘하면서 해외의 원조와 자본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2001-2010 기간에 최종 발전 목표는 나라가 후진국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신적. 물적인 모든 면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야 하며,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방.안보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20 . 대외적으로는
80 년대 후반과 90 년대 내내 “베트남이 모든 나라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구호에 의하여 “적은 덜하고 친구는 더하기”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면,

2006.04.18-25 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10 차 베트남 전당대회 보고서 참조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uocCHXHCNVietNam/ThongTinTongHop/
noidungvankiendaihoidan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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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대에는

“베트남이

국제공동체

각국의

친구이자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로서 지역과 국제 평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구호로
바꾸었다 (Pham Binh Minh, 2011: 186). 이를 통하여 베트남이 2000 년대에는 더
이상 고립과 외면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바람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과 우정을 기다릴 뿐이기보다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고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해 나가도록 당당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많은 노력의 보답처럼 중대한 성과가 베트남에 찾아왔다.
2000 년 7 월에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하였고, 2006 년 11 월
WTO 에 150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1975 년 통일 이후
31 년 만에 베트남이 정치.경제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 셈이었다. 경제
성장으로는 2000 년대 들어와서 베트남의 연평균 성장율이 7.5%였고 무척 잘
성장하고 있었다. 자세히는 “2000 년과 2001 년에 각각 6.8%, 2002 년 7.0%, 2003
7.2%, 2004 년 7.79%, 2005 년 8.4%, 2006 년에는 8.1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외자도 1988 년부터 2006 년까지 모두 604 억
7 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도 미-베 무역협정의 발효에 힘입어
2002 년 165 억 달러로 전년보다 10% 증가하더니 2006 년에는 396 억 달러로
집계됐다” (김선한, 2007: 99-103, Le Xuan Ba, 2012).

제 3 절 한국과 베트남 관계: 수교 이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진전 & 과거청산
한국이 60, 70 년대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군을 철수한 후에 한베트남의 공식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 그 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함에 따라 베트남도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취하여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의사만 보여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캄보디아,

80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 노력함으로써 그 대외정책을 실제로
실행하였다. 그와중에 한국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1992 년
12 월에 관계를

정식으로 정상화하여 수교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조흥국,

윤진표 외, 2011: 154)
수교 이후 한-베 관계는 여러 분야와 측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였는데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정치, 외교 활동이다. <표 12>에서 잘 보여
주듯이 1993-2008 년 동안 양국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매년마다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많은 방문을 통하여 양국 지도부가 서로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음으로써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놓았다. 특히 2001 년에 베트남 Tran Duc Luong (쩐득르엉)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베 양국이 이전 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포하였다. 이는 양국의 교류와 합력 성과에 의한 결정이었고,
새로운 출발로부터 2000 년대 즉 21 세기에 들어와서도 또 성공적인 수교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12>. 한국-베트남 정상급 인사 방문 (1993-2008 년)
(이한우, 부이테끄엉, 2015: 37)

베트남 인사의 한국 방문
시기

성명

한국 인사의 베트남 방문
직위

시기

성명

직위

1993.5

Vo Van Kiet

수상

1994.8

이영덕

국무총리

1995.4

Do Muoi

공산당
총비서

1996.8

김수한

국회의장

1998.3

Nong Duc Manh

국회 주석

1996.11

김영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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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

Tran Duc Luong

국가 주석

1988.12

김대중

대통령

2003.9

Phan Van Khai

수상

2002.4

이한동

국무총리

2004.7

Nguyen Van An

국회 주석

2003.9

박관용

국회의장

2005.11

Tran Duc Luong

국가 주석

2004.10

노무현

대통령

2007.11

Nong Duc Manh

공산당
총비서

2006.1

김원기

국회의장

2008.3

Nguyen Phu
Trong

국회 주석

2006.11

노무현

대통령

2008.4

임채정

국회의장

한-베 관계는 정부, 국회 간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정당 대 정당 교류까지
이르렀다. 1994 년 11 월 베트남 공산당이 한국의 민주자유당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2007 년 11 월에 수교 수립 15 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베트남
공산당이 또 한번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더욱 진전된 수교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Ngo Xuan Binh, 2012: 120, 126-127).
양국 정부, 국회와 정당의 교류활동 외에는 한-베 관계를 아래부터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도시와 지방들 간에도 “자매 도시”로 관계를 맺어서 예술,
문화교류, 경제활동 교류 등 많은 협력활동을 해 왔다. 예를 들어, 1992 년부터
2008 년까지 하노이 수도 – 서울 수도 (1996.05.01), 호찌민 시 – 부산 시
(1995.11.03), 다낭 – 마산 (1997.09.23), 껀터 – 광주 (경기도) (1997.04.27), 빈양 –
대전 (2005.05.17), 동나이 – 경상남도 (2005.05.17), 꽝남 – 안산 (경기도)
(2004.03.10) 등 “자매 관계”가 있다 (구수정, 200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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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베 관계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바로 경제협력이다.
1992 년 수교 관계 수립 이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만큼 베트남이 인력과 자원이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당시에 베트남은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였다. 한-베
경제협력 관계는 서로 보완관계라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문화가 비슷하다는
점을 더하여 기대보다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베트남에서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만 봐도 한국에 대하여 베트남이 투자 황금의 땅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00 년대초에 비하여 2007 년에 한국은
베트남에 등비급소로 많은 FDI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2007, 2008, 2009 년 3 년
내내 베트남에 대하여 제 1 투자국이 되었다.
<표 13>. 1995- 2009 한국의 베트남에 FDI 투자 금액
출저: 베트남 기획과 투자부 (2009.12.04)

1995

2006

2007

2008

2009

기업 건수

36

1023

1857

2,114

2,327

자본 금액
(십억 USD)

1,80

2,176

14,389

18,952

20,572

한-베트남 간의 수출입 활동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베트남에 대하여 한국은 90 년대에 늘 주요 10 개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이며,
가장 큰 수입 시장 5 개 중에 하나이었다가, 2000 - 2008 년에는 항상 4 번째
수입국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 한국에 대하여 베트남은 2008 년 기준 한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30 개 국가 중 하나였고 한국의 수입국 중에 늘 11-13 번째 위치를
차지하였다 (Nguyen Hong Nhung, 2010).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ODA 원조로 베트남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2008 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한국 원조는 주로 쌍방 원조 (Bilateral aid)이었다.
보통 KOICA 기구를, 때로는 교육부나 연구개발 단체 등을 통하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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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한국의 ODA 원조를 여러 형식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 인재 양성 또는
한국 전문가들의 기술과 지식 전수 프로그램, 경제 프로젝트나 NGO 기구에 대한
지원 등이다. 실제로 2008 년까지 한국의 제 1 원조 대상국은 베트남이었다
(강철구,윤일현, 2015: 322)
<표 14>. 1987-2009 년 한국의 대 베트남 ODA 지원실적
출저: http://www.odakorea.go.kr

무상

유상

증자원액

1987~99

23.8

16.4

40.3

2000

5.3

10.7

16.0

2001

5.4

32.8

38.1

2003

5.7

6.9

12.6

2005

12.3

3.0

15.3

2007

26.4

-1.7

24.7

2009

22.4

35.1

57.5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와 협력은 물론이고 다자 관계
속에도 늘 서로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 후에
급격히 세계 무대에 올라서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95 년에
베트남이 아세안 (ASEAN)에 가입한 후에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한국은 1997 외환 위기 이후에 ASEAN + 3 정상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 다자 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2005 년에 중국 (2003), 인도 (2003), 일본 (2004) 다음으로 역외 국가로서는 네
번째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서명하였고,
2006 년 8 월 한국-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아세안 +3 정상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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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05 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동북아,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에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유엔, 아셈 (ASEM: Asia-Europe
Meeting)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1994 년 설립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안보
기구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등 지역 경제
기구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한우, Bui The Cuong, 2015: 37-38)
정부, 정당,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현재의 좋은 관계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덮을 수가 없고, 오히려 양국의 왕래와 상부상조 과정에서 과거
일을 불러왔다. 실제로 한국과 베트남이 처음에 관계정상화를 위한 수교
회담자리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양민학살이 걸림돌이 되었다 (Pham
Quang Minh, 2012: 123-124). “베트남은 베트남전쟁 관련 과거사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과거를 백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군의 참전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손실을 입혔으며, 특히 남부 일부 지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측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한우, Bui The Cuong, 2015: 33-34).
이에 대하여 한국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과거를 달래기로 약속하였고 양국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방침으로 수교관계를 맺었다.
수교

직후에는

한국

미디어가

베트남을

황금땅처럼

소개하면서

베트남전쟁 후 베트남 사회에 대한 정보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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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라이 따이한”에 관한 보도도 나타났다.
이에 한국 사회의 관심을 얻어서 그후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예컨데, 베트남 사업 위원회 (1995. 04), 코베트 (KOVIET:
Korean-Vietnam

Friendship

Association)

(1995.07.15),

지구촌

나눔

운동

(1998.12.10)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이 주로 베트남 고아와 라이 따이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성하며 지원해 주는 활동을 한다. 그런데 라이 따이한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장학금 후원이나 의료봉사와 같은 활동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김기태, 2002: 424-425). 또한, 1991 년 말부터 고엽제 문제가
한국국내에 폭로되면서 정부와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참전군인들이 피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섰다 (심주형, 2003: 53). 그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을 얻으려고 한국정부, 국제심판에 요청하고 운동을 하면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라는 공통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베트남 고엽체 피해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거나 협력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과거청산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은 한겨레
신문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연속적인 보도들이었다. 1999 년에
한겨레 신문의 연속 보도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다.
예상하지 못한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학살 지역을 위한 모금
운동까지 벌어졌다. 이 모금 운동이 1999.10-2000.09 월까지 1 년동안
진행되었는데, 이후에 그 모금된 돈으로 베트남 푸옌성에 “한-베 평화” 공원을
지었고 2003.01.21 일에 완공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00 년에 베트남전 양민
학살 진실규명 위원회도 창립되었다 (윤충로, 2015: 8-14). 이 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한국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정부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사실이 있는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겨레의 연속 보도와 모금운동, 진실규명 운동 후로부터 2000 년대 내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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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베트남에 가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 “나와
우리” 와 “베트남 평화의료연대”라는 단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나와
우리”와 “베트남 평화의료연대”는

한국군이 참전하였던 베트남 지역에

한국사람들을 데려가서 역사 사실을 같이 알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의료봉사활동, 학교 또는 도서관 건립 지원 활동도 하고, 특히 당시 학살로
인하여 숨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비, 공동무덤을 지을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Ngo Xuan Binh, 2012: 136-140).
과거청산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요청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과거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먼저 나서서 움직였다. 베트남 정부는
전쟁에서 이긴 국가로서 사과 또는 배상을 요청할 입장이 아니라는 뜻을
표하였다 ([한국일보], 2018.03.06). 더구나, 윗 부분에서 보도를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1992-2008 년 시기에는 과거청산이라고 할 때
양국 사회에서보다는 한국사회에서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1991-2008 년 기간에 한-베트남 관계는 수교 수립에서 출발하여
모든 측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므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수교 이후로부터 10 년도 되지 않아, 즉 2001 년에 양국 정부가 21 세기에 한-베
관계가 더욱더 진전되어 발전하기를 바람으로 양국 수교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교관계의 진전과 달리, 양국
정부가 모두다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양민학살이
갈수록 밝혀져서 더 이상 백지화 또는 “과거를 닫기”가 불가능해졌다. 양국
왕래와 교류.협력 과정에 한국인 민간단체와 개인에 의하여 이 과거는
자연스럽게 밝혀졌고, 사회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2-2008 년에

87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과거청산은 한국정부에 의하여 법적 또는
정식적인 어떤 조치도 아닌 민간활동, 즉 비정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청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90 년대에는 사과와 배상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체,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었다.

90

년대

말에야

비정식이나마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을 향해 사과와 배상을 위한 노력이 생겼다. 특히, 이
비정식적인 과거청산 과정에 베트남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과거청산을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 4 절 소결
1992-2008 년 시기는 베트남에서 1986 년 도이머이(혁신) 정책의 성과에
의하여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모든 측면에서 안정을 재정립하였고, 그렇게
됨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경제 분야에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운영되어서 생산능력도 높아져 평균 GDP 도 역시 증가하였다.
대외활동에는 세계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여 고립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기구에도
서둘러 가입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차츰 올라서며 역할을 발휘하였다. 대내와
대외적인

형편이

어느정도

개선되어

좋아졌으나,

베트남은

여전히

후진국이므로,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가 베트남사회의 내력을 잘 발휘하면서
세계 해외 국가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나라 발전정책,
전략을 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외정책으로 90 년대의 “적은 덜하고 친구는
더하기” 방침에 이어서 2000 년대에

“베트남이 세계 나라들의 친구이자

믿음직스러운 파트너가 되자”는 방침으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베트남 사회의
상황, 발전전략을 고려해 보면 베트남이 옛날 적국과의 좋지 않은 과거를
상기시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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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것이 시대에 맞는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포괄적 협력
파트너 국가와의 과거는 더 회피할 것이다.
이 시기에 베트남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포괄적 협력 파트너가 된 나라들
중에 한국이 있다. 한-베 관계는 수교 이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외교를
비롯한 경제, 문화교류 모든 분야에서 관계가 진전되었다. 경제발전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하여 한국이 이상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베트남을 도와주는 두번 째 큰 ODA 원조국이기도 했다. 그래서 베트남의 원래
대외정책, 발전방향에다가 한국의 중요성까지 더 하면, 수교 체결 시 양국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약속을 위반해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먼저 상기시킬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수교 직후부터 그리고 특히
1999 년과 2000 년대에 한국사회, 여론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모금운동, 사실규정 및 배상.사과운동 등 그런 움직임 말이다. 이런 노력은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아래로부터의 “사과와 배상”을 위한 과거청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베트남 언론보도는 한국사회에서 베트남과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에 따라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보도하였다. 그런데, 공산당 지도와 정부 관리를 철저히 받고 있는 베트남
언론보도는 베트남 정당의 대외정책, 나라발전 전략과 한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사회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청산 작업을 반영하여 보도하되,
가능하면 과거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축소시키고, 과거정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녔다. 동시에 보도내용에 베트남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기도 했다. 따라서, 1992-200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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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며 보도 양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여기서 보도내용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
또 하나 있다. 1992-2008 년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사회에서 이 과거에 관한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모든 움직임을 다 보도하는 것이 결코 아닌 점이다.
보도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선택이 있었는데,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혼란스러운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배제하는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80 년대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숨겨
져 있던 과거들이 하나 하나씩 밝혀지면서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참전군인들도 다시 등장하였다.

90 년대 들어와서 그들이 정부에 자신의

피해인정, 명예회복 등을 본격적으로 요청하고, 나름대로 단체를 조직화하며
기념사업도 하였다. 예컨데, 1990 년 5 월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의
‘월남참전기념탑건립 결의대회’가 있었고, 1992 년 2 월에는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1992 년 5 월 충북 옥천군에 건립된 ‘월남
참전기념비’를

시작으로

하여

2000

년대

말까지는

50

여개의

‘베트남참전기념비(탑)’라는 이름의 참전기념물이 전국에 세워졌다 (강유인화,
2013: 108-122). 특히 1999 년에 한겨레 신문사가 이 과거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참전군이들이 폭행을 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에 대하여 보도하는 베트남 보도가 전혀 없었다. 반면에, 고엽제
베트남 피해자와 함께 협력하거나 도와주는 소수의 한국 참전군인의 활동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비공식적이기는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 년 12 월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두 나라 사이의 불행한 과거”를
언급하면서 유감을 표했고, 또 2004 년 10 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베트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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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과거사에 대해 에둘러
사과한 적이 있다 (윤충로, 2013: 273). 그러나, 신기하게도 한국 대통령들의 이
비공식적인 사과에 대하여 살짝이라도 언급한 베트남 보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1992-2008 년 시기에는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보도할 때 내용을 선정하면서,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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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2009 - 2018.06 월: 사실 규명 및 미래 지향의
언론보도

제 1 절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현황 및 특징
이 절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사회와 한-베 관계가
어느때보다 칠민해진 배경에서 2009-2018.06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그런데, 연구방법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2009 년 이후 베트남 종합 국립도서관에서
군대인민 신문과 인민 신문의 일간보도 Hard copy 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로 필자가 대체방법으로 20092018.06 월 기간에는 군대인민 올라인 신문과 인민 온라인 신문에 실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베트남 언론보도
제도적 조건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2000 년대에 들어와서
베트남에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온라인 신문사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언론보도의 변화 상황에 맞춰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 현황과
특징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군대인민 및 인민 온라인 신문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신뉴스 (Bao Mới) 및 vnexpress 온라인 신문의 보도도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로 군대인민신문에 실린 보도 건수, 날짜와 제목이 아래 <표
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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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09-2018.06 월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온라인 군대인민신문의 보도
보도 날짜

보도 제목

2010.04.26

1

http://www.qdnd.vn/thoi-su-quocte/doi-song-quoc-te/thanh-that-xin-

“진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Thành thật xin lỗi Việt Nam”

loi-viet-nam-397275

2013.03.05

2

http://www.qdnd.vn/chinh-tri/tin-tucsu-kien/le-tuong-niem-45-nam-vu-

하미-띠엔쯔엉 학살 45 주년 추념식
Lễ tưởng niệm 45 năm vụ thảm sát Hà My-Điện Dương

tham-sat-ha-my-dien-duong-313409

2014.12.15
http://www.qdnd.vn/quoc-phong-an-

3

ninh/tin-tuc/viet-nam-han-quoc-thucday-hop-tac-khac-phuc-hau-quabom-min-365695

2016.06.14
http://www.qdnd.vn/chinh-tri/tin-tuc-

4

su-kien/tang-cuong-hop-tac-viet-hanve-ra-pha-bom-min-con-sot-lai-sauchien-tranh-480834

베트남-한국이 폭탄과 지뢰의 피해를 극복하도록
협력한다.
Việt Nam - Hàn Quốc thúc đẩy hợp tác khắc phục hậu
quả bom mìn
전쟁 후 잔여지뢰 발굴과 제거 사업에 베-한 협력
강화
Tăng cường hợp tác Việt - Hàn về rà phá bom mìn còn
sót lại sau chiến tranh

2016.10.09
http://www.qdnd.vn/xa-hoi/tin-

5

tuc/quang-ngai-tuong-niem-50-namvu-tham-sat-dien-nien-phuoc-binh-

꽝응아이: 지엔 니엔 – 프억 빈 학살 50 주년 추념식
Quảng Ngãi: Tưởng niệm 50 năm vụ thảm sát Diên Niên
– Phước Bình

489697

2016.15.11
http://www.qdnd.vn/quoc-phong-an-

6

ninh/tin-tuc/viet-nam-han-quoc-phoihop-tim-kiem-hai-cot-quan-nhan-hysinh-mat-tich-tu-tran-trong-chien-

전쟁에 실종과 사망 군인들의 유해를 찾는 사업에 베한 협력
Việt Nam - Hàn Quốc phối hợp tìm kiếm hài cốt quân
nhân hy sinh, mất tích, tử trận trong chiến tranh

tranh-492690

2017.04.26
http://www.qdnd.vn/thoi-su-quoc-

7

te/su-kien/khanh-thanh-tuong-daixin-loi-viet-nam-tai-han-quoc-

Khánh thành tượng đài “Xin lỗ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한국에서 “미안해요, 베트남” 동상 제막식

505859

2017.04.29

8

http://www.qdnd.vn/thoi-su-quocte/doi-song-quoc-te/buc-tuong-thay-

Bức tượng thay triệu lời xin lỗi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주는 동상

trieu-loi-xin-loi-506099

9

2017.06.12

Đề nghị Chính phủ Hàn Quốc không có các hành động v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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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dnd.vn/doi-ngoai/doingoai/de-nghi-chinh-phu-han-quockhong-co-cac-hanh-dong-va-phatngon-gay-ton-thuong-toi-tinh-cam-

phát ngôn gây tổn thương tới tình cảm của nhân dân Việt
Nam
베트남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은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cua-nhan-dan-viet-nam-509795

2017.07.06
http://www.qdnd.vn/doi-ngoai/doi-

10

ngoai-quoc-phong/viet-nam-daymanh-hop-tac-khac-phuc-hau-quachien-tranh-voi-hoa-ky-va-han-quoc-

Việt Nam đẩy mạnh hợp tác khắc phục hậu quả chiến
tranh với Hoa Kỳ và Hàn Quốc
베트남이 미국, 한국과 함께 전쟁 피해를 극복하도록
많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511693

2017.11.11
http://www.qdnd.vn/apec-vietnam-

11

2017/chu-tich-nuoc-tran-dai-quanghoi-kien-tong-thong-han-quoc-moon-

Chủ tịch nước Trần Đại Quang hội kiến Tổng thống Hàn
Quốc Moon Jae-in
베트남 Tran Dai Quang 국가 주석이 한국
문재인대통령과 회견한다.

jae-in-523388

2018.09.03
http://www.qdnd.vn/quoc-phong-an-

12

ninh/tin-tuc/khoi-dong-du-an-vietnam-han-quoc-hop-tac-khac-phuchau-qua-bom-min-sau-chien-tranh-

Khởi động Dự án “Việt Nam - Hàn Quốc hợp tác khắc
phục hậu quả bom mìn sau chiến tranh”
“베트남-한국 전쟁 후 잔여 지뢰와 폭탄 피해 극복
협력” 프로젝트 가동

533223

위

표에서

정리된

보도들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2009-2018.06 월 총 9 년 밖에 안 된
기간이므로 1976-1991 년이나 1992-2008 년 기간에 각각 15 년과 16 년에 비해
짧았는데, 관련 보도 건수가 더 많았다. 총 12 개 보도가 나타났다. <표 15>에서
조회된 군대인민온라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 신뉴스, vnexpress
온라인 신문의 보도내용를 추가로 분석해 봤는데,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베트남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 관련
이슈를 보도하는 특징이다.

쉽게 말하자면, 2008 년 이전에는 주로 한국

사회에서 민간단체나 개인들의 과거청산 노력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있었다면, 2009 년부터는 베트남사회 내에서 이 과거에 관한 활동,
문제나 움직임을 반영하는 보도들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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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한국군의 학살로 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한 추념식에 관한 보도들이었다.
보도 날짜를 보면 매년 추념식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45 나 50 주년
추념식 같은 큰 기념일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군대인민 신문에 실린 <하미- 띠엔쯔엉 학살 45 주년 추념식> (2013.03.05),
<꽝응아이: 지엔 니엔 – 프억 빈 학살 50 주년 추념식> (2016.10.09) 보도; 인민
신문에 실린 <꽝응아이 성에서 빈화 학살 50 주년을 추념한다> (2016.02,12), <한베 평화재단이 하미 학살의 피해자들을 위한 추념식을 열었다> (2018.03.11)
보도; vnexpress 신문에 실린 <한국인이 꺼우지아이 학살 50 주년 추념식에서
참회마음을 표하면서 향을 태워 올렸다> (2016.02.27), <꽝남성에서 대한군인에
의한 학살을 당한 거주 양민 135 명의 기일> (2017.02.20) 보도가 그러한
보도이다.
그리고 신뉴스 (Bao Moi)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점이 또 있었다. 다시
말하건데, 신뉴스 신문은 여러 베트남 온라인 신문들의 보도를 수집하여
재보도하는 방식으로 종합 온라인 신문이다. 그래서 신뉴스 신문 하나만 봐도
베트남 온라인 보도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2016 년 초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가 베트남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보도가 많았다. 당시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베트남에서 방송되어
인기를 얻으면서 논쟁도 야기되었다. 이를 반영한 신뉴스의 <논쟁이 많을수록
‘태양의 후예’가 더 ‘핫’해진다> (2016.03.28), <‘태양의 후예’로 매료당하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2016.03.30),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통하여:
군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 (2016.03.30), <‘태양의 후예’와 역사 교훈>
(2016.03.31), <베트남 연예인들이 애국심이 부족해서 ‘태영의 후예’ 드라마를
보는 것인가?> (2016.03.31) 보도들이 있었다.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왜 논쟁 주제가 되었냐하면 이 드라마에서는 한국군인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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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하고 주요 내용이 한국군인인 남자주인공과 의사인 여주인공의
러브스토리이였는데,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푹 빠졌고 SNS 에서
한국군인을 칭찬하거나 한국군복에다가 자기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올리는 유행이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학살까지 일으킨 과거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논쟁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많은 신문이 이를 반영하려고 보도를
싣기 시작하였다. 또는 베트남전 참전한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라이따이한” 아이들의 이야기에 관한 보도도 있었다. 2017.10.22 일에 실린
<자신과 같은 운명으로 태어난 혼혈 아이를 대신해 (한국인) 아버지를 찾아 주는
사람>라는 보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이 2009-2018.06 월 시기에는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 때문에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문제, 현상, 움직임에 대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문제로 인해 베트남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재 현상,
사건을 보도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도 내용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관한 역사정보까지 알리면서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하기도 한다. 이는
곧 2009-2018.06 월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둘째 특징이다. 즉, 이전 시기인 1992-2008 년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좋지 않은 과거’, ‘어려운 시기’, ‘특별한 역사 배경’ 등 대체된 표현으로
보도를 서술하고 가능하면 과거 회피와 축소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는 베트남
주장을 내세워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규명하여 보도에 반영하고
과거에 관한 역사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몇 개의 보도
내용만 통해서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대인민, <꽝응아이: 지엔 니엔 – 프억 빈 (Dien Nien – Phuoc Binh)
학살 50 주년 추념식>, 2016.10.09_“…중략…50 년전에 1966.10.9 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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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에 청룡 부대 3 호 대대에 속한 남조선 군인들이 Quang Thanh (Tinh
Tho 면) 거점에서 Phuoc Binh 촌 (Dong 숲 북쪽)으로 이동하여 몰려들었다.
군인들이 Phuoc Binh 촌 입구에 들어오자 주민들을 찾아 잡아가고, 강제로
마을 학교 마당에서 집합시켜 있으라고 하였다…중략…그날 Phuoc Binh 촌
학교에서 양민 총 68 명이 학살을 당하였고 그 중에 노인 21 명, 여성과
어린이

47

명이

있었다.

죄악에다

또

죄악이

쌓였다…중략…1966.10.13 일에 남조선 군인들은 또 Tron 산 거점에서 Dien
Nien 촌에 진입하여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 군인 놈들이 노인, 여성, 아기를
잡아가 Dinh Nien 사당에 모았다. 주민들을 다 집합시킨 후 오후 5 시쯤에
군인들이 양민들에게 일제히 총을 쏘았다.

고작 짧은 한 순간에만 그

놈들이 Dien Nien 양민 112 명을 학살하였다..중략…이 학살 사건은
남조선군이 꽝응아이성과 베트남 국민들에 대해 야기한 많은 죄악 중에 단
하나일 뿐이었다…중략…”
인민, <꽁응아이 성이 빈화 (Binh Hoa) 학살 50 주년을 추념한다>,
(2016.12.02) _ “…중략...Binh Hoa (빈화) 학살은 1966.12.03 일 새벽
4 시부터 남조선 용병들이 Chau Re (쩌우 레) 언덕에서 Tri Hoa (찌화)
동네로 몰려들면서 벌어졌다…중략…또 1966.12.05 일 오후에 남조선
용병이 Tri Hoa 와 Long Binh (렁빈) 동네에서 양민 37 명 (주로 여성과
유아)를 잡아간 후, Do 구릉지대에 있는 분화구 모양의 큰 구덩이에
양민들을 다 몰아서 총으로 일제히 쏘아 죽였다. 그리고 1966.12.06 일에
그놈들이 다시 한번 Binh Hoa 면을 또 들어가 습격하여 양민 총 287 명을
죽였다. 그렇다면 딱 3 일 동안에 남조선 용병이 끔찍한 학살을 하였고 Binh
Hoa 면 양민 430 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 중에 여성 269 명, 아이 174 명이
있었으며, 적지 않은 여성이 죽도록 강간을 당하였고 유아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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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Binh Hoa 학살은 베트남전에서 베트남 양민에 대한 침략제국과
용병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중략…”
Vnexpress, <Go Dai (거자이) 학살 50 주년 추념식에 한국인이
참회마음을 표하면서 향을 태워 올렸다>, 2016.02.27_“…중략…1966.02.23
~26 일 3 일동안 옛 Binh An 면에 살고 있던 1000 명 넘는 양민들이 남조선
용병 손에 죽었다. 특히 그해 2 월 26 일에는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Go Da 촌의 양민 380 명이 살해를 당하였고, 1.950 채 집이 태워졌다. 당시
피해자들의 시체가 공동무덤으로 큰 구덩이에 같이 묻혔고, 이후 매년
2 월 26 일이 그들의 공동기일이 되었다…중략…”
신뉴스, <‘태양의 후예’로 매료당하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2016.03.30_ …중략.. Thai Binh (타이빈) 학살 사건: 1966 년 02 월 어느날
새벽에 한국 육군사단 맹호 부대 군인들이 해방군을 습격하려고 찾아가는
길에 Thai Binh 마을 (Quang Nam)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그 놈들은
해방군이 아닌 양민 68 명밖에 볼 수 없었다. 주로 여자, 노인과 애기일
뿐이었다. 그래도 아무 죄 없는 그들은 결국 ‘맹호’의 화를 풀 대상이 되어
버렸다. 한국 군인이 총알과 폭탄으로 그날 양민 65 명을 잔인하게
죽였다…중략…Dien Nien – Phuoc Binh 학살 사건:…중략…1996 년 10 월
9 일과 10 일 이틀 동안 한국군인이 Dien Nien, Phuoc Binh 촌 주민 여성과
애기 총 280 명을 살해하였다…중략…Binh Hoa 학살 사건:…중략…Binh
Hoa 학살에 한국군인이 양민 총 430 명을 죽였다…중략…Binh An 학살
사건: …중략…2 월 26 일이 가장 끔찍한 날로 한국군인이 여자를 강간,
칼로 찌르고, 아이를 불에 태우는 자인한 행동으로 양민 총 380 명을
살해하였다…중략… Cay da du 학살 사건: ..중략… Ha My 학살 사건:
…중략…Duy Trinh 학살 사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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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뉴스,

<베트남

전쟁에

‘인간

가면을

쓴

맹수’의

죄악>

2016.08.17_“…중략.. “총알받이”:…중략… 전략적 전쟁터에서 남조선
군대를 동원하여 주둔을 배치한 것은 미국의 심원한 계산이었다.
남조선공화국 정부가 그것을 진작 알아차렸어도 USD 돈 앞에 눈이 멀어
조용히 넘겼을 것이다. 남조선군이(미군을 대신하여) “총알받이”가 되는
것은 당시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한국정부가 미국에 군인의 피를 팔아먹는
일이라

평가하였다…중략…

흉악한

불길:

베트남

해방군을

찾아

전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조선 군인들이 제 5 군사구역에 속한 Ninh
Thuan 에서부터 Binh Dinh 까지 그리고 Tay Nguyen 지역 범위에서 작고 또
큰 행군을 진행하였다. 전멸 행군은 주로 한국군 맹호, 백마, 청룡 3 개
부대가 진행하였는데, 그들이 ‘빠짐없이 죽이고 남김없이 파괴시키며
깨끗이

태워버리자’는

방식으로

하였다…중략…오직

한나절에

남조선군이 총을 쏘아 Da Ngu, Phu Lac (Hoa Hiep)에 거주하는 양민
300 명을 죽였다. 1966.02.09 일에 Hoa My 면에서 또 양민 300 명을 죽였다.
02.19 일에 Hoa phong 면에서의 양민 117 명을 죽였다. 1966 년 1 월과 2 월에
청룡 여단이 Tuy Hoa 에서 양민 총 1.583 명을 학살하였다…중략…”

같은 내용이 보도에 담겼다.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시기에 베트남

언론보도는 당시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어떤 학살을 하고 양민 몇명을 죽였는지,
어떤 군대 부대가 베트남으로 파병되었고 한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파병하기로
하였는지 등 과거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정보를 보도내용에 잘 반영해서
사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 사료에 의한
정보로만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사건에 살아남은 목격자와
인터뷰나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실음으로써 과거 사실을 한결 더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vnexpress 신문에 실린 <한국 재향군인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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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트라우마를 지우고 싶다> (2016.02.29), <한국인이 꽝남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를 대면한다> (2016.05.12), <빈화 학살에 살아남은
아이와 한국인의 대화> (2016.12.07)가 그러한 보도이다. 이 보도들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전 참전군인이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를 알려주거나, 베트남 피해자이자 목격자가 당시 겪은 사건 기억,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더구나, 위 보도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을 “죄악”으로, “한국군인”을 “남조선 용병”, “그놈들”, “인간
가면을 쓴 맹수”, “총알받이”나 “흉악 불길” 등으로 비판하는 표현을
서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하여, 2009-2018 년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사실을 밝히고 과거 잘못을
비판하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특징은 여전히 베트남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대한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잘 보도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가 역사 정보, 과거 비판, 과거로 인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 등과 같은 내용을 주로 보도하기는 하는데, 그
보도 내용 가운데 베트남의 과거에 대한 입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통 다음
보도에서 보여준 형식처럼 보도되는 것이다.
군대인민, <진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2010.04.26)_ “ ‘미안해요,
베트남’ (Forgive us Vietnam)는 음반의 이름이다. Korean Truth Committee
on Vietnam War 한국 비정부 기관이 박지운 음악감독 (Music Directon)의
도움에 의해서 이 음반을 발행하였다. 한국어로 된 여러 노래곡이 묶여
있고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3 개 언어로 발행되었다…중략…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했던 일은 베트남과 한국이 서로 적국이기 때문이
아니였으며, 한국의 이익 때문이 아니기도 하였다. 다만, 정권을 장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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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박정희 압력단체의 이익이기 때문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말에
따르면, 당시 60 년대에 매월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한명당 미국으로부터
50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참전 수당은 미국에서 박정희
정권에게 지급한 것이었다…중략…베트남 공산당과 국가 정책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베트남은 세계 많은 나라와 친구이자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고, 한국도 그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베트남의 한국과의 과거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다는
베트남 언론보도 특징을 보다 더 이해하려면, 2017 년에 문재인대통령의 유공자
발언을 보도한 베트남 보도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 년 6 월 6 일

현충일에 문대통령이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참전군인을 유공자로 찬양하자, 이 소식이 베트남에
전해져서 베트남 언론보도가 그 발언을 재인용하고 비판하여 보도하였다.
다음은 신뉴스에 실린 보도를 조회한 결과인데, 한국 대통령 발언을 비판한
보도가 적어도 3 개 있었다.
1)

신뉴스, <살인청부는 영원히 나쁜 짓이다> (2017.06.09)_ “Nguyen

Si Dung 박사가 문 대통령 발언을 비난하였다. 그 발언은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공헌과 희생에 의해서였다
하였…중략… 문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목적은 돈, 경제조건을 위한 것이란 말과 다름이 없다. 돈을 위해
참전했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칭할 수도 없고 가장 적당한 말은
‘살인청부’이다 …중략…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박정희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덕분에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할 때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분명히 상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창피하게 만들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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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낮추기도 하였고

2)

신뉴스, <한국 대통령의 애국심에 대한 이상한 관념> (2017.06.09)

_ Tran Dan Tuan 기사의 논설

3)

신뉴스, <한국 정부는 베트남 국민을 정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아서

아직 빚이 남아있다> (2017.06.11)_ Le Ma Luong 소장이 한국정부가
(베트남전쟁터에) 대한용병을 파견하였는데, 베트남 국민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중략…한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지난 6 월
6 일 날에 발언을 하는 대신에 한국이 아직도 베트남에 대한 큰 빚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중략…”

이 3 개 보도 날짜와 내용을 보면 베트남 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베트남 신문들이 지식인, 군인, 목격자의 논설을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한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발표는 2017 년
06 월 12 일에야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먼저 움직이는 국내
언론보도의 반응에 이어서 베트남 정부 대변인이 나가서 베트남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에 요청할 사항까지 전하였는데, 그런 내용들을 많은 보도에
실었다. 예컨데,
군대인민, <베트남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할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2017.06.12)_“베트남전 참전군을 포함한 해외 참전
한국군을 “국가 유공자”라는 06 월 06 일 문재인대통령 발언에 대하여
베트남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베트남 외교부 Le Thi
Thu Hang 대변인이 “이와 관하여 2017.06.09 일에 베트남 외교부 대표가
주베 한국대사관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가져 엄숙히 대화하였다”고
알리면서,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돈독히 진전시키고 싶다. 양국 지도자들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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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자”는 공통 인식과 관점에 동의하였으므로,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양국 우호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가 있었고, Vnexpress 신문에 실린 <한국 대통령 발언에 대한 베트남의
반응> (2017.06.12), <한국 측이 문대통령의 베트남에 관한 발언을 설명한다>
(2017.06.14), <베트남이 한국과 함께 과거를 닫고 싶다> (2017.06.15) 연속
보도도 예를 들 수 있다. 이처럼, 1992-2008 년 기간 내내 베트남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은 2009-2018 년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베트남 언론보도가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인터넷의 힘으로 정보가 더 빠른 속도와 광범위 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온라인 신문이 보편화되지 않은 옛 시대에 비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에 관한 현상이나 이슈가 있으면 관련 정보도 베트남
사회에 더 쉽고 빨르게 퍼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베트남
언론보도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논설을 다양하게 실음으로써 베트남
사회 입장을 보다 생생하게 반영하였다.
넷째 특징은 여전히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청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 반성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보도한다고 하는 이유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모든 보도 중에 한국측의 노력과 반성을
반영하는 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를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대인민
신문에 2009 년 이후 실린 모든 관련 보도내용에 근거하여 1)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 관련 베트남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슈, 2) 베트남의 입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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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 또는 양국 협력 3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보도
건수를 세어 보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009-2018.6 월에 3 가지 항목 별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군대인민 신문의 보도 건수
항목

수

현재 이슈

2

베트남 입장

1

보도 제목 & 보도 일짜
하미-띠엔쯔엉 학살 45 주년 추념식 (2013.03.05), 꽝응아이: 지엔
니엔 – 프억빈 학살 50 년 추념식 (2016.10.09)
베트남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2017.06.12)
진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2010.04.26);

베트남-한국이

폭탄.지뢰의 잔여 피해를 극복하도록 협력한다 (2014.12.15);
전쟁 후 잔여 지뢰 발굴과 제거 사업에 한-베 협력 강화
(2016.06.14); 전쟁에 실종 및 사망 군인의 유해 발굴 사업에 베한 협력 (2016.11.15), 한국에서 “미안해요, 베트남”이란 동상
제막식
과거청산
노력.협력

8

(2017.04.26),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는

동상

(2017/04/29); 베트남이 미국 및 한국과 함께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많은 협력을 추진한다 (2017.07.06); “베-한의 전쟁
후 잔여 지뢰.폭탄 피해 극복 협력” 프로젝트 가동 (2018.03.09)
*** <하미-띠엔쯔엉 학살 45 주년 추념식> (2013.03.05),
<꽝응아이: 지엔 니엔 – 프억빈 학살 50 년 추념식> (2016.10.09)
2 개 보도에도 한국단체들의 반성, 참회,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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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가 보여주듯이 2009-2018 년에 군대인민 신문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 총 12 개 중 과거청산을 위한 한국측 노력과 양국
협력이 8 개나 있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 항목의 보도가 많은 이유가
언론보도로서 현재를 반영하는 역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과의 과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때나 베트남 정부가 그 과거에 대한 입장을 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국
단체와 개인들이 과거 아픔을 덜려고 여러 과거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보도가 다른 항목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측의 노력,
반성과 양국 협력에 대한 보도가 대개 어떤 내용을 서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구독된 온라인 vnexpress 신문에 실린 관련보도를
조회해 보았다. Vnexpress 신문의 경우 database 저장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조사
시간이 2014-2018 년 4 년간이었다.
<표 17>. 2014-2018 년 Vnexpess 신문에 실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청산에 한국측의 노력, 반성 및 양국 협력에 관한 보도
2016.02.27_한국사람들이 거자이 학살 50 주년 추념식에 참회의
마음을 표하면서 향을 태워 올렸다
2016.02.29_한국 재향군인이 베트남 전쟁 트라우마를 지우고 싶다
2016.04.30_한국 예술가가 “베트남, 미안해요” 동상을 조각하였다

과거청산
노력,협력에
대한 보도
(vnexpress)

14

2016.10.11_한국이 “미안해요, 베트남” 동상을 선물한다
2016.10.12_한국 사람과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2016.12.03_“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제창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16.12.05_한국사람이꽝남에서 학살 사건 목격자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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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_한국사람이 베트남에 사과하려고 꽝응아에
도착하였다
2016.12.06_베트남전 참전 재향군인의 딸과 학살에 대한 죄의식
과거청산
노력,협력에
대한 보도
(vnexpress)

2016.12.07_빈화 학살에 살아남은 아이와 한국 사람의 대화
2017.02.17_한국 대학생 2 명이 “미안해요, 베트남”이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1.700km 길을 자전거탔다
2017.04.26_제주도에 “미안해요, 베트남” 동상을 세웠다
2018.03.10_한국이 베트남에서 잔여 지뢰 피해를 극복하도록 2 천
USD 를 지원한다
2018.03.11_한국 민간이 하미 학살 (50 주년) 추념식에서
사과하였다

군대인민과 vnexpress 신문에 실린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 양국 협력이나
한국인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밝힌 보도 제목을 보면 이러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 언론보도가 1) 한국 민간단체들이 베트남 피해자 기일에 맞춰서
한국군 참전 지역을 방문하는 것, 2) “베트남 미안해요” 운동, 3) 한국의 예술가와
지식인 등 개인들의 과거청산 노력, 3) 전쟁 후유증 극복 사업에 한-베 정부
협력에 관한 내용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다.

노력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에 한국인의 반성, 참회 마음을 밝히고 미래 지향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군대인민,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는 동상> 2017.04.29_ “"Vietnam
Pieta" 동상은 엄마가 품속에 애기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엄마는 잠들듯이 눈을 살짝 감고 있고 애기는 기도하듯이
열약한 두손을 꼭 잡고 있다. 이 동상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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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야기한 학살들로 인해 세상을 떠난 엄마와 애기들의 영혼을
위령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미가 있다…중략…전쟁 종결 이후 평화
운동가들과 소수의 재향군인들이 베트남 양민 학살 사실 규명 운동에
참가하여 베트남 사람에게 사과하고, 전쟁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된 동네에
모금된 돈으로 학교, 병원을 짓기도 하였다. 1999 년 이후부터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 따라, 한국
사람들이 사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갈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위령비를 세우거나 평화공원을 만드는 등의 활동이었다. 그
행동들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가장 솔직하고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인민, <한-베 평화재단이 Ha My (하미) 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추념식을
열었다>, 2018.03.11_ 2018.11.03 일에 꽝남 성 띠엔 쯔엉 동 하미 마을에서
띠엔 쯔엉위원회 관리들이 한-베 평화재단과 함께 Ha My 학살 피해자
135 명을 위한 추념식을 열었다…중략…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돌아가신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위령해 줄 수 있는 일이고, 이는 한국 평화 단체들의
바람이었다. 과거를 기억함을로써 한국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기도 한다. 한-베 평화재단 (한국 인권 위원회 등록단체 )은
1999 년부터 한국단체, 개인들이 발전시킨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2016.09 월에 창립되었다. 재단의 목표는 평화롭고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면서 베트남과 한국에서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역사 사실을 확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추념식을 하고, 유가족을 지원해 주는 여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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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express, <한국 사람과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2016.10.12_ 오후에
한-베 평화재단에서 Da Nang 박물관에 52 개 기증품을 전달해 줬다. 그
중에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보여

주는

사진이

많았다…중략…“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된지 10 년 됐고, 그 시작은
구수정통신원(당시)이 한겨레 21 신문사에 베트남에서 한국 참전군이 한
학살에 대한 보도를 올리고 나서부터였다…중략…” &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제창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16.12.03_ “전쟁 사실, 죄악이 밝혀지자 베트남전 참전 한국재향군인
2000 명이 신문사 빌딩을 허물어 뜨렸고 한겨레 21 신문사 기자들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수정통신원의 역사의 문을 열겠다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중략…한겨레 21 신문사는 한국에서 이름있는
신문사이다. 나의 보도 내용 후에, 신문사 쪽에서 또 여러 보도를 실었는데,
베트남전 참전 한국 재향군인들과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랬다. 당시
벌어진 학살 죄악을 알려준 군이들도 있었다…중략…지난 17 년동안
우리가 평화를 위한 여행 형식으로 한국인 수천명을 학살 지역에 데려갔다
…중략…그러나, 국민은 정부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사과할 수는 없다.
한국정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사실이라 확인된다면
규명하고 공개하고, 그 후 베트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전쟁 보상을
해야 한다. 조사 사업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1999 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만난 피해자들 중 80%가 돌아가셨고, 현재
생존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중략…”

종합적으로 볼 때 2009-2018.06 월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 언론보도는 본
논문에 연구 3 시기 중에서 보도 양이 가장 많았다.

보도 특징으로 첫째,

한국사회 측의 과거청산 작업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원래 특징을 베트남

108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거 사건 관련 이슈, 현상을 주동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둘째, 보도내용에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에 대한 사료 정보를 자세히 알리고 학살에 살아남은 목격자와 인터뷰
내용을 생생히 보도함으로써 과거 사실을 규명하면서 잘못된 과거를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비판적인 보도는 한국과의 갈등과 원한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고 잘못된
과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단체들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청산 노력과 참회의 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이것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셋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거의 모든 보도에 베트남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잘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이외에 과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잘 방영해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제 2 절 베트남 사회 배경: “공업화 및 현대화” 과정의
성공적인 기초 단계
2009-2018 년의 베트남 사회는 그 직전 시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기존
한계점을 극복하여 발전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80,
90 년대에 베트남 사회는 대내와 대외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안정을
재정립하였다. 그래서 9 차 (2001)와 10 차 (2006)년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발전 미션을 제기하였는데, 21 세기에 베트남이 “공업화 및 현대화”
과정을 거쳐서 원조에 의한 경제가 아닌 자주적인 경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미션이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 년대의 첫 시기인 2001-2010 년
10 년간에 베트남은 모든 힘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의 2001-20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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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평균 성장률이 7.2% 였으므로 매우 빠른 성장속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2007-2008 년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성장률이 떨어지기는 하였다.

<그림 5>. 2001-2010 년에 베트남의 GDP 성장율
출저: 베트남 통계청, http://tapchitaichinh.vn (Tan Anh, Tuong Lan Anh 외.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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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평균 성장율이 2000 년 시점과 비교할 때 3.26 배로 증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전에는 베트남 경제의 주요 영역이 농.임.어업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공업화 및 현대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공업과 서비스 경제
영역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였다22.

<잡지: 베트남에서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 2013.08.22> (Tăng trưởng kinh tế và lạm
phát ở Việt Nam)
22 제 11 차 (2011.01.12~19 일)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서 참조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uocCHXHCNVietNam/ThongTinTon
gHop/noidungvankiendaihoidang
21

110

<그림 6>. 2000-2010 년에 베트남 경제 분야별 경제구조 전환
출저: 베트남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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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한 결과로 베트남은 2008 년부터 유엔이 매년 통계하는
저발전국가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졌고 초기 개발도상국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2010 년까지는 178 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75 개
국가 및 자치 영토와 무역관계를 수립하였다. 게다가 자유무역 협정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베트남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동적으로 열었다. 이 결과로 2001-2010 년 간에 베트남이 해외 투자기업
10468 곳에 투자활동 허가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1991-2000 년 시기에 비하면
3.3 배로 증가하였다. 해외 투자 FDI 도 역시 3.8%로 늘어서 상당히 많아졌다.
경제 성장과 대외 성공은 베트남 국내 사회에 곧바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인구 증가율이 2010 년에 1.1%로 줄었고, 도시 실업율은 5%이하이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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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71 세로 늘었으며, 초등 교육은 물론이고 중등 교육도 전 국민에게
보급화시겼다 (베트남 통계청, 2011: 9-21)
이렇듯이 2010 년까지는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낙후하고 가난한 상황에 갓
벗어나 “공업화 및 협대화”의 기초만 마련하였을 뿐이다. 2010 년 후에야 초기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새로운 시기에 나라를 개혁하여 실제적인 공업화 현대화의
모습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더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제 11 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2011.01.12~19 일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2011-2015 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1-2015 년에 평균 성장율이 7.0 – 7.5%에 도달해야 하며 2015 년
기준으로 1 인당 GDP 는 2000 달로로 증가하고, 경제 구조를 농.임.어업은
17-18%로 줄이는 동시에 중공업과 건설은 41-42%, 서비스. Hitechnology
산업은 35%이상 차지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또한, 수출이 평균 12%/년
기준으로 증가하도록 하고, 인구 증가율을 1%로 줄이고, 평균 수명을
74 세로 늘려야 한다…중략…경제 측면에서는 6 개의 발전 방침이 있는데
1) 경제 성장 모형과 구조를 재구조, 효율과 질을 개선, 빠르면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제 발전을 해야 하고, 2)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경제를
이루려는 현대화 방식으로 중공업-건설 산업을 개발시키면서, 3) 공업화 및
현대화의 방식으로 농.임.어업을 개혁하여 농부의 삶과 농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4) 재정, 은행, 무역, 관광 등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5) 나라 발전 추구 목표에 맞출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도록 노력하고 , 6) 지역 간에 평등하게
경제.사회를 발전시키도록 잘 인도해야 한다…중략.. 경제와 사회 발전과정
중에 이에 따라할 수 있는 국민 교육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교육 방식과 교재 시스템을 혁신하고 과학과 기술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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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해야 한다…중략…대외적으로는 독립-자주-평화-협력과 공동 발전의
원칙으로 관계를 다방면화시키면서 국제통합에 주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국제 공동 국가들에 대하여 친구이자 신뢰의 파트너 및 책임이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중략…독립.자주.내력 발휘 원칙으로 기존
외교관계를 속이 깊고 폭이 넓은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23

11 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위의 내용이 잘 보여
주는 바와 같이 2010 년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에 이른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공업화 및 현대화의 목표를 세웠다. 성장율을 더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구조에 농.임.어업을 확실히 줄이면서 중공업과 서비스 산업을 더 많은 비중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 삶의 질과 수준을 개선하도록 하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현대화 방식으로 기술을
응용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달리 보다 더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 통합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전에는 국제 공동
나라들의 친구, 신뢰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그쳤다면, 이 시기에 그
목표를 한층 더 높여서 “관계를 다방면화시키고, 책임있는 파트너 및 구성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이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1

년에

베트남은

그러한

목표를

세웠는데,

2007-2008

년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경제 성장 속도를
그리 쉽게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목표는 성장율이 7.0-7.5%로 높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2011-2017 년에 베트남의 성장율이 살짝 떨어져 평균 6%이상 대에

제 11 차 (2011.01.12~19 일)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보고서 참조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uocCHXHCNVietNam/ThongTinTon
gHop/noidungvankiendaihoidan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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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다가 2018 년 하반기에 7.08%로 증가해서 기존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시기에 성장율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와 지역 국가들에 비교할 때
베트남의 성장율이 눈부시게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은 %로
따질 때 성장율이 하락하였지만, 경제 성장 규모 (달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1-2018 년 기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 베트남의 수출입
금액 증가, 경제구조 전환이란 목표는 이루었다. 이는 다음 몇 개 그림과 표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2011-2018.06 월 베트남 GDP 성장율
출저: 베트남 통계청: 참초: http://vneconomy.vn, 27/12/2017 & www.gso.gov.vn, 2018.06 보고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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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so.gov.vn/default.aspx?tabid=621&ItemID=18864
베트남 통계청 총국장, 2018 년 하반기의 경제상황 보고서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6 tháng đầu năm 2018, Tổng cục trưở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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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아시아 나라들의 GDP 성장율 비교
출저: World Bank. 참조: A World Bank Group Flagship Report, 2018.02

<그림 8>. 2017 년에 베트남의 분야별 경제 구조
출저: 베트남 통계청; 참조: http://vneconomy.vn, 27/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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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0-2018 년에 베트남의 매년 총 수출, 수입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출저: 베트남 해관총서, 참조: https://customs.gov.vn,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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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표와 그림들이 보여준 베트남의 초기 공업화 및 현대화 성과는 제 12 차
(2016.01.20~28)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잘

반영되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2016-2020 년 목표를 제기하기 전에 2011-2016 년 5 년 간의 나라
발전 한계점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GDP 성장율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경제 구조가 전환되었지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년 변동이
있다거나, 국채를 늘리고 있고 생산율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교육,
의료를 비롯한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아직도 철저히 뽑지 못하였다는 등이다.
이러한 한계점과 지적을 참고로 해서 2016-2020 년 개발 목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는 GDP 성장율을 6.5-7%로 잘 유지하고, 경제
구조에서는 중공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85%이상으로 계속 늘려야 하고,
2020 년까지 도시화를 38-40%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2020 년까지 노동력 전체에 교육, 훈련을 받고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65-70%를
차지하며 도시에서 실업율을 4% 이하로 줄이고, 빈곤층 인구를 매년 1.0-1.5%
정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2020 년까지 95% 도시인구와

116

90% 농촌인구가 위생적인 물을 사용하고, 85% 쓰레기, 유해 물질과 100%의
의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달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5

제 3 절 한국과 베트남 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및 서로의 의존 & 과거청산
2008 년까지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였다. 앞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한-베 관계에 있어서 수교 수립 이후에 정당, 정부 간 뿐만
아니라, 양국 지역과 민간 간에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긴밀해졌다. 이런 성과에 이어서 2009 년에 이명박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응웬밍찌엣 (Nguyen Minh Triet)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베트남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21 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한국이 4 번째다 ([한겨레 신문], 2009.10.21). 관계 격상
결정은 양국이 정치적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인적, 문화 교류를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이란 용어가 들어간 만큼 양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느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2009 - 2018 년 현재까지 거의 10 년 간 한-베 협력 관계의 모든 측면을 볼 때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정부
25

제 12 차 (2016.01.20~28)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서 참고

(Báo cáo chính trị của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XI tại 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lần
thứ XII của Đảng) http://dangcongsan.vn/tu-lieu-van-kien/tu-lieu-ve-dang/sach-chinh-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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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부 외교관계는 그 성과가 양국 지도부들의 꾸준한 방문과 왕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최고

지도자인

이명박대통령,

박근혜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2009, 2013, 2017 년에 베트남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2011 년에 쯔엉떤쌍 (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 2012 년에
응우예떤쭝 (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 2018 년 3 월 22-24 일에 문재인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선포했던 양국 공동선언 내용을 통하여 양국의 긴밀한 관계와
미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한-베 최고 고위급 인사들이 양국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이 한국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의 중요한
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베트남 쩐따이꽝 (Tran Dai Quang) 국가주석은 한국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환영을 표명하였으며 베트남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 년 한국-베트남
미래 지향 공동선언 전문 참조).
그리고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는 인적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소통도 아주 활발해지고 있다. 2017 년 기준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약
15 만 명 정도로 통계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7 년까지 재한 베트남인 취업자가 48,357 명,
유학생이 24,548 명이었다. 특히 한-베트남 관계를 사돈 또는 가족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베 국제결혼 가정도 늘고 있다. 2017 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21,709 명 가운데 베트남 출신이 27.9%로
26.7%를 차지한 중국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채수홍, 이한우, 2018: 19-21).
교육.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협력도 다양해졌다. 이전 시기에는 양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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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직업훈련사업 시행에 대한 약정이나 산업기술학교 건립사업시행을
위한 약정 등만 체결하였다면, 2015 년에 한국의 교육부와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에 한-베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교육전반의 교류협력
활성, 교사 교류사업,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서로의 언어 교육 협력
등을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게다가 양국의 주 협력 영역 중 하나인
과학기술 협력은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2009 년 제 5
차 한.베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공동연구 추진, 기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과학재단과 베트남 과학기술발전재단은 과학기술 관리능력
향상 및 경험전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국이 2018 년까지 약
3,500 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에 연구소 건축, 연구장비 지원, 연구소 설립.운영
자문,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 연구소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0 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 베트남 호아락 하이테크파크의
사이언스파크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과 2015 년 대구 테크노파크와 베트남
호아락 하이테크파크의 기술교류 협력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곽성일.
김제국, 2017: 6-8)
정부 외교, 민간협력, 교육이나 기술 협력 등 여러 측면의 성과가 많기는
하였는데, 늘 그렇듯이 한-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협력 분야는 바로
무역과 경제 협력이다. 본래 수교 관계 수립 전에도 불구하고 무역활동이 있었던
한국과 베트남이 1992-2008 년 시기는 물론이고 2009-2018 년 시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관계에서 흔히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5 년
12 월 20 일부터 한-베트남 FTA 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다. 한베 FTA 발효 이전에 양국간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15.1%, 9.7%였으나,
발효 이후에는 31.9%와 26.2%로 증가하였다 (정귀일.문병기, 2018: 16). 2018 년
양국 공동선언 선포 시점까지는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자 제 2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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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ODA) 협력국 및 관광 파트너가 되었다. 양국 연간 교역액이 크게
성장한 결과로, 베트남은 한국의 제 4 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제 2 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교역 목표는 2020 년까지 연간 교역액 1 천억불
달성이라는 것이다 (2018 년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 전문 참초). 이러한 성과
건수를 다음 3 개 <표 19> <표 20> <표 21>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9>. 한-베트남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 무역협회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210.9 (32.2)

223.5 (6.0)

277.7 (24.2) 326.3 (17.5)

477.5 (46.3)

수입

71.8 (25.5)

79.9 (11.4)

98.1 (22.7)

125.0 (27.4)

161.8 (29.5)

수출입

282.7

303.4

375.8

451.3

639.3

수지

139.1

143.6

179.6

201.3

315.7

<표 20>. 2017 년 베트남 주요 국가별 수출입,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베트남 세관

2017
수출금액

국가

41.6

미국

35.5

순위

2017
국가

수입금액

1

중국

58.2

중국

2

한국

46.7

16.8

일본

3

일본

16.6

14.8

한국

4

대만

12.7

7.6

홍콩

5

태국

10.5

7.1

네덜란드

6

미국

9.2

6.4

독일

7

말레이시아

5.9

5.4

영국

8

싱가포르

5.3

5.0

아랍에미레이트

9

인도

3.9

4.6

태국

10

인도네시아

3.6

144.8

총계

총계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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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 10 대 수출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 무역협회

순위
1
2
3
4
5
6
7
8
9
10

2014

2015

2016

2017

중국

1,452.9

중국

1,371.2

중국

1244.3

중국

142.12

미국

702.9

미국

698.3

미국

664.6

미국

686.1

일본

321.8

홍콩

304.2

홍콩

327.8

베트남

477.5

홍콩

272.6

베트남

277.7

베트남

326.3

홍콩

391.2

싱기포르

237.5

일본

255.8

일본

243.6

일본

268.3

베트남

223.5

싱가포르

150.1

싱가포르 124.6

호주

198.5

대만

150.8

인도

120.3

대만

122

인도

150.6

인도

127.8

대만

120.0

인도

116.0

대만

148.9

인도네시아

113.6

멕시코

108.9

멕시코

97.2

싱가포르

116.5

메시코

108.5

호주

108.3

마셜제도

77.3

멕시코

109.3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베트남 관계가 과거에 비하여 모든
측면에서 더 긴밀해졌고, 협력관계에서 베트남은 수혜국 한국은 지원국이라는
관계가 더 이상은 아니며, 서로 Win-Win 모델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같이
협력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실용주의 외교정책에 따라서 이
시기에도 양국이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앞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수교 관계 수립
직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양국 관계에 있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다시 밝히려 도전하였다. 특히 2000 년대 초에 한국에서
한겨레 신문의 노력에 의하여 민간의 공감과 응원을 얻어서 아래에서부터
과거청산 활동이 보였다. 베트남 피해자와 한국군 참전 지역을 위한
모금운동이나, 과거사실규명위원회 등장, 한국 민간단체들의 베트남 방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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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배우기 등과 같은 활동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침묵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베트남 정부도 과거를 밝히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다가 이 과거와 관련 과거청산 활동에 대한 사회 관심도 초기에 비하여
식어갔다 (윤충로, 2013: 271-2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이어왔다. 이에 관련된 한국의 여러
민간단체들 중에 ‘한-베 평화재단’과 ‘나와 우리’ 라는 단체의 노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나와 우리’ 는 2000 년 6 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까지 한국군에 의하여 희생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주택을 건립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 학술토론회와
연구발표회, 학살 희생자 위령비 건립 등을 통하여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앞장서왔다 (한국일보 신문: 2017.10.18). 이와 함께 한-베
평화재단은 위에서 분석해 본 베트남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년 한국군
베트남전 참전 지역에 찾아가서 의료단의 의사들과 같이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한국인을 데려가 “역사 사실 확인과 습득”을 위한 여행 또는
방문 활동을 하기도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베 평화재단이 과거 사실 규명을
위하여 베트남 피해자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목격자로 나오도록
설득하여 한국까지 방문시키는 노력도 끊임없이 해 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한국군의 참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국 민간단체들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한국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역사 아픔을 함께 치유하도록 마음을 열었다. 예를
들어 한국 민간단체와 합력하여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비 및 기념비
건립이라든가 기일에 추념식을 함께 지내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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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와 추념식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수단과 공간이다. 20092018 년 시기에는 그 이전의 시기와 비교할 때 위령비, 기념비와 추념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과거 사실에 대하여 보다 잘 알게 되었다. 위령비, 기념비와
추념식의 존재 자체는 과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민간
단체들의 노력에 응하여, 소수의 한국군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 피해자가
역사의 증인으로서 서서히 나오기도 하였다. 즉, 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베트남 사회 도 아래에서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베트남 피해자 응우옌티탄 (Nguyen Thi Thanh) 아주머니와 응우옌떤런 (Nguyen
Tan Luan) 아저씨가 2015 년과 2018 년에 한-베 평화재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과거 사실을 밝힌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Ohmynews], 2015.04.07; [한겨레 21 신문], 2018.05.02).

제 4 절 소결
2009-2018.06 월 시기는 베트남이 1992-2008 년 시기에 대내와 대외적인
모든 측면에서 안정 재정립된 튼튼한 기초 위에 산업화. 현대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이 시기 초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으나 국내 내력과 밖의 지원을 최대한 잘 발휘하여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공산당과 정부의 발전 정책에 의하여 베트남이 세계에서 최고 빠른 속도의
성장율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정치 안정, 젊은 인구층,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법
등 여러 요소 때문에 갈수록 베트남에 해외 투자 FDI 자본이 많이 들어가
베트남을 실제로 황금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베트남
국민 삶의 수준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문화와 사회에도 발전이 눈에 띄었다.
후진국 그룹에 벗어나고 개발도상국이 된 베트남은 대외적인 활동도 보다
활발해졌다.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차츰 높아져서 베트남은 개최국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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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많은 국제회의를 주최할 기회를 얻었고, 지역과 세계의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전략적인 지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베트남이 주변국가 또는 세계 여러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늘 인식해서, 대외정책은 여전히 모든 국가와 친구이자 신뢰
파트너가 되자는 방침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다.
베트남 경제 성장에 한국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한국에
대하여 베트남이 소중한 파트너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1992-2008
시기에 비하여 2009-2018.06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 간에 서로의 의존도와
친밀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2009 년에 양국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로 격상한 결과였다.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란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역에 서로의 협력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베 관계에서 “좋지 않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상기시켜서 협력추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사회가 성숙해지고 선진화되면 될수록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직시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서 그 과거에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 측에서만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작업을
일방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사회에서도 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겼다. 물론 이 시기에 베트남 사회의 과거청산 움직임은 이전 시기에
한국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노력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다는 가능성을 제외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군 참전 지역의 피해자가 나와서 증인이 되고
한국까지 방문해서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과거사실 규명 작업에 힘썼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라이따이한 아이들에 대한 보도 주제 때문에 놀라워 하는

124

시기가 지나갔고, 베트남에서는 라이따이한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 책임을
묻는 시기가 되었다.
베트남 사회의 성숙함과 경제발전, 한-베트남 튼튼한 협력관계 배경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베트남의 발전과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한국 측만 아닌 베트남
측에서도 이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과거를 직시하여 미래
지향을 위해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 게다가 2000 년대 이후에 베트남
언론보도도 인터넷,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보도 채널이 다양해졌으므로 정보가
사회에 빨르게 퍼지는 현황이다. 이 모든 이유로 2009-2018.06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는 양도 많아지고, 보도
내용도 보다 다양해졌다. 이전 시기처럼 한국측의 과거청산 작업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시기에는 베트남 언론보도가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계속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과거에 관한 역사정보를 자세히 알리면서 과거 잘못을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함으로써 과거 사실을 규명하는 역할과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과거청산은 역사 사실규명이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었고, 베트남 언론보도도 이를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아직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 보도가 기존 한국자료나
베트남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양국
사회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굴하여 먼저 꺼내어 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할 정도, 혹은 의문과 논란을 남긴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에 기여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쟁에 한국 포로가 있었는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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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군철수 과정에서 실종된 한국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후 양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이 그런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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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연구의 결과 요약
언론보도는 국가 기록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도 역시 국가 기록의 일부인데, 이는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 과거사건이었고,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베트남 침략 전쟁에 군을 파병하여 참전하였으므로 베트남
입장으로 볼 때 당시 전쟁에 한국은 적국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가 “기억과
기록”, “과거청산”에 관한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정리해 보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의 특징은
과거 청산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한다. 과거청산
작업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각 사회마다
나름대로 가장 알맞는 과거청산 형식을 골라서 과거청산을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과거청산” 이론에 따르면 과거청산이 크게 1) 과거 회피 또는 억압, 2)
사법적인 조치, 3) 사과와 배상, 4) 과거 규명과 화해 4 가지 형식이 있는 것이라
한다.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은 이 4 가지 과거청산 형식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3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거나 그

과거사건의 일부만 선별적으로 기록한다는 특징이다. 이는 ‘과거를 회피 또는
억압’하는 과거청산 형식에 수반되는 것이다. 둘째 특징은 피해자 나라와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실을 기록하면서, 과거청산 과정에 본국
사회에서 또는 “적” (가해자) 사회에서의 노력과 행동을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특징은 과거청산 형식들 중에서 “사법적인 조치” 및 ‘사과와 배상’이란
형식이 만드는 결과이다. 마지막 틍징은 양국의 과거사건 사실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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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가해자 나라에 대한 화해와 사면을 지향하는
태도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비판적 규명작업과 화해’ 과거청산

형식과 관련된 특징이다.
이러한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 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어떤 청산 형식으로 청산하는지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현황과 특징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포함한 국가 기록은 사회, 정치,
경제와 문화적인 여러 요소의 영향도 받아서 기록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보다 정확히 알아보려면
먼저 한-베 양국의 과거청산 작업을 파악해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시기별로 베트남 사회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베트남
언론보도의 제도적 조건 서술 부분에서 다루어 본 바와 같이 베트남 언론법에
따르면 1976 년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베트남 언론보도가 늘 정부의 관리,
공산당의 지도 하에서 충실히 운영되면서 정부와 정당의 나라개발 업적에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론틀, 필요로 하는 배경 지식에
의하며 수집한 신문보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976-1991 년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의 현황과
특징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침묵”이라 할 수 있다. 전쟁과 통일 이후부터
1986 년까지 베트남 사회에서는 남-북 베트남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중요한 과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전략
때문에

이

시기에

베트남

대외활동도

실패로

비참하게

귀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형제국이었던 중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주변국가와 세계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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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의 외면을 당하여 고립상태에 빠졌다. 결국 1986 년에 대내와 대외적
모든 측면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제 6 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도이머이 (혁신) 정책을 선포하였다. 도이머이 정책 내용과
6 차 전당대회 자리에서 베트남 공산당이 1986 이후부터 90 년대 내내
베트남에서 사회화합과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대외정책은 사회주의 나라의 도움을 잘 활용해야 하며 동시에 정치 체제가 서로
달라도 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나라들과 서로 “존중과 평등협력 원칙”으로
관계를 개선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전략을 실행하겠다 선포하였다. 이처럼 19761991 년 시기에 베트남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재정립이란 2 개 과제를
해결하느라 빈틈이 없었고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대내와 대외정책까지
고려해 보면 이 시기에 옛날 적과의 과거를 상기시킬 때가 결코 아니였다.
국내의 특별한 형편으로 인해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과거를 회피 또는 억압하려는 선택을 하였다 평가할 수 있다. 과거를
상기시킬 틈도 없고 의사도 없으며 과거청산 작업도 물론 없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단절된
시기라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과거 청산활동도 안 보였다. 따라서 국가 기록의 한 가지 유형이자
정부와 정당의 도구로서 베트남 언론보도도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1992-2008 년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에 가장 눈에 띈 특징이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즉, 당시 베트남
언론보도가 이 과거 사건을 먼저 꺼내 상기시켜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수교 수립 직후부터 그리고 특히 1999 연도와 2000 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과의 안타까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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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있었는데,

베트남

언론보도는

보도내용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간단히 알려주는듯 수동적으로 간략하게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었다. 관련 보도의 양도 많지는 않았고, 보도 내용에도 가능하면 “좋지 않은
과거”, “어려운 시기”, “특별한 역사 배경”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서술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과거사실 언급을 자제하면서 보도에 이 과거에 대한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한국 측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
행동을 잘 반영하는 특징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긍정적인 정보만 보도하려는 노력이었다.
본논문에서 살펴본 바탕 내용으로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왜 위의 특징들을 지니는지를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전 시기와 달리 1992-2008 년에 과거청산 작업, 즉 움직임이 틈틈히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대 정부 사이에 정식적으로 과거를 청산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사회 아래로부터 베트남을 향한 ‘사과와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한겨레 신문의 연속
보도를 통하여 사회의 관심을 이끌었다거나, 모금운동, 사실규명 운동, 사과
운동 등을 시작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한국 측의 ‘사과와 배상’을 지향하는
그러한 과거청산 활동에 따라 베트남 언론보도가 가해자였던 한국의 노력,
행동을 인정하면서 보도하였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보도내용에 과거사실에
관한 역사적인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고, 대신에 최대한 회피한 태도로 보도하고,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닫기’ 입장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기도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론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 1986 년
도이머이(혁신) 정책의 성과에 의하여 모든 측면에서 안정을 재정립하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추세가 잘 보였으나, 베트남이 여전히 후진국이므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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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발휘 외에는 주변국가와 세계 여러나라의 지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90 년대의 “적은 덜하고
친구는 더하기” 방침에 이어서 2000 년대에 “베트남이 세계 나라들의 친구이자
믿음직스러운 파트너가 되자”는 방침으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베트남 사회의
상황, 발전전략와 대외정책을 보면, 베트남이 옛날 적국과의 좋지 않은 과거를
상기시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한 것이 시대에 맞는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믿음직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싶은 베트남은 더 이상 남조선, 남한이 아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었다.

수교 체결 당시에 양국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뚜렷한 어떤 조치도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한-베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공동 인식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믿음직스러운 파트너가 상대방과 동의하였던 것에 두말을 하면 안 되고, 특히
2001 년에 한국과 베트남 과계가 “21 세기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 과계로 격상된
후에는 더 그렇다.
2009-2018.06 월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도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와 똑같이 여전히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다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한국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특징도
발견되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한국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소식 전달 방식으로만 보도하지 않고,
이제 베트남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과거에 관련된 이슈, 현상도 잘
반영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한 학살에 사망자들의 기일 추념식,
라이따이한 아이 (한국 군인 아버지와 베트남 여성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한국 아버지 찾기 여정, 베트남에서 군인에 대한 주제로 만들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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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로 인한 사회논쟁 등에 대한 보도는 대표 사례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전 시기와 정반대로 보도내용에 과거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자세히
알리고 과거를 비판하는 태도로 보도하는 점이다. 이 시기에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 한국군이 어떤 학살을 하고 양민 몇 명을 죽였는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터에 군인 몇 명, 어느 부대와 왜 파병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숨김없이 잘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피해자와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내용을 생생하게 실음으로써 과거 사실을 더
이해시키려고 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전 시기에 “어려운 시기” 또는 “힘든
과거”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도를 서술하였다면 이 시기에 “남조선 용병”,
“인간 가면을 쓴 맹수”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런 보도내용은 갈등 유발과 상대방 공격이란
목적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고, 과거 잘못을 비판함으로써 앞으로는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는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언론 보도가 그러한
특징들을 지닌 첫째 이유는 양국의 과거청산 형식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전
시기와 달리, 2009-2018.06 월 시기에 한국측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에서도
과거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수이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한국 민간다체와 함께 사실을 규정하도록 힘을 썼다는 뜻이다. 또한,
간접적으로 언급하나마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협력도
많아졌다. 둘째 이유는 베트남 사회가 “공업화 및 현대화” 과정을 통하여
어느정도 잘 발전하고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 년에 한-베 관계를 “21 세기
전략적 협력 파트너” 과계로 격상해서 서로의 의존도와 친밀도도 높아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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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만 상기시킨다고 해서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셋째 이유이다.
연구 결과에 의해 또 다른 추측: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사회 기억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기억과 베트남의
사회적 기억에는 차이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회적 기억을
완전히 일치시키도록 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양국의 사회적인 기억에 있어서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인정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화해를 간절히 원하며 포용하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과거 관련 모든 갈등과 논쟁을 완화할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철저한 과거청산과 진정한
역사화해를 이루려면, 먼저 과거에 연루된 주체들의 기억을 파악함으로써
서로의 인식, 입장을 이해하여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은 상대방의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을 잘 알아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한국의 경우는 주로 한국 사회의 기억을 밝히는 연구작업에만
집중해 왔다. 지금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에서 이 과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사회적인 기억을 파악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고, 각 계층마다 또 자신을 둘러싼 배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며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사회적 기억을 연구하는
일은 광범한 범위에서 그리고 사회의 다층적인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인터뷰를 심층있게 진행해야 보다 설득력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이루기 전에 필자가 본논문 연구결과에 의하여 추측으로나마

133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의 사회적인 기억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보고자 도전하였다.
이론 고찰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록과 기억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기록은 곧 기억의 저장 공간이자 거울처럼 반영 및 전승 도구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기록은 기억을 공고히 해 주는 기능까지 하기도 한다. 기록의
한 가지 유형인 언론보도도 역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르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과거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기억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특징은 시기별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976-1991 년 시기에는 보도없은 침국시기였고, 1992-2008 년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하여 가능하면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보도하였고, 2009-2018.06 월 시기에는 과거사실을 밝히고 비판하여 보도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언론보도가 그런 특징과
현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베트남의 사회적인 기억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70, 80 년대 한국군이 베트남전쟁터에서 철수한 직후에는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물론이고 한국군인과 베트남 양민 피해자까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문제, 세계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알게 되고 그 공통지식을 얻어 사회적
기억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전혀 없어 침묵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회에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망각에 묻혀버렸다. 그러다가 90, 2000 년대에는 한베 수교 이후 한국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베트남전 참전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모금운동, 사실 규명 운동, 사과 운동을 하는 노력에 따라 베트남 언론보도가
베트남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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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조금 조금씩 상기되었다. 하지만
보도의 양도 적었고 보도내용에도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어려운 시기”, “슬픈 과거”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애매모호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퍼져서 튼튼한
사회적 기억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혹은 관련 언론보도가 사회에 잘
전달되었다고 해도,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사회적
기억에는 베트남 정부의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 및 한국측의
이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과 행동에 관한 것만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내용은 주로 2 가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의 사회적 기억에
마지막 전환점은 2000 년대 후반부터 생겼다. 이 시기에는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과거청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측에도 움직임이 나타났다. 양국
정부의 과거청산을 위한 동태가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언론보도가 이
과거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2018 년
시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가 현재 이슈,
현상을 반영하면서 과거에 관한 역사적인 정보나 목격자, 피해자 등과의 인터뷰
정보까지도 잘 실었므로, 이 과거에 대한 베트남의 사회적인 기억이 갈수록
완전해졌다. 즉, 이 시기에 과거에 대한 사회적인 기억은 조각그림처럼 한 두
조각을 더 붙여서 보다 완벽해졌다. 예를 들어, 이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의 사회적인 기억에는 한국측의 과거청산 노력, 베트남정부의
입장과 애매모호한 과거 사실만 있지는 않고, 한국군이 어떤 이유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베트남에서 어떤 학살을 하였는지 등과 같은 세부내용도
재상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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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본논문은 베트남에서 군대인민 (Quan doi nhan dan), 인민 (Nhan dan),
신뉴스 (Bao moi)과 vnexpress 4 개 대표적인 신문을 통하여 1976-2018 년까지 총
42 년 동안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여면 베트남 언론보도는 한-베트남 관계에 있어 좋지 않은
과거를 어떤 내용과 태도로, 즉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또는 어떤 형황과 특징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또, 42 년이란 긴 시간에 이 과거에 대한
보도내용과 보도태도에 변화가 있는 여부도 파악하였고,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을 근거로 하여 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어느정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논문주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
연구”로 되어 있지만, 연구결과를 통하여 양국의 이 과거에 관한 여러 문제를
엿볼 수 있는 창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를 침묵해 망각해 버렸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는
논문내용과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의 사회적인 기억이 어떤지를 추측할 토대가 되었기를 바라기도 한다. 한베트남 관계가 어느때보다 친밀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양국이 과거문제를
청산하여 미래에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하는 데에, 또한
지역에서 좋은 역사화해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본 논문이 작은 기여라도 되길 희망한다.
위의 연구 의미를 위하여 연구했었는데 아쉽게도 본 논문에는 한계점이
있기도 하다. 먼저, 긴 시기 동안 한 나라의 언론보도를 연구하는 논문인데,
대표로 2-4 개 신문밖에 조사하지 못하였고, 보도 조사방법은 정확도가 높은
수단과 방법으로 보도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주로 눈으로 확인하고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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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으므로 보도 건수를 놓쳤다거나 중복하는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신문 유형은 베트남 국립종합 도서관에서 문서저장
문제 및 data base 저장 기한 한계 때문에 1976-2008 년까지는 종이 신문 (hard
copy)으로 조사하다가 2009-2018 년 시기는 온라인 신문으로 대체하여 조사한
것은 논문 연구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아쉬움도 있다. 종이신문 (Hard
copy)이나 온라인 신문으로 조사하건 간에 똑같은 군대인민 및 인민 2 개 신문을
중심으로 하여 일치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론과
분석틀에 의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베트남 언론보도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적과의 과거에 대한 기록” 이론에는 주로 베트남
측에 관한 변수를 넣었을 뿐이지 “한국 정부의 성격”, “한국 사회 분위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넣어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에
기회되면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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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ing of
Vietnamese media reports
about Korea's military involvement
in Vietnam War
(1976 ~ 06.2018)

Ngo Diem Hong Nga
Korean Studies Major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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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study about Vietnamese media reports on the topic of ‘the
involvement of Korean soldiers in the Vietnam War’ during the period from 1976 to
the present when this study is being conducted. The main focus is on the aspects of
what Vietnamese media reports were about, attitudes of publishing those reports and
the changes in their contents and motivations over the past 42 years. After meticulous
analysis, the author will try to present some possible explanations for tho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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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the research’s purposes, the author starts from reviewing current
literature related to fundamental topic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ast and collective
memory”, “relation between collective memory and records”, “resolve the past of
history” in order to build a new theory of “Recording the past of history with enemy”.
In addition, the next step is to collect and analyze the Vietnamese media reports on the
topic of “the involvement of Korean soldier in the Vietnam War” from 1976 to June
2018. Most of the reports are selected from the Vietnamese mainstream media
including ‘Quân đội nhân dân (Quan doi nhan dan)’ and ‘Nhân dân (Nhan dan)’
newspapers. For the period after 2000, when online media reports become
considerably popular, the author adds two more online newspaperssources that have
most readers in Vietnam comprising Vnexpress (vnexpress.net) and Báomới
(baomoi.com). To make the study more exclusive, the author includes other critical
sources such as reports of the Communist Party, reports of 5-year development plan as
well as some media-related law documents of Vietnamese government.
The finding result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time frame of three major
periods including 1976-1991, 1992-2008, and 2009- 06.2018. The rationale for this
division is based on several important factors such a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edia,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of Vietnam.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in the following.
During the first period of 1976-1991, it can be literally called as the ‘silent time’
of Vietnamese media regarding the topic of the involvement of Korean soldiers in
Vietnam War.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any news on this subject
throughout this period. The major reason could be that the main focus of the
government during this timewas solving the consequences of war and resol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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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the country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Another important reason can
bethe isolation of Vietnam being discriminated b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ter her involvement in the war happened in Cambodia, which forced Vietnamese
government to employ a friendly diplomatic policy with foreign countries despite of
the difference in political regime including Korea. Therefore, in terms of both
domestic situation and foreign policy, this is not an appropriate time to talk about the
“unhappy past” with Korea. Moreover,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Korea were totally ceased in this time, and there was no recorded attempt from any
side to revise it, so there is obviously no motivation for the media to discuss about this
subject.
The second period of 1992-2008 was recorded as “a passive reporting time”. In
specific, until this time, Vietnamese media reports had not been actively recalled the
past with Korean even once. The first papers written in 1992 and 1993 can be seen asa
passive reaction to some Korean papers touching on this topic. This period includes an
important event of Vietnam and Korea of establishing the diplomatic relationship, and
some private organizations of Korean started to liquidate the unhappy past. Besides,
Vietnamese media mostly emphasized on the view point of ‘closing the past towards
the future” of the government and refrained from digging up the truth of the past but
instead mentioning about the private organizations of Korean efforts to resolve the
past.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attempts to not to create any host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urgent need of Vietnamese government at this moment was to
push the country out of poverty where the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was considered
to besignificant. As a result, the foreign policy of Vietnam government during this
time was “more friends and fewer enemies”. At the same time, Korean was Vietn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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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artner in all aspects when it was one of the biggest ODA partners supporting
Vietnam. Moreover, there were also some notable efforts from the private
organizations of Korean to resolve the past with Vietnam, which urged Vietnamese
media to begin to speak out but not stay silent as they did before.
There are some stark distinctions in the last period of 2009-2018 in terms of the
contentsand the number of media reports as well as the attitude of their writings.
Firstly, the number of papers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can be seen as the
period of clarifying the truth and criticizing the past in order to towards the real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ose topics of ‘closing the past
towards the future” still remain strongly in the media reports of this period.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while in the previous period, the media passively reported
according events happened in Korea related this this topic, in the recent time they
actively talked about sensitive topics such as commemorating the death anniversary of
victims of the massacre or the arguments around the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related to the involvement of Korean soldiers in wars in other countries. Furthermore,
after 2009, Vietnam has been no longer classified as a poor country and became a
developing country with some certain achievements in the cause of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the relation with Korea, Vietnam has become a strategic partner
in all aspects with more win-win and balanced roles but not like the one-sided
dependence relationship as before. Clearly, this can be the reason why Vietnamese
media reports writers become increasingly confident in expressing their thoughts.
Moreover, those activities for resolving the past has been no longer solely started from
Korean side but also from Vietnamese victims. Besides that, despite not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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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directly, the two governments have also cooperated in some projects to cure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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