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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는말
베트남의

각 역사적 시대를 나타내며 다이아몬드 플라자 (the

Diamond Plaza). 대 성 당 (the Cathedral). 대 통령 궁 (the Thong Nhat
Palace) 이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로마식 스타일의 건축물인 대성당
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대통령 궁(옛 독립궁. Independence

Palace)

은 미국의 지원을 받던 남부의 정권을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라자는
오늘날의

베트남을 상징한다 (N밍lyen

Kh ac Vìen and Huu Ngoc eds.

1998: 255-256).
40년 전쟁 (1 939-1979) 의 상흔이 채 아불기도 전에 베트남은 오늘날

의 세계가 낳은 또 다른 모순에 직변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 그
래서 상황이 더 복잡한 것이리라. 베트남 안에서 이런 모순이 가장
집약된 곳이 바로 사이공(현 호치민시)이다 (ibid.:

19 1).

호치민 시내를 걷다 보면 베트남의 근대사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위의 세 건물과 반드시 마주치게 된다. 현지조사 기간(1 998-2000년)

동안 필자는 이 세 개의 역사적 건물이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기묘한
삼각구도를 보면서 자주 발길을 멈추곤 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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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90년대 말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움으로 지어진 초현대식 고층

건물(다이아몬드 플라자)1)이 베트남인이 내쫓기 위해 백년 가까이
싸웠던 두 제국(프랑스와 미국)의 힘과 지배를 상징하는 나머지 두
건물 (대성당과 대통령 궁)을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베트남의 대표적 지성인 응엔 각 비엔이 사이공을 “가장 모순이 집약

된 도시”라고 정의한 것도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 때문일 것이다‘
제 3 세계의 도시가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실현하려는 외국자본과의
연계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호치민 시의 사례가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베트남 사회의 여러 주체(local gatekeepers) 들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또는 역이행)하는 역사적 현실 속
에서 자기모순적 이데올로기와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유명한 베트남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가 시장경제의 도입과 외국자본

에의 의존을 통해 한때 상실해 가던 통치력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Fforde

and Vylder 1996: 258).

응웬 각 비 엔 (ibid.:

189-190)

은 과거 베트남 사회주의 정권의 부단한 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
행하던 음력설(표t) 폭죽놀이가 개혁 이후에 성공적으로 근절되었다
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을 편다는 여론이 형성

되면서 베트남 정부의 도박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 못지않게 개혁개방정책 (Doi Moi) 의 모순과 역설을 대

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가 노동계급 (the working class) 이다. 많은

1) 다이아몬드 플라자는 한국의 포항제철과 베트남 철강회사의 합자기업이 9천
2 백만 달러를 들여 지은 초현대식 고층 건물이다. 호치민 시의 중심가인 ‘레
주언 (LεDuan) ’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주재원들이 머물
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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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자들은 혹독한 시장경제 논리와 자본주의 훈육으로 힘들
어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빈곤을 안겨 주었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계

획경제보다는 경제적 자유화를 선호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상황
에서 그 동안 국가와 노동자의 양자를 연결하는 “트랜스미션 벨트
(σansmission

belt) 역할"(Pravda and Ruble 1986; Norlund 1997) 을 자

임해 왔던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와 역할이 모호해졌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은 개혁개방정책의 시행 이후 호치민 시가 당면한 이러한 제
반 모순을 역사， 국가， 계급의 정치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개혁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현재

호치민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호치민 시에 일어난 일반적인 변화와 호치민 시에 위
치한 한 산업지대에서 일어난 특수한 변화를 순차적으로 기술한다.
셋째， 호치민 시의 산업지구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개혁정책의 두
축인 자본주의화와 외국자본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를 노동자 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재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다. 이상의 논의는 호치민 시가 어떤 역사적，
계급적 모순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어떤 현재적 모순을 통해 미
래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2.

개혁정책의 역사적 배경

현재 호치민 시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은 세 가지 상호연관

된 역사적 요인， 즉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실패， 개혁정
책의 산물이다. 개혁정책은 베트남 전쟁으로 상처입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의해 다시 한번 상처 엽은 베트남 사회를 치유해 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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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시작되었다.

1)

전후 경제와 사회주의 베트남의 건설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사회에 미친 끔찍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몇몇 통계수치만 떠 올려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삶들이 파괴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4년부터 72 년 사이에만 2 차대전 중 유럽과 아
시아에 투하된 전체 폭약의 두 배가 넘는 1 천 5 백만 톤의 폭약이 이

작은 나라에 퍼부어졌다 (Kolko 1997: 2). 이로 인해 l 천만 명의 피난

민

1 백만 명의 과부， 88만 명의 고아， 25 만 명의 마약중독자， 30만

명의 창녀가 생겨났다 (Marr and Whi te 1988: 3).
하지만 전쟁이 남부 베트남 특히 경제 중심지였던 호치민 시에 남

긴 상처는 이런 물리적 파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

고 미군이 떠나자 원조경제에 중독되어 있던 남부 베트남인들의 경제
적

삶이

뿌리

채

흔들렸다.

상업

수입제도 (Commercial

Import

System) ’ 를 통해 공급되어 온 외국상품들과 미군 (GI)의 지출 덕택에
국내총생산 (GDP) 의 114퍼센트를 홍청망청 소비해 온 남부 베트남인

이 겪은 경제적 후유증은 심각했다. 전쟁에서 깨어나 보니 남은 것은
“원시적”인 산업기반 뿐이었다. 전쟁을 피해 호치민 시에 몰려 살고
있던 비생산적이고 과밀한 도시인구도 심각한 문제였다. 전쟁이 끝나
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남부 베트남인의 30.5% 가 여
전히 다낭 (DaNang) 과 사이공(현 호치민시)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었

다 (Beresford 1988). 사이공 시내의 일부 지역은 인구밀도가 28 ,000/

때}2 가 넘 기 도 했다 (Nguyen Khac Vì en and Huu N goc, eds. 1998: 160).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전후경
제 건설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오랫동안 분리된 채 성장해 온

남부와 북부의 장점을 통일하면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런 낙관론에 근거하여 새 정부는 남부가 겪고 있는
전후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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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곧바로 사회주의화에 착수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과밀한 도시인
구를 조절하기 위해 호치민 시민들 중 다른 남부지역(특히 메콩 텔타
지역) 출신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사회주의 정부가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중부 산악지역을 비롯한 미개발 지역으
로 이주하도록 권장했다. ‘신경제지대 (New Economic Zones) ’ 라고 명

명된 이 미개발 지역들은 전기， 수도，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거
의 없고 땅을 개척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열성적인 젊은 공산당원들이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을 조직해서 신
경제지대로 떠나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새 정부는 농업 지역을 ‘집

산화 (collecti찌zation) ’ 하고 도시에 남아 있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앞장 선 국유화 운동을 통해 1 ， 500개의 사영기
업 이 13 만 명 을 고용한

6507H 의 국영 기 업 (State Owned Enterprises 또

는 SOE) 으로 재편되었다 (Nguyen Khac Vi en 1980: 7). 이 과정에서
소유기업을 뺏긴 사람들은 주로

화 (Hoa)" 라고 불리는 중국계 베트

남인들이었다.
강제적인

‘마오쩌뚱식 (Maoist style) ’

국유화와 집산화는 남부에서

많은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농민들의 집산화에 대한 저항은 섬
각했다 이들이 집산화에 소극적이거나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급락했고 이미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내고 있던 식품
의 가격이 급등했다. 일부 부패한 공산당 간부들과 결탁한 도시의 부
유한 상인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요 식품을 비밀리에 사 모

은 다음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 (Bresford

1988: 107). 반면 “보통사람” 들은 땅 속에 몰래 파묻어 둔 금이 나 귀
중품을 꺼내 식량을 구입해야 했다. 식품가격의 인플레이션과 투기는
전후경제하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노동계급의 생계에 커다
란타격을입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한 사회주의 정부의 이해는 단편적이

었다. 식민주의와 전시경제의 구조적 유산보다는 일부 유산계급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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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행위와 관련지어

(compradore )

이해했던 것이다. 그 결과 소위

‘매판적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 를 겨냥한 보다 강경 한 조치 가

잇달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요 대상은 또다시 “화 (Hoa)"
들이었다 (Vo

Nhan Tri 1990: 59-72).

이와 같은 특정 민족 집단을 겨

냥한 사회주의 정부의 정책에는 이해할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
다. 약 삼백년 전 사이공 일대가 ‘응웬 (N밍Jyen) ’ 왕조에 의해 처음으

로 식민화된 이래로 중국계 베트남인들은 범사이공 지역의 경제 특히
상업을 장악해 오고 있었다. 이후 이들은

‘떠이 선 (Tay Son) 반란

(1 778-1802 )’ 으로 남부 농민의 표적이 되자 현 호치민시의

‘쩔런

(Cholon , 큰 시장이라는 뜻)’ 지역에 정착해 단결력을 과시했다. 이
곳을 근거로 ‘화’ 들은 프랑스 식민정부와 옛 남부 베트남 정부의 비
호하래 사이공의 도매의 대부분， 산업의 80퍼센트， 해외무역의 70퍼
센트를 포함 이 도시경제의 4분의 3 을 지배했다 (ibid.) ‘

이러한 과거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가 670여 부유층을 ‘인민의 적’
으로 분류한 뒤 159가족의 재산을 몰수했을 때 무려 117가족이 중국
계였다 (Vo

Nhan Tri 1988: 77-88). 현재 ‘화’ 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퍼센트 가량에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계가 집중적인 표적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사가상으로 캄보디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심각한 외교적 불화까지 일어나자 78-79년 사
이에만약 30만명의

‘화’들이 베트남을탈출했다.

2) 개혁정책의 배경과 효과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남부 베트남에서 급격한

생산관계의 변화가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데 있었다. 무엇보
다 당시 베트남 경제의 근간이었던 농업부문의 문제가 심각했다. 남

부 도시의 식량 공급원인 메콩 텔타의 경우 집산화에 대한 농민의 저
항이 점차 거세어 지고 있었다. 수확을 거부하고 쌀을 돼지에게 먹이
거나 가축을 도살하고 경작지를 황폐화시키는 등 개인의 자산과 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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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n

이런 저항행위들은 식량을 거두어 재분배해야 하

는 사회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통일 이후 약 5-7년간 사회주의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을 면밀히 살

펴보면 남부에서 일어난 저항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농
업부문에서 정부는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수매가를 낮게 설정하
고 비현실적인 할당량 징수를 강행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국
영기업블이 원자재， 부품， 연료 부족은 물론 경영기술의 낙후로

50퍼센트의 가동률만을 보이고 있었다 (Vo Nhan

Tri 1988: 82).

30상업

부문의 소비재 부족도 심각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금 노
동자들이 소비재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으면서 뒷거래를 통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나 해야만 했다. 새로 도입한 생산관
계가 이젠 불법이 되어버린 과거의 자본주의적 경제행위들을 일소하
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칠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 (hard reform) ’ 이 남부의 경제를 통
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감에 따라 정부는 일련의 개혁 정책을 내
놓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
가들도 유사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조응하여 ‘제 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가 “혁명적인 열정보다 (현실의) 객관적인 볍칙을 인정”한다는 역사
적인 선언을 하게 된다 (Marr

and Whi te 1988: 4).

하지만 이런 선언

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친 단계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다.
우선

‘제 5 대 의회 (the Fi빠1

Congress) ’ 는

1982 년 가족경제를 인정하여

개별 가족들이 개인의 잉여생산물을 전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식적
으로는 가족경제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정부

와의 협상을 전제로 전유를 허용했지만 사실상 개인의 이윤추구활동

과 부의 축적을 허용한 것이었다. 가족경제와 같은 사실상의 사적 경
제활동의 허용이 (특히 농업부문에서)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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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 베트남 개혁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남부출신 지도자 응웬 반 린

(Nguyen Van Linh) 이
Congress) ’ 에서 마침내
선언하게 된다

1986년

‘제 6 차 공산당 대 회

핵섬적 사회주의 정책의

(the 6th Party

‘쇄신 (D이 Moi) ’ 을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국가의 가격통제，

집산화， 평준화된 임금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책변화가
시작되었다.
사적 경제활동의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80년
대 후반부터 남부의 경제 중심지 호치민 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식량의 잉여생산이 실현되고

개인의 상업 활동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지역시장이 활성화되기 시
작했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는 아직 낮은 생산성， 높은 생산비용， 저
질 생산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연평균 1 천 퍼센트의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었다 (Maπand White

1988: 5).

사유화의 확대

와 시장경제의 도입이 호치민 시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은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90년대 초부터이다.

3. 외국인 투자와 호치민 시 발전의 정치경제학
1)

호치민 시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성격

외국자본의 등장이 호치민시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30-40억 달러의 외자가 호치민시 , 인근 동나이

(Dong

Nai) 성， 바지아-붕따우 (Ba Ria-Vung 갱u) 성에 투하되었다. 이는 베트

남 전체에 투자된 외자의 반이 넘는 액수이다. 외국자본의 도입은 베
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 (90년대 연평균 약 10퍼센트)을 견인하면서
호치민 시의 외양과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고속 경제성장은 90년대 말까지 호치민 시민의 일인당 평균
소득을 8 백 l 천 달러로 신장시키며 이 도시를 베트남의 중심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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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으로 변신시켰다 2)
하지만 호치민 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런 양적 성장으로만 설명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호치민시에 투자된 외
국자본의 성격을 이해할 펼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도심의

비생산적이고 사치스러운 상업부문과 외곽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양자 중 하나에 투자되어 있었다. 호치민 도섬에 투여된 외국자본은
주로 대형 상가， 사무실， 호텔을 짓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교통， 통신， 정보， 금융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은 아주 느리게 개선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99년 현재 호치민 시의 주요 간선도로와 하수시설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것을 조금씩 고쳐가며 쓰고 있었다. 이
로 인해， 우기가 되면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잠기곤 했다. 대중교
통의 현실은 더욱 끔찍했다. 99년 현재 이 거대도시에 단지 2 ， 837 대
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시민 l 천 명 당 한 좌석씩이 배당되어 있는

셈이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단 2 퍼센트의 시민만이 대중교통을 이용
하고 있었으며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
율이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호치민 시에 안겨 주었다. 고층건물이 우
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는 이 도시의 화려한 변신만을 보면 99년 현
재 전화의 보급률 10퍼센트에 불과하고 시민들이 전화를 놓는데 약 1

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신청
자의 총수가 불과 2 만 2 천명이었고 이것도 대부분 외국인이나 외국회
사와 연계된 베트남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상의 자료는

2) 베트남 정부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외국에서 나온 통계 역시 차이가 많
아정확하게 호치민 시민의 연평균소득을제시하기가쉽지 않다. 예를들어，

UNDP나

다. 반면

World Bank에 따르면 94년의 베트남의 일인당 GDP는 103 달러였
World Almanac은 약 230달러라는 다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 힘들다- 참고로 한국의 KOTRA의 인터넷 자
료에 의하면 99년 현재 베트남의 일인당 GDP는 약 374달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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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on Gai Phong ,

99년 11 월 11 일자와

Saigon Marketing ,

99년 6월

31

일자에서 인용) , 이런 수치들에 근거해 볼 때 이 도시의 외양적 변화
가 주로 외국인， 외국기업， 기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에 힘입고 있으며， 호치민시의

보통사람 들을 위한 발전은 상대

적으로 답보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호치민 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 외국인 투자에 의
한 산업지구의 발전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호치민 시의
외곽에 형성된 산업단지와 수출자유공단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절대다수가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으로부터 이전한 노동
집약적 공장이었다. 단독투자이건 베트남 자본과의 합자(合資)이건
이들 다국적 공장들은 대부분 본사로부터 중고 기계를 수입한 뒤 본

사를 통해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과 가공만을 담당하고 있었
다. 물론 이러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해 베트남측은 저임금 노동자
의 고용효과， 대폭 감면된 세금， 장기간 저가로 임대해 준 공장부지
와 사무실 임대료，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기법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는 이익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투자가 베트남의 장기

적인 산업기반 축적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
의 여지가있었다.
자본주의 축적의 냉혹한 법칙에 기인하는 외국투자의 부정적 특성

은 제 3 세계 국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베트남
의 사례가 특별하게 주목을 끄는 것은 8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정

부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비판해 왔던 외국자본의

‘신식민주의

적’ 특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맥락
에서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이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박해받고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 투자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만한 것
같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1999년 현재 260만 ‘비엣퓨(Vìet Ki eu , 재
외 동포)’ 가 75 국에 살고 있었다. 이 가운데 45-50만 명 은 소위

트 피플 (boat

people) ’

이며 40 만 명은 미국과 베트남의 협정

‘보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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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ly Departure Program) 에 의해 출국할
(Vìetnamese Agriculture No. 15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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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베트남 정부가 과거에 매판자본가나 반동으로 비판했던 이들 비엣
뮤， 특히 부유한 중국계 동포들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현실은 당

혹스럽기까지 하다.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는 비엣규가 한 해에 만지
는 돈이 200 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중 10-15 퍼센트만

베트남에 투자되어도 외국자본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
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소망에 부응하듯이 비엣퓨는 매년 7 억 달

러가 넘는 돈을 합법 ·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투자하거나 베트남에 살
고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송금하고 있다(조영복 외

1997: 68)

비엣

규의 절대다수가 남부， 특히 사이공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호치
민 시의 경제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은 짐작할 만하다. 실제로 매년
80-240만 명의 비엣퓨가 고국을 방문하는 음력설(1하)이 다가오면 도

시가 연중 최고의 호황을 누리곤 했다. 특히 중국계 재외교포들은 개
혁개방정책으로 과거의 상업적 지배를 회복하고 있는 친척들과 협력

하여 호치민 시에서 급속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점증하는 외국투자자본의 영향력과 함께 급속하게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호치민 시는 이 밖에도 불평등의 심화， 부동산 투기， 부패， 이농
의 물결， 비공식 부문의 비대화， 도시 환경의 악화 등의 다양한 문제
에 직면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호치민 시 전체와 산업지
구로 나누어 셜명해 보겠다.

2)

개혁정책과 도시의 불균등 발전

호치민 시는 인구 5 백만의 거대도시 (mega-city) 이다. 비현실적인
정부 통계， 비공식 부문의 빠른 팽창， 유명무실해진 거주지 제한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인구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3) 이런 통계

3)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 시의 인구는 9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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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오류를 고려하여 호치민의 인구를 베트남 총인구 (90년대 말까지

약 7 천 5 백만-7 천 8 백만 명)의 10퍼센트로 추정한다 해도 “호치민 시
가 베트남 전체에 순환되고 있는 돈의 40% 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uyen Kh ac Vìen 때d Huu Ngoc 1998:

216) . 베트남의 고속경제성장이 이 도시의 발전에 힘입었다고 말해도
무리는아니다.

그 결과 이 도시의 외양과 시민들의 생활양식도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직 소비재가 귀했던 개혁초기만 해도 외국인이 길을 걷다가
안경과 모자를 빼앗기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하지만 불

과 몇 년 사이에 베트남의 명물이었던 자전거와 ‘시클로(Xich

Lo ,

삼

륜자전거)’ 가 도섬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거리 곳곳이 오토바이의 물
결로 뒤덮이고 있다. 전통 여성복인 ‘아오자이 (Ao Dai) ’ 대신에 형형
색색의 티셔츠를 입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빈다. 우

후죽순같이 솟아나는 바 (bar) , 카페， 음식점，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등이 베트남 사회주의 혁명영웅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거리에 넘쳐
나고 있다. 소비수준만 고려한다면 호치민 시는 이미 전후 사회주의
적 개혁 (1975-1985) 의 산물인 소비재의 기근과 소비시장의 고갈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소비시장의 (재)등장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 도시전경

(都市全景)의 작은 퍼즐조각 하나에 불과했다. 다른 제 3 세계의 도시

들처럼 호치민시의 발전은 놀라울 만큼 불균등했다. 각 구(區，

district) 사이 는 물론이 고 한 구의 내부에 도 이 런 불균등한 발전의 모
습은 쉽게 발견되었다. 부와 권력은 프랑스 식민지시대 이래 사이공

강을 끼고 발달해 온 핵심적인 구(1군과 5 군)에 집중되어 있었다. 호
치민 시민들이 “사이공-쩔론 (Saigon-Ch이on)" 이라 부르는 이 핵심적

463 만 95년에 480만 명이다. 반면 KOTRA는 94년 5 백만 명. 95 년 7 백만 명

으로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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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들에는 대형호텔， 대형 현대식 수퍼마켓， 대형 재래식 시장， 무
역사무소， 은행， 행정기관 등이 모여 있었다. 대형 건설 사업이나 상

업적 활동들이 이 핵심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호치민 시
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기업과 지역관료 (주로 1 군에) 그리고 부유한
지역상인들이 (주로 5 군에) 사회적 연망 (soci상 networks) 을 형성하며

주로 이 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었다.
핵심 구에서 조금 벗어나면 산업지구 (industrial dis며ct) 들이 이 도시

를 둘러싸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산업지대들은 대체로
각종 공장들이 전통적인 농촌 마을， 소규모 상업시설， 카페와 혼재되
어 있는 형태학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투둑 (Thu

Duc) 구4) 와 냐베(Nha Be) 구였다. 이들은 사이공 강을 사이에 두고 도
심과 분리된 채 각각 도심의 북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구들이다. 개방
이후 이 두 구에는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 과

‘산업

공단(Industrial Zone) ’ 의 건설과 함께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다. 이 곳

구민의 절대다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자를 필두로 농민， 노점

상， 소상인 등 정치경제적 권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
다. 사회주의 정권의 (최소한 이념적) 관심 하에 이들 기층세력들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
사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수준은 일부 특권 계층의 비약적인 생
활수준 향상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채 남아있었을 뿐 아

니라 사회주의 정부의 정치경제적 지원까지 점차 유명무실해 지고 있
었다.
다른 구들(1 0군 ，'TI없1 Bi며1군 Binh Thanh군， Phu Nhuan군 등)은 핵

심구와 산업지구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다양한 규모의 공장

4) 현재 투둑은 2 군， 9군， 투둑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호치민 시민들은 이
세 지역을 모두 투둑이라고 불렀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투둑이라는 용어도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이전의 옛 투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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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인 소유의 상업시설， 거주지. (점차 감소해 가는) 농지 등과
혼재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비록 핵심 구의 일부지역에 대규

모 행정， 상엽， 외국인 거주시설이 모여 있었고 산업지역의 공단들이
거주지역과 분리되어 모여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산업， 행정， 상업， 농
업의 혼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구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
는 형태였다. 다시 말해， 구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각 구의 내부에서
도 불균등한 도시발전과 계층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응웬 티 민 카이 (Nguyen Thi Minh Khai) ’ 처 럼 도심 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거리에서도 초현대식 고층건물과 상업 시설에 가려진 판
자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도시의 불균등 발전과 계층분화는 사회주의 이행시기부
터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시기에도 호치민의 중심에 위치한
구들에 집중된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계층상승의 주요 원
천이었으며 이를 통해 계층분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자 호치빈 시의 전통적 부유층들이 도심의 핵섬적인 구

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이익이 많은 중소 규모의 서비
스 부문(상엽， 부동산， 반합법적 개인 금융)을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반면， 베트남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은 제반 산업과 대규모 자본이 필
요한 서비스 부문을 지배하는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통
적으로 상업과 비공식 부문을 사실상 지배해 온 전통적인 부유층(특
히 중국계 호치민 시민)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업， 산업，
공식부문을 지배하는 국영기업과 외국자본까지 도심의 구들에 자리

를 잡음에 따라 이 구들은 다른 주변의 구들에 비해 급속한 계층분화
와 불평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호치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두 축은 ‘지 구적 이 고 초국가적 (global and transnational) ’ 인 자본
의 등장과 전통적인 소상인 계층 (petite bourgeoisie) 의 재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등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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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외국자본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베트남 국영기업과의 합작 하에

산업지대에 위치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이고 도심의 대규모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시에， 개혁정책에 의해 부
활한 중국계 상인을 필두로 하는 개인 자본들이 도섬에 집중된 중소
규모의 노른자위 서비스 부문을 지배하며 계층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미국의 좌파 역사학자 가브리 엘 콜코(G. Kolko 1997) 가 베트

남의 독립과 사회주의적 이상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이 지하에
서 울부짖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4. 개혁정책， 외국인 투자， 호치민 시 산엽지대의 정치경
제학

1)

개혁정책과 산업지대의 불균등 발전

개혁개방 정책이 도심에서 급속한 계층분화를 낳으면서 일부 부유

층을 (재)등장시키고 있는 현상과 대조적으로 산업지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계급들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호치민 시의 대표적인 산업지대의 하나
인 투둑 (Thu Duc) 을 사례로 개혁개방정책이 이 도시 노동계급의 삶

의 조건을 어떻게 변형시켜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노동계급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보겠다.
투둑은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 (Dong Nai) 성의 수도인 비엔화

(Bien Hoa) 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의 도심과는 사이공 강을
통해 북쪽의 동나이 성과는 동나이 강을 통해 분리되어 있다. 투둑은

지형학적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윈다. 첫 번째 지역은 사이공 강과

동나이 강에 인접한 약 l 만 헥타르에 이르는 저지대로서 주로 논과
채소밭으로 이용된다. 다른 한 지역은 약 5 천 헥타르에 이르는 고지

대로서 주거지역， 공장부지， 상업부지 등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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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 동안 저지대는 남쪽 군대와 공산 게릴라 모두

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으며 고지대에는 중국계가 소유한 중소
규모의 공장들과 남베트남정부 관료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전후 35 -40년 동안 투둑은 다음과 같은 3 단계 이행을 거치면서 대

규모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어 왔다. 사회주의로의 이
행을 위한 강성개혁 (hard reform , 1975-1985) , 시장경제도입과 사유제
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연성개혁 (50ft

reform , 1986-1990년대 초) , 연

성개혁의 성공을 위해 허용한 외국자본의 등장(1 990년대 초- 현재)이

바로그것이다.
강성개혁 기간동안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는 투둑을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첫째， 저지대를 호치민 시 일대

의 채소 공급지로 특화하려 했다. 납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달닷 (Da
Lat) 이나 바오록 (Bao Loc) 에서 공급을 받던 채소류를 대체하기 위해

서였다. 당시 정부는
l김버1

‘녹색환(綠色環) 운동 (Green Ri ng Movement ,

Dai Xanh) ’ 을 전개하여 호치민 도심 주변의 논과 황무지를 호치

민 시민을 위한 채소밭으로 변신시키려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사이공
강 안쪽에 위치한 호치민시의 외곽구들， 즉 현재의 고법(Go Vap) , 빙
짱 (Binh Cha바1) , 학몬 (HocMon) 등과 같은 옛 자딘 (Gia Dinh) 지 역

의 구들과 사이공 강 건너에 위치한 외곽구인 투둑을 연결하여 도심

을 둥그렇게 둘러싼 채소 공급지대를 만들려고 했다 5) 둘째， 사회주
5) 녹색환 운동 이외에도 당시 사회주의 정부는 각 지역의 농산물 자급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했다 V

.Ac. 운동이

그 예이다. V(vuon) 는 개인 집의

정원을， A(ao) 는 연못을 C(chuong) 는 가축우리를 의미했다. 각 가정이 자립

적 이고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관리하게 만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가금에게
주고 남은 음식을 연못에 던져 물고기를 기르고 가축의 똥은 정원에서 가꾸
는 유실수의 비료로 쓰도록 권유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전후 사회주의 정부

가 계획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식량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였지만 통
일 이후 심각한 식량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호치민 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91

의 정부는 고지대의 산업지대를 확장하여 소비재 부족을 해결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둑의 푹롱 (Phouc
Long) 마을， 린중 (Linh Trung) 마을. 1 번 고속도로 주변지역 등에 산재

하던 기존의 공장을 약간 확대하고 재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자본
과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유제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면서 투둑은 다시 한 번 커다란 변환을 겪게 된다. 우
선， 정부는 호치민 시 외곽인 투둑에 대규모 주거지역을 건설하려 했
다. 전후(戰後) 출산율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난데다가 한동안 억제
되었던 인구유입이 개혁정책과 함께 재개되어 도시가 포화상태에 이

르렀기 때문이었다. 사이공 강을 사이에 두고 도섬과 마주보고 있는
두 곳의 저지대가 이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재정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이 중 안푸(와lPhu) 만이 주거가 가능한 고지대로 변선하는 데 성공했
다. 하지만 안푸에 새로 형성된 주거지역 역시 건설계획이 본래 의도

했던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일반 시민， 특히 이민자들이 구입
하기에는 토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 거주지 건

설계획은 도시 외곽에 넓은 대지와 과수원을 갖춘 집을 장만하려는
부유한 호치민 시민블의 입맛만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개혁정책으로 투둑의 기존 산업지대가 확장되기 시작

했다. 동나이 성과 빈즈엉 (Binh Duong) 지역에 인접한 빙쩨에우
(Bi며1 Chieu) 에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으며 동나이 강변에 위치한 롱
빈 (Long Binh) 에 소규모 벽돌 공장들이 늘어 나기 시 작했다. 그 결과

펼사적으로 일자리를 찾던 외지인들이 투둑에 대량 유입됨으로써 주
거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 더욱이 기존
주거지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과 확장된 산업지대에

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호치민 도심의 비공식 부문에서 생계를 연
명하던 외지인들이 결합하여 많은 무허가 빈민지역 (slurn) 을 형성하

게 된다. 개혁정책에 의해 가속화되기 시작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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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농지를 잃은 투둑의 농민가족과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외지인들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놓고 팔사의 경쟁을 벌이게
만들었다.

90년대 초반 외국자본의 등장은 개혁정책으로 시작된 투둑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투둑의 주
요 공장지대인 린종이나 푹롱에

‘수출가공공단 (EPZ) ’ 이 세워졌으며

여러 개의 대규모 산업지대(Industrial Zone) 가 조성되었다. 개혁과 함
께 공장지대로 본격적으로 변신한

빙찌에우 에도 수출가공공단 하

나와 여러 개의 산업지대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결과 투둑에는 소규
모 외국자본과 저렴한 현지 노동력을 결합하여 섬유， 의류， 신발， 가
방， 식기， 장난감， 플라스틱 제품， 전자 조립품을 생산하는 노동집약
적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또한 외국인의 거주와 오락을

위해 호화주택， 별장， 골프장， 놀이공원 등이 세워지면서 건축 붐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사채를 끌어들
여 이 투기 열풍에 동참했으며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안푸의
땅 값이 폭등했다. 이 투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97년 말 ‘아시
아 금융위기’ 였다.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국내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거품이 많았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
해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으
며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외국자본의 자극과 도움으로 베트남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투둑의 사례로 볼 때 사회주
의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현대화(Hien

Dai Hoa) 가

실현되려면 앞으

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이공 강을 따라 형성된 빈민촌
‘투티엄 (Thu Thiem) ’ 처럼 범죄와 마약이 만연된 곳이나 투둑에 산

재한 무허가촌은 차치하더라도 다수의 투둑 주민들은 높은 실업률，
노동 집약적 공장의 낮은 임금， 그리고 일용직 건설노동. 노점상， 열
악한 서비스업 등 고용이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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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의 형성과 확장이 불균등하게나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회기간
시설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
다. 예를 들어. 1 번 고속도로나 각 산업기지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

로는 폭도 확장되고 포장도 되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
하는 도로의 대부분은 여전히 포장되지 않은 좁은 시골길이었다. 게
다가 대부분의 도로는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건설한 하수 시설을 그
대로 사용하고 있어 우기만 되면 자주 범람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현
실 속에서 비가 오면 미끄러운 시골길을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아슬아
슬한 곡예가 계속되었다. 산업지구의 외국인 투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증가했지만 학교， 병원. 행정 기관 등의 공공시설도 대부분
예전 그대로였다.

예외적으로 활발한 시설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가 만들어 지고
있던 영역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상업 부문이었다. 예를 들어，
전후 사회주의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암시장의 형태로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각 마을의 시장들이 빠른 속도로 부활하고 있었다. 상품의
다양화와 소비시장의 활성화 덕택에 투둑의 주요 마을에 위치한 시장
들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불과 90년대 초반만 해도 지
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조잡한 공산품만 판매하던 가게들이 90년

대 후반부터 중저가 외국상품을 두루 갖추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눈여겨 볼 만 했다.
93 년 이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형식적으로는 점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높이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들의 노
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집의 증개축， 상가의 건

설. 토지의 용도전환과 거래 등은 투둑 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이 투둑 주민들의 생활여건개선은 외국자본이나 사회주의

정부의 직접적인 관섬과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사유화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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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은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로 가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
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가치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에 접근 가능한
소수의 상인， 지주， 정부 관료들이 그들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지역 노동자들은 가족을 재생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정부가 과거에 제공했던 사회보험이나 주택
공급이 사유화 논리에 파묻혀 버럼에 따라 가구를 경제적으로 재생산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노동자 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재생산
투둑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일반화하여 설명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년 것 같다. 가족의 소유재산， 피부양자의 수，

혼인 여부， 임금， 노동조건， 고용 안정성 등등의 변수에 따라 개별 노
동자의 물질적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외국자본에 의
해 산업화가 한창 일어나던 90년대 초반부터 북부나 중부에서 이주해
온 젊은 여성 노동자들은 투둑 출신의 노동자들에 비해 어려운 경제
적 여건 속에서 살고 있었다.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가 사회
주의 정부의 주택제공까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국영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노
동자들은 대체로 낮은 생산성과 이에 따른 불규칙한 일감과 임금 지

불 때문에 고생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 공장이나 사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기적인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 투둑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경제적 여건을 대략적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 역 공장 노동자들의 평 균 임 금은 90년대 말 현재 약 70-130만

동 (47-87 달러)이었다 6) 필자가 호치민 일대의 30여 개 다국적 기업

6)

미화(美貨)와 베트남 동(Dong) 사이의 2000년 초 환율

1:

15 ， 000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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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은 자료와 1 년 반 동안 한 합자기 업

(joint-venture) 에서

장기 간

현지조사를 하면서 모은 자료를 종합해 비교분석한 결과 이 지역 노
동자가 3 -4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최저생계비는 약
150-250만 동(1 00-167 달러) 정도였다. 이 계산은 호치민 시의 지역
신문들에 보도된 아시아계 섬유업체의 평균 임금 70-100 만 동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200만 동과도 대체로 일치 했다 (Saigon Gai Phong ,

99년 10월 16일자 참조) .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3 -4인

노동자 가구가 경제적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본인 이외에
도 다른 가구원 1 명이 안정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아니면 노동자 본인이외에 최소한 1-2 명의 가구원이 임
시직이나 극도로 낮은 임금을 주는 서비스업에서 일하면서 보조적인
수입을 만들어내야 했다. 실제로 이 지역 노동자 가구의 대부분은 노
동자 본인 외에도 행상， 일용직 건설노동， 영세한 카페나 식당의 종
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월 30-70만 동을 버는 가구원이 있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처럼 노동자
가구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집을 가지 못하는 처녀들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가족 부양의무가
적은 처녀 총각 노동자들이 결혼을 할 경우에 얼마동안은 배우자의
보충수업만 있으면 빚을 지지 않고 생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배우자가 최소한 자신만큼의 고
정수입 (즉 70-130만 동)이 있어야 가족을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
었다. 비싼 분유 값， 교육비， 의료비， 보모(保짧)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부부가 모두 정규직으로 일해야만 200만 동에 이르는 기본 생계
비를 감당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노동자가 공

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노동자 가구를 재생산하는데 필수불가결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불충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노동자 가구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도

각가지였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첫째， 비상사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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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가끔 발생했다. 직

업이 없는 가족성원이나 아이들을 위해 의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
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집세가 오르거나 우기에 대비하여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과거에는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주의 정부로부터 최소한 의료비， 교육비， 주
택 등을 제공받았다 물론 노동자가 사회주의적 정책 하에서 누렸던
복지혜택의 질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한도현 1997) . 개혁으로 이

런 복지정책이 거의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노동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둘째， 노동자 가족이 친인척이나 친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지역 노동자의 대부분은 친척과 친지의 결혼식 축의금
으로 매월 5-20만 동 (3-13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회 적

비 용은 소위

“연 기 된 균형 적 호혜 성 (prolonged balanced

reciprocity)" (Sahlins 1972: 191-196) 의 원칙에 따라 언젠가는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빠듯한 노동자 가구의 예산에

-

특히 결혼식이 몰려있는 10월 -3 월 사이에 -

상당한 부담을 주었

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친족성원의 조상숭배， 생일， 제사 등에 제
법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음력설 (Tet) 에 설빔，
친척집 방문， 부모 용돈， 일종의 세뱃돈 (Li Xi) 등을 위해 자기 월급
의 2-3 배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했다. 특히 북부와 납부에
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수 년 동안 도자기로 만든 돼지저금통 (hop

dung tien) 에 돈을 모아 3-10일 동안 고향을 방문하곤 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싹트기 시작한 소비시장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었다. 사회주

의 정부의 배급을 통해서나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던 옷， 식료품， 전
기전자제품 등이 주변의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더운 아열대 기
후와 형편없는 대중교통시설로 인해 냉장고와 오토바이는 거의 모든

호치민 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97

노동자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장기간 저축을 했다. 특히 냉장고 없는 가정은 있어도 오토바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었다. 많은 공장을이 이 지역의 외진 곳이나 다른 구

에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출퇴근에 어려움은 없
었지만 자신과 가족의 기동성을 위해 오토바이는 거의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틀 때문에 이 지역 노동자 가족들은 쉽게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들곤 했다. 이들이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였다

우선 친족을 위시한 사회적

연망 (social networks) 을 활용했다. 다시 말해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경

제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필자가 이 지역
노동조합 간부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해 보건데
이 지역 인구의 약 3 분의

2 정도가 잘 발달된 사회적 연망을 가지고

있는 투둑 원주민들 (natives) 이었다. 비록 원주민들만큼은 못했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대부분 먼저 정착한 친인척이 있었다. 특히 젊은 여
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친척집에 얹혀살면서 보모 등으로 일하다가 공
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사회적인 연망을 활
용해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일자리를 위한 추천 등의 도움도 받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친인척이나 친지 역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기 때
문에 사회적인 연망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웅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한계가있었다.

이 지역 노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후이 (hui) ’ 라고 불리는 계 조직에 참여하는 것
이었다. 이 지역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계원 (tayem) 과 계

주 (chu hui) 로 활동하며 수많은 계 조직으로 얽혀 있었다

7)

특히 20-

7) 계 조직은 호치민 시의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계는 소상인
이나 공장 노동자들에게 대중적이었다. 이에 따라 계가 깨지면서 심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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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계원이 격주로 5-10만 동(3 .3-6.6달러)을 내는 일종의 낙찰계

가 가장 대중적인 형태였다. 켓날이 되면 먼저 켓돈을 타고 싶은 계
원들이 종이에 액수를 써 넣어 계주에게 제출하며 가장 적은 금액을

써 넣은 계원에게 낙찰된다. 계주는 낙찰된 액수를 계원에게 거두어
들여 낙찰에 성공한 계원에게 준다. 모든 계원이 한번씩 켓돈을 타면
계가 끝나며 끝부분에 켓돈을 타는 계원들은 계의 액면가 전부를 받
아낼 수 있다. 그 동안 액면가 보다 적은 액수를 부었음에도 불구하
고 전액을 다 타게 되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다. 30명이 10

만 동짜리 계를 한다고 가정하면 최후에 켓돈을 타는 계원은 매번 10
만 동 이하의 낙찰된 액수를 낸 뒤에 300만 동( =30명

x 10만

동) 전

액을 탈 수 있다. 이러한 후이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한꺼번에 목
돈을 장만하거나 돈에 여유가 있다면 저축을 통해 이자를 얻는 효과
까지 얻고 있었다. 은행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
금융(公金醒)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까지 만연해 있어 후이가 노동자
들의 재정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친인척， 친지， 계원과의 강한 사회적 유대는 이 지역 노동자가 불안

정한 가구경제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정
치적 연대에도 기여했다. 특히 공장의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자본주의
적 경영이 일반화됨에 따라 임금삭감이나 해고와 같은 재앙에 자주
직면하고 있는 이 지역 노동자들에게 끈끈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회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 93 년에는 한 유명 여가수가 수많은 계

를 조직한 다음 5 백만 달러를 사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계가 파산하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계주가 수배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쉽

게 접할 수 있었다. 계가 파산， 고리대금업， 폭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지
속적으로 만들어 내자 베트남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호

치민 시의 구석구석에 춤총히 퍼져 있는 계를 근절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해

보였고 정부도 말썽 이

(Leshko띠ch

2000 참조할 것 ) .

나지

않는 한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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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치적 유대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호치민시 노동조합의 연
례보고서에 의하면 98년 호치민 시에서 38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났으
며 이 중 6건이 투둑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했다 .99년에는 총
25 건의 호치민시 노동쟁의 중 5 건이 이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어
났다. 이 쟁의들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정부와 노동조합의 파
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계 조직이나 친족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사회적 연망이 이 지역 노동자들로 하여금 외국자본에 대
항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Chae

2003).

하지만 투둑 지역의 불안정한 경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한
후이와 같은 사회조직들이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기초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 이런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내부의 분열
과 적 대감 (intemal antagonism) 을 동시 에 만들어 냄으로써 노동자의
저항을 가로막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90년대 내내 10-20퍼

센트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산업 예비군이 급속도로 팽
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연줄을 이용해 실업상태에 있는 친
인척에게 공장의 일자리를 소개하려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
했고 그 결과 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많은 계주들이 계원을 상대로
행하던 고리대금업을 더욱 성행시켰다. 높은 고리(1 0-40%)에 시달리

는 계원과 돈을 떼이지 않으려는 계주 사이는 물론이고 계의 파산을
두려워하는 계원들 사이에도 심각한 일상적 갈등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은 후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직이 상호부
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화를 촉진시
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일부 계주들
이 1-2 만 달러의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면서 고리대금업을 통해 급속

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가난한 동료 노동자들은 끊임
없는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후

100

채수홍

이는 일반 계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분화를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특히 일부 투둑 원주민) 노동자들은 켓돈을 나중에 타
는 여유를 부라며 일종의 이자를 얻었다. 반면 항상 돈에 쪼들리는

(특히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은 되도록 빨리 켓돈을 타서 급한 곳에
사용한 다음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여러 개의 계에 동시에
가입해 켓돈을 충당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의 수입에 전적으

로 의존하거나 다른 가구원의 수입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나온 돈이
가구수입이 안정된 가정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
적 분화는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과 적대감을 촉진시켰으며 노동자들
의 단합을가로막았다.

이 지역 노동자들이 개방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난관
을 경험하면서도 이렇다할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었다. 국가， 노동조합， 경영진， 노동자가 독특한 조
합주의적( corporatist) 정치구조 속에서 갈등하고 협력해 온 사회주의
적 전통이 그것이다 (Norlund 1997; Chan and Norlund 1999). 대부분
의 사회주의적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불만이 경영진과의 대립을 통해

서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국가의 매개를 통해 해결되고 조정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파업과 같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형태의 저
항이 외국자본의 등장과 자본주의적 경영의 확대로 이 지역에서 서서
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이 국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수행했던 “트랜스미션 벨트
(σansll1l잃ion belt)" 역할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노동자의 문제 해결방
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Pravada

and Ruble 1986).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의 개혁정책과 외국자본의 등장으로 초래된 정치경제
적 변화에 대한 이 지역 노동자들의 대응이 새삼 주목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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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제까지 외국자본의 점증하는 영향력과 사유화 (privatization) 라는

두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90년대 말까지 호치민 시 전체와 호치
민 시의 한 산업지대에 일어난 정치경제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이 도시가 이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계속 변화해 갈 것이라
는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 외국자본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필자가

만난 호치민시 고위관료는 당시의 경기침체를 떠올리면서 세계경제
가 재채기를 하면 동아시아 경제가 감기에 걸리고 동아시아 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호치민 시 경제는 폐렴에 걸린다고 뼈있는 농담을 하

기도했다.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이 국부를 소진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사유
화(혹은 사영화) 정책을 원점으로 되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
인다. 세계은행 (World Ba따c) 의 98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사영기
업이 800달러의 비용으로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 내는 반면 국영기업

은 같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1 만 8천 달러를 소비하고 있었다. 한국무
역진흥공사 (KOTRA) 의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97년 한 해에만 베트
남 국영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세금감면혜택까지 고려하면
베트남 동 1. 4조의 적자를 내었다(WW\ν~kotra.or.kr/main/cOlU1띠T) • 아

직도 산업부문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베트
남 사회주의 정부는 사유화의 부정적 결과를 걱정하기 보다는 사유화

정책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에 더욱 골몰하고 있는 듯 하다. 소위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정책 (co

하고 있다 (NugyenDi버11김i

phan hoa) 의 확대가 이를 잘 대변

1996: 46-47).

놀라운 것은 호치민 시가 이러한 변화추세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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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모순과 이 도시의 정치적 안정이 병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Nguyen Khac Vien and Huu N goc , eds. 1998: 19 1).

첫 째 , 이 도시 는

현기증이 날만큼 빠른 속도로 계층분화와 불평등을 생산하고 있다.
도심의 부유한 상인과 고위관료의 자녀들은 매일 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내 디스코텍에 나타나 200달러짜리 위스키를 주문해 마선다.
대조적으로 99년 말 필자가 방문한 투둑의

바쌍 (Ba Sang) ’섬에 사는

주민들은 월평균 가구당 수입이 30-50만 동 (20달러)에 불과했다. 인

근의 영세한 벽돌공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부인 이 섬 주민들은
하루 10만 동 (7 달러)만 있으면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저녁 3 시간 동안만 자가
발전장치를 가동시켰다. 불균등 발전과 계층간의 불평등이 나날이 심

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을 이 도시의 어디서나 쉽게 목
격할수있었다.
둘째， 이 도시의 노동계급들이 생활과 일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심각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차 기능을 상실하
고 있었다. 외국기업과 사영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영기업도 점차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

합주의적 정치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베트남 사
회주의 정부가 과거처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이 도시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의 볼일치가 여러 가지 자기모순적 현상과 담화
를 낳았다. ‘사유화를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 이나 ‘회사에 적극 협력
하는 강한 노동조합’ 등의 모순적 표현들이 일상화되고 있었다.
개혁개방시대의 호치민 시는 불균등 발전， 경제적 불평등 심화， 노

동계급의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의 미비， 사회주의 정부의 지배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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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정치경제학적 문제와 모순 속에서 급속
하게 변화해 가고 있었다

향후 이 도시가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시의 미래가 이 글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문제점과 모순들의 해
결여부와 해결방법에 달려있다는 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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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Class

The Ho Chi Minh cit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uhongChae

It is not a new phenomenon that a Third World city is experiencing an
intensified linkage to economically advanced foreign capital and its
transnational operations. What makes the HCM case distinctive is that the
local gatekeepers of global forces show self-contradictory ideologies and
rol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For example, the state
of socialist Vietnam, famous for its strong anti-imperialism, has desperately
lured foreign capital to stabilize its economy. Moreover, the state has
ironically restored its power through the market economy and dependence
on foreign capital. The majority of the working class seem to prefer
economic liberalization to the poverty that the inefficient socialist planned
economy created, even though they are increasingly caught up in capitalist
discipline. Not surprisingly, the role of socialist trade unions, formerly "the
transmission belt" between the state and the workers (see Pravda and Ruble
eds. 1986), has become ambiguous and self-contradictory.
This essay seeks to outline the various contradictions that the rapidly
transforming HCM has faced in the process of socialist reform since the
mid-1980s. Toward this end, I first explai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form policy. Second, I describe the change of HCM in general and then
of a specific industrial area. Third, based on my fieldwork experience, I
discuss how the working class both deals with and resists the capitalist
transition and foreign capital, with consequences for the future of the city.
The most noteworthy consequence of the changes in the city is the
implausible juxtaposition of the "numerous contradictions" and political
stability (Nguyen Khac Vien and Huu N goc 1998: 191 ). First, the city has
witnessed rapid class differentiation and growing inequality. The children of
prosperous merchants and high officials appear in the downtown
discotheques every night, arriving in expensive cars and ordering 200 dollar
whiskies. Meanwhile, 300 residents on the island ofBa Sang in TD manage
to live with 300,000 VND (20 USD) of monthly household income.
Such contrasts become less and less unusual as the uneven development
of the city accelerates. Nor can the trade unions be counted on to win bette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in the working class. As more workers fall
under capitalistic relations of production, the trade unions are losing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panies. In this
process, it is questionable how the socialist state can maintain support from
the workers and unions.
Finall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dominant ideologies of the socialist
stat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realities of the city creates a number of
self-contradictory realities and discourses.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through privatization and 'strong trade unions' cooperating with their
companies are just a few of the contradictions.
At this moment it is not easy to predict what changes will occur, or when,
or how. It is however clear that the future of the city depends upon how
these contradictions are, or are not, resol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