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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1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과 한국과의 국제
적 분업구조가 긴밀하게 형성,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베트
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개발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베트
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 1992년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초기 대기업들은 가전과 철강과 같은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
에 진출하였고, 2001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이후 대미 우회 수출
기지로 베트남이 부각되면서 섬유, 봉제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증가했다.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제조, 건설, 부동산 개별 등 대형 투자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8년 5월 말 현재,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FDI)는 총 6,883
건이고, 약 4,200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Kotra, 2019).
베트남 내 국가별 외국인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상
반기 기준 35.4%로 1위를 기록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업종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섬유/의복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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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자본집약/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
황이다. 진출방식에서도 과거 개별․소규모 투자에서 대형화, 대․중소기
업 동반 투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투자의 목적도 과거 수출 촉진과 저
임금 활용에서 최근 현지시장을 위한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IBK 경
제연구소, 2016).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및 확장이 이
루어지고 있음에도 베트남 노동 및 고용 관련 연구는 해외투자기업들을
위한 기초 노동법 안내와 투자 및 무역 관련 동향 소개 등에 집중되어 있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베트남을 대
상으로 노동과 고용 관련 제도와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국제적 분업구조 변화양
상을 분석하고 노동권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의 발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제도 및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연구와 함께 노동
연구자들 및 정책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하여 한국의 경험
을 공유하면서 베트남에 적합한 노동 및 고용 관련 제도의 개발과 집행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외교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의 노동
및 고용 관련 제도와 인프라 기초조사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노동 및 고용 관련 제도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
이 제도와 인프라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
되고 있는가? 제도적 특징은 무엇이고, 무엇이 이러한 특징을 갖게 했는
가? 베트남의 산업화 정도,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 및 고용 관
련 제도나 인프라에서 시급하게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한 정부나 전문가들의 준비 정도와 재정 확충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
의 관련 제도나 인프라 가운데 베트남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국제적 분업구조의 변화 양상 속에서 노동권과 산업경쟁력을 함
께 보장하는 방식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제1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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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노
동과 고용 관련 제도와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글로벌 가
치사슬(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국제적 분업구조의 변화양상을 살
펴보고 노동권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의 발전 방안을 살펴
보겠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노동과 고용 관련 제도와 실태분석을 통해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국제 노동규범 준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안정적 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베트남 노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방
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연구자들은 물론 노동정책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내실화를 통해 최저임금, 노동기준, 노동통계, 사회보험,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 조정제도 등 노동 관련 각종 제도의 입안 및 집
행, 성과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에 적합한(contextualised) 제
도의 개발과 집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및 특징

1.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는 베트남의 산업화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개혁․개방정책의 추친현
황과 성과를 경제개혁의 단계별 성과와 외자 유치 및 수출 성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베트남의 산업정책과 구조 변화를 경제개발계획과 공업
화 전략,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베트남의 위상과
역할, 베트남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한국과 베
트남 간의 협력과제를 서술한다.
제3장은 베트남 노동법제 현황과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의 특징에 관
한 장이다. 먼저 베트남 노동법제의 연혁을 노동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
법, 기타 노동관계법으로 나눠 살펴본다. 주요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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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특징, 사회보험법의 체계
와 특징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제노동기준과 베트남 노동법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같
은 베트남 노동법제의 특징 분석에 기반하여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의
특징을 노동자 보호, 노사자치, 노동시장, 사회보험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
본다.
제4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노사관계 주요 이해당사자와 연구자로 활동
하고 있는 다수의 필진이 공동으로 작성한「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 및
고용시스템 : 베트남 사례」원고이다. 노동시장(경제성장, 노동시장 지수,
노동력 구조, 직업, 소득, 실업, 직업교육, 해외송출, 사회보험), 최저임금
(정의, 기준, 협상, 산정방식, 평가), 근로감독 시스템(내용, 근거, 감독형
식, 위반사례 처리, 현황), 사회보장제도(빈곤, 사회보험, 지원, 향후 베트
남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목표), 노사관계(행위자, 노사정 삼자주의, 사회
적 대화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 새로운 노사관계 환경), 노동분쟁(종류,
해결, 개별적 분쟁, 권리분쟁, 이익분쟁, 파업절차, 분쟁 및 해결 현황), 플
랫폼 경제(현황, 노동관련 문제들), 그 외 쟁점들(노동시간, 연차휴가, 성
평등, 성희롱, 산업안전과 보건, 파견, 사업주의 도주)을 총 8개에 걸친 절
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2. 보고서의 특징
이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전문가들과 베트남 현지의 노․사․정,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갖는다. 노동연
구자들 중심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정
부 부처의 노동 및 고용 관련 정책담당자들과 정책 협업을 추진하였다(연
구참여자 명단은 제5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연구내용이자 결과물 중
하나인 한국-베트남 노동 및 고용 관련 정책포럼과 인적 교류의 기반으
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베트남의 산업화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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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산업화 현황과 특징

제1절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을 추진해 왔으나, 페
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인해 구소련의 지원이 중단되고, 거시경
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하자 1986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개혁․개방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9년 캄보디아에 주둔했던 베트남군
이 철수하고, 1991년 캄보디아 분쟁 해결을 위한 파리평화회담이 타결되
면서 유엔잠정통치기구(UNTAC) 주도하에 캄보디아 총선거가 추진되면
서 서방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
한 다부문경제체제(multi-sector economy) 수립을 명시하고 개혁․개방
체제를 본격화하였다. 체제 전환(transition)과 경제개발(development)이
중첩되어 있는 베트남의 개혁개방과정은 급진적 개혁(big bang)을 추진
한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와는 이행의 순서와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
다. 한편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코메콘체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았
고 소규모경제(small economy)체제하에 있던 베트남은 중국의 점진적 개
혁방식(gradual approach)과도 초기조건이 상이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우 개혁초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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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와 경제안정화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국영기업 개혁과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구소련 및 동구지역의 체제전환국가들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
로 추진되었고 오히려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구소련 및 동구와는 달리 당의
안정적인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정치개혁보다는 경제적인 개혁정책 추
진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1) 즉, 베트남은 당 주도하에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하에 사회주의적 경
제부문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도이머이 노선 채
택 이후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상존하였으나, 베트남 공산당은 민족
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호치민 사상에 근거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경제자유화에 주력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집단적 지도체제를 통한
정치안정 추구, 개혁 이후 5회에 걸친 순조로운 세대교체 및 정치권력 이
양을 통해 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 지도부도 지역․정
치 성향에서 권력 안배, 당서기장을 중심으로 한 3두체제를 적용하며 베
트남 특유의 정치적 안정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2)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미관계와 교역정상화 과
정이다. 개혁 초기부터 외국인투자법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
를 추진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조치(Embargo)는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교역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없었다. 베트남군의 캄
보디아 철수(1989년) 이후 대미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개혁․
개방노선을 채택한 이후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개혁노선
추진 10년 만에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는 정상화되었다. 1995년 8월 양국
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도 최혜국 대우(MFN)를 부여하기 위한 무역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교섭이 9차례나 추진되었다.3)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한
1) 베트남경제의 이행(transition)과 개발(development)의 중첩성 문제는 권율(2017a),「체
제전환모델과 북한개발협력」,『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손혁상․유응
조․김지영 외 공저, 서울: 오름), pp.265〜268을 참조하였다.
2) 권율(2009), pp.17〜18 참조.
3) 권율․김미림(2018), pp.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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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만 등 주변국의 투자진출이 급감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1999년 무역협정 체결에 기본 합의하였
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 유통시장 등 베트남 시장개방 확대와 국영기업
개혁 등 다양한 개혁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공식 합의는 2000년 7월 타결
되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우회수출기지로서 부상한 베트남에
외자기업들의 투자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
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매년 미의회를 통해 갱신을 승인받아야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관계는 시장개방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혁
조치, 인권문제와 연관되면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
으로서 활용됨에 따라 베트남에게는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베트남정부는 개혁개방조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제정,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통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한
국은 당시 베트남 WTO가입 작업반 의장국을 맡기도 하였다.

마침내

2006년 11월 WTO 총회에서 베트남은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
됨에 따라 12월 미 의회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 PNTR)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받게 되는 최혜국
(MFN) 대우조치 심사가 자동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대미통상관계는 큰 변
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개방
체제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4)
이에 따라 베트남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원가절감형 투자가 크게 확
대되고, 미국으로 수출은 물론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시장접근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 대만, 일본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 투자진
출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경제하부구조가 취약하
고 체제전환국으로서 다양한 제약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WTO 가
입에 따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와 내국
인 대우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급속히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
였다. 이와 같이 미국과 EU로 우회 수출이 크게 증가되면서 베트남 정부
도 외자유치에 기반한 수출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WTO 규범
4) 권율․김미림(2018), 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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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를 위해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에 따라
본격적인 수출공업화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경제개혁의 단계별 성과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 베트남의 경제개발과 공업화 과
정은 대미관계 개선과 국제경제로의 편입단계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도이머이(Doi Moi) 노선을 채택한 베트남은 제4차 5개년계획(1986
∼1990년)을 수립하고 개혁 초기 적극적인 개혁방식을 도입했으나,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와 대미관계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던 베트남은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하여 ‘도이머이 1단계’를 시작했지만, 구소련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
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금
융개혁과 더불어 전면적인 가격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이렇듯 개혁 초
기에는 비교적 급진적 조치를 추진하였다. 1987년 각의 217호 결정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품목 외에 사실상 대부분의 가격을 시장가격화하고,
1989년 말까지 전력과 수도, 교통과 통신, 철강 및 시멘트를 제외한 품목
은 모두 자유화됨으로써 이중가격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개혁조치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개혁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생산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
쳤다.5)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국제적인 경제제재조치 때문에
대규모 외자유치나 실질적인 개혁개방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이
에 따라 1989년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하여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IMF의 융자가 재개되면서 1994년 엠바고 조치가 해제된 것이
다(표 2-1 참조).
‘도이머이 2단계’는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외자유치를 통해

5) 권율 외(2009), pp.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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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적극 추진한 시기이다. IMF 지원과 함께 서방국가
들의 원조자금이 지원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
나,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베트
남은 대미우회 수출기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정부의 외자주
도형 수출공업화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이 비준된 이후 미 의회는 과거 중국에 그
래왔던 것과 같이 매해 베트남의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갱신하였다.
이러한 시장접근조치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시장개방과 정치․외교적 압
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WTO 2005년
조기 가입을 목표로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는 등 개혁․개방 조치를 강화하였으나, 2006년 4월에야 WTO 가입
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어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었다.6)
베트남 경제는 2007년 150번째 회원국으로서 WTO 가입을 통해 국제
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도이머이 3단계’에 안착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개
방정책을 통해 2008년에는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넘어 중소득국으로
진입하였다.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대내외 경제적 불안정
성이 심화하기도 하였으나,7) WTO 가입 이후 투자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기반으로 연평균 6〜7%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섬
유․봉제, 신발 등 원가절감형 투자에서 전기․전자 분야의 대규모 장치
산업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베트남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육
성되지 못할 경우 베트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영기업 주
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부문 육성이 중요하고 국제적 분업구
6) 권율․김미림(2018), pp.10〜11 참조.
7) 권율․김미림(2018), 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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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베트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개혁․개방체제의 전환과 발전은 미국과의 국교정
상화와 WTO 가입을 전후로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고, 베트남 경제개발과
산업정책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노선 채택 이후 식

량, 소비재, 수출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
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미국과의 관
계정상화 로드맵이 합의되면서 1992년 임시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미국의 경
제제재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도이머이 1단계에서 국제적인 경
제제재조치로 개혁초기 투자유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표 2-1> 베트남 경제의 시기구분과 주요 정책변화
시기구분

경제개발계획

주요 정책 및 조치
․ 도이머이 노선 채택
․ 식량, 소비재, 수출산업 육성
도이머이 제4차 5개년 계획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1단계
(1986～90년) ․ 헌법개정(1992년)과 다부문
(1986～ 제5차 5개년 계획
경제체제 수립
1994)
(1991～95년) ․ WTO 가입 신청(1994. 12)
․ 국제사회의 엠바고하에서
개혁 추진

성과 및 문제점
․ 제6차 당 대회(1986)
․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
철수(1989)
․ 제7차 당 대회(1991)
․ 미국 임시연락사무소 개
설(1992), 한-베 수교
․ IMF 융자재개(1993)
․ 미국의 엠바고 해제(1994)
․ 미-베트남 국교 수립(1995)
․ 외자법, 토지법 개정
․ ASEAN(1995)
도이머이 제6차 5개년 계획 ․ 국영기업법 제정
․ APEC 가입(1998)
2단계
(1996～2000년) ․ 미국과의 수교 이후 시장
․ 제9차 당 대회(2001)
(1995∼ 제7차 5개년 계획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 미-베트남 무역협정 비
2006)
(2001～05년) ․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로
준(2001)
대미우회수출기지로 급부상
․ WTO 가입 승인(2006. 11)
․ WTO 회원국으로서 개방
정책 및 투자환경 개선
제8차 5개년 계획 ․ 노동법 4차 개정(2012. 6)
도이머이 (2006～10년) ․ 기업법 개정(2014)
3단계 제9차 5개년 계획 ․ 투자법 개정(2014)
(2007～ (2011～15년) ․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
현재) 제10차 5개년 계획 였으나 미국 탈퇴로 제한
적 효과
(2016～20년)
․ ASEAN 의장국 수임, RCEP
타결(2020년)

․ 중소득국 진입(2008)
․ 일-ASEAN FTA(2008)
․ 제11차 당 대회(2011)
․ 한-베트남 FTA(2015)
․ EU-베트남 FTA(2015)
․ 제12차 당 대회(2016)
․ APEC 정상회담 개최
(2017)

자료 : 권율․김미림(2018),「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2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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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5년 미국과 수교 이후 대미 우회수출기지로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은 대외지향적 수출공업화정
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2-1]에서 나타나듯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전후로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진출에 힘입어 9%
를 넘어서던 경제성장률은 태국발 아시아 경제위기로 4∼5% 수준으로
급속히 둔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금융 및 유통시장 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미베트남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섬유․봉제,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외
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7∼8%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매년 베트남의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갱신하는 조
건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정치․외교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
이 WTO 조기 가입을 추진하여 2006년 4월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따라
WTO 가입 협상이 완료되었다.8) 이에 2007년 WTO 가입으로 국제경제
에 편입됨으로써 베트남은 도이머이 노선 채택 이후 20년 만에 개방체제
를 수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2008년 일인당 GDP가 1,143달러를 기록하여 저소득국에
[그림 2-1] 베트남의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추이

10.0

(단위 : %(좌측), 달러(우측))

도이머이
2단계

도이머이
1단계

12.0

도이머이
3단계

9.5

2,000

8.0
6.0

2,500
2,215

7.1

6.2

1,500

5.1
919

1,000

4.0
500

288

2.0
98

-

0.0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
1인당 GDP

GDP 증가율

주 : 좌축은 GDP 성장률, 우축은 1인당 GDP임.

자료 : CEIC(검색일 : 2018. 6. 12); 권율․김미림(2018), p.11 재인용.
8) 권율․김미림(2018), 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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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소득국(LMICs)으로 진입하였다.9) 대외의존도가 높은 베트남경제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침체를 겪기도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혁․개방정책 이후 6%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이머이 3단계에서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것은 국제경
제에 안정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개방체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
이 되었고, 베트남 경제가 외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베트남은 WTO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급
증과 수출확대로 2008년 일인당 GDP 1,143달러를 기록하여 저소득국에
서 중소득국(LMICs)으로 진입한 바 있고,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
한 1인당 GDP 3,000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외자 유치 및 수출 성과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베트남은 미국의 엠바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바 있다.10) 구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이후 무역도 경
화결제로 전환되면서 서방의 직접투자유치가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경제제재조치하에서 국제금융기구와 서방의 지원은 엄격히 제한되었
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엠바고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1989년 캄보디아로부터 철병을 전제조건으로 대미관계 정상
화 협상이 추진되고, 1990년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다. 마침
내 1991년 캄보디아에서 유엔잠정통치기구(UNTAC) 주관하에 총선거가
추진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었다. 프놈펜
에 주둔하던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아시아 주변국과 주요 서방국가
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제금융기관과 주요 서방 선진국
들이 양허성 원조를 시작하였다.11) 199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도 추진
9) 권율․김미림(2018), p.11 참조.
10) 권율․김미림(2018),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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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베트남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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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 : 좌축은 수출, 우축은 해외직접투자임.
자료 : 권율․김미림(2018), p.12 재인용

되어 민간기업들의 직접투자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미․베트남 관계 개선으로 1993년 미국의 부분적인 엠바고 해제
이후 국제금융기관의 융자가 허용됨에 따라 IMF의 자금지원이 시작되고
세 번에 걸쳐 약 10.5억 달러(797.4 SDR)의 구조조정융자가 지원되었다.
클린턴 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베트남에 대한 융자 재개를
허용하면서 세계은행 주도로 원조국 회의(donor conference)가 개최되고,
외자도입을 위한 수원체제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
었다.12)
IMF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
화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원조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 CG)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
다.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CG는 1993년 결성되어 원조공여국과 베트남 정
부 간의 창구로 기능하면서 원조사업 및 주요 지원프로그램에서 조정역
할을 담당하였다. 1993년 ‘1차 원조국 회의’가 개최된 이래 국제금융기관
의 공공차관이 증대되고, 이어 1994년 2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전면해
제로 주요 서방국가들의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13)
11) 권율 외(2009), p.22 참조.
12) 권율 외(2009), p.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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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5 2010 2011
미국
170 14,238 16,928
중국
362 7,309 11,125
EU
637 9,704 14,143
일본 1,461 7,728 10,781
한국 235 3,092 4,715
세계 5,620 70,249 93,386

2012
19,668
12,388
17,269
13,060
5,580
111,291

2013
23,869
13,259
20,676
13,651
6,631
128,743

2014
28,656
14,906
24,357
14,704
7,144
145,766

2015
33,475
16,568
26,143
14,100
8,915
160,089

2016
38,473
21,950
29,131
14,671
11,406
175,745

2017
41,550
35,394
32,899
16,792
14,807
213,466

2018
47,526
41,268
36,175
18,851
18,205
238,866

2019
61,332
41,463
35,780
20,334
19,735
259,384

자료 : IMF DOTS(검색일 : 2020. 10. 27), 권율․김미림(2018), p.13 <표 4> 재인용.

베트남도 1992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경제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고,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개혁개방체제로 본
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발 동남아 외환
위기가 촉발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진출이 급
감하였고, 베트남의 외자유치정책과 수출주도 공업화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대미우회
수출기지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투자환경과 진출 메리트가 크게 개선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대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
다. 미국은 시장개방과 국영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WTO 조기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최혜국대우(MFN) 조치와 내
국인대우를 위한 투자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
가하고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미국을 포함하여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다(표 2-2 참조). [그림 2-3]을
보면 2010년의 경우 미국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EU
와 일본이 각각 14%와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급속히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미국과 EU로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외자주도형 수출공업화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었고,
13) 권율․김미림(2018), p.14 참조. 베트남에 대한 ODA의 경우 1989년 3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 6억 달러 수준으로 배증하고, 미국과 관
계 정상화로 지속적으로 원조 규모가 증가하여 1998년에는 약 12억 달러 규모로
국제적 ODA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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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베트남의 국별 수출 비중
(1995년)

(2010년)

(2019년)

자료 : IMF DOTS(검색일 : 2020. 10. 27), 권율․김미림(2018), p.13 [그림 5] 재인용.

베트남이 WTO 규범준수를 위해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대외지
향적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14)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개방 초기에는 총투자 건수나 금액 면에서 상
대적으로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6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되
고, 1992년 한-베트남 수교에 이어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수립을 통한 관
계 정상화로 점차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의 경
우 3.3억 달러에서 미국과 수교한 1995년에는 22.4억 달러로 외국인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국을 포함 대만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의 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15) 2006년 약 85억 달러를 기록
한 이후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의 경우 전 세계 FDI 규모
는 19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2-3 참조). 당시 투자 1위국은 싱가포르
이고 한국은 EU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한국의 전기전
자 분야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2019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 투자 1
위국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개혁․개방 노선 채택 이후 베트남의 경협대상국은 과거 사회주의국가
중심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EU, 호주 등 서방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16) 나라별로는 한국이
최대투자국으로 2019년 약 83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순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투자비중이 높다.

14) 권율․김미림(2018), p.14 참조.
15) 권율․김미림(2018), p.15 참조.
16) 권율․김미림(2018),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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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베트남의 주요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성과
(단위 : 백만 달러)
199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558

2,545

1,550

1,285

4,466

7,705

6,983

7,965

8,720

7,321

8,344

일본

1,130

2,399

2,622

5,593

5,875

2,299

1,803

3,036

9,205

8,945

4,169

중국

20

685

767

371

2,339

497

744

2,137

2,138

2,532

4,115

EU

598

2,729

1,477

1,018

719

963

738

1,459

1,928

1,585

1,527

미국

531

1,936

300

160

130

310

224

430

874

555

477

전세계 6,531 19,886 15,618 16,348 22,352 21,922 24,115

26,381

37,073

36,319

38,782

자료 : CEIC(검색일 : 2020. 10. 27), 권율․김미림(2018), p.16 <표 8> 재인용.
[그림 2-4] 베트남의 나라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1995년)

(2010년)

(2019년)

자료 : IMF DOTS(검색일 : 2020. 10. 27), 권율․김미림(2018), p.16 [그림 7] 재인용.

2019년 베트남의 전 세계 수출은 2,399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8년 2,437
억 달러에 비해 -2.9%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미수출은 2019년 전년대비
23.5% 증가한 588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미 교역수지는 493억 달러에 달
하고 있다.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면서 대미
흑자가 크게 확대되어 베트남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환율조
작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17)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7)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 대미 경상수지 흑자
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2% 이상 ▲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
수하는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가지를 충족할 경우 관
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환율 관찰대상국은 총 11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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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베트남의 주요국별 교역규모

순위 국명
총계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한국
5 독일
6 홍콩
네덜
7
란드
8 인도
9 프랑스
10 태국

수출
수출금액
증감률
243,699.7 13.3
47,580.1 14.5
41,366.5 16.9
18,833.7 12.2
18,240.6 23.2
6,873.2
8.2
7,957.6
5.1

2018
수입 수입
수출
수지 수출금액
금액 증감률
증감률
236,869.9 11.1
6,829.8 239,891.4 -1.6
12,755.8 36.5 34,824.4 58,783.7 23.5
65,516.2 11.9 -24,149.7 50,938.9 23.1
19,040.9 12.6
-207.2 20,627.3
9.5
47,582.2 1.4 -29,341.6 17,140.9 -6.0
3,812.0 19.0
3,061.2 8,939.9 30.1
1,540.2 -7.5
6,417.4 6,024.9 -24.3

7,085.1

-0.2

764.3

14.0

6,320.8

6,543.8
3,701.2
5,267.5

74.2 4,147.1
9.7 1,347.4
9.7 12,042.9

4.9
2.1
12.5

2,396.8
2,353.7
-6,775.3

6,023.1 -15.0

(단위 : 백만 달러, %)
2019
수입
수입금액
수지
증감률
229,950.5 -2.9
9,940.9
9,458.0 -25.9 49,325.7
89,670.2 36.9 -38,731.3
15,154.1 -20.4
5,473.3
41,068.4 -13.7 -23,927.5
3,185.0 -16.4
5,754.9
9,555.7 520.4 -3,530.8
1,067.9

39.7

4,955.2

5,826.5 -11.0 4,315.6
4.1
4,949.9 33.7 1,207.4 -10.4
4,782.8 -9.2 11,532.4 -4.2

1,510.8
3,742.4
-6,74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무역통계(검색일 : 2020. 10. 7).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취소했으나, 미․중 간의 무역마찰
이 심화되면서 베트남과 미국의 갈등도 재연될 소지가 크다.
한편 중국에 대한 베트남 수출은 50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으로
부터 수입은 897억 달러에 달해 중국으로부터의 교역수지 적자는 387억
달러에 달한다. 한-베트남 FTA가 2014년 타결되면서 한국의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무역 확대가 지속되면서 2019년 베트남의 대 한국 수출은
182억 달러 수준이고, 대 한국 수입은 411억 달러에 달해 베트남의 교역
적자는 239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 간 수직적 분업 구조하에서 원부자재
및 중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부품 및 소재산업이 취약하
여 양국 간 교역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표 2-4 참조).

제2절 베트남의 산업정책과 구조변화

1. 경제개발계획과 공업화전략
베트남은 전형적인 농업국가여서 농업생산성의 증가와 공업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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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이 경제개발의 선결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개혁초기 단계부터
농업 발전, 소비재 생산확대 및 수출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18) 실제로 농업부문에서 1988년 농업개혁으로 가격 인센
티브가 적절히 도입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이 크게 확대되어 1989년
이후 베트남은 연간 수백만 톤의 쌀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제3위의 수출
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개방 이후 연간 수출증가율이 25% 수준
에 이르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등 후발성의 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에 의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조명철․권율, 2000).
이와 같이 베트남은 개혁노선 채택 이후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과 기술,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 자원의 최대한 개발을 추구하는 대외지
향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19) 즉 베트남의 일차적 경제목표를 안정
적인 개방경제체제 수립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전략과 WTO
가입을 통해 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기초로 국제시장과 연계된 국내
시장의 안정적 통합을 추구해 왔다.20) 그동안 베트남은 통상 10개년 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 SEDS)을 기
반으로 5개년 중기 경제개발계획인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 SEDP)을 수립하고 있는데,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SEDS 2011～2020)하에 5개년 개발계획인 SEDP 2011～2015과 SEDP
2016～2020을 추진하였다(그림 2-5 참조).
SEDS 2011～2020은 베트남의 국가경영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
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5개년 SEDP에 제시되어 있다. 장기 개발계
획인 SEDS 2011～2020에서는 연평균 7～8% 경제 성장, 2010년 대비 경
제 규모 2.2배 성장, 1인당 GDP 3,000～3,200달러 달성 등의 세부 목표치
가 제시되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치 이외에도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
한 목표치도 제시되었다. GDP에서의 2, 3차 산업 비중 85%, GDP에서의
첨단산업(high-tech) 비중 45%, 총산업생산량에서의 제조업 비중 40%
등이 설정되어 있다.21)
18) Communist Party of Vietnam(1987), pp.50～55 참조. 조명철․권율 외(2000), p.74
재인용.
19) 권율(2009), p.23 참조.
20) 조명철․권율 외(2000), p.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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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20년) 10개년 목표

자료 : 베트남 계획투자부.

그러나 경제개발과 공업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도로, 전력 등 경제하
부구조가 크게 미비하여 베트남 정부는 개혁․개방 초기 단계부터 공단
개발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22) 베트남에서 공업단지 개발
사업은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중
국에서의 경제특구가 개혁․개방의 개발거점으로서 내륙부와 국제시장
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지역개발정책은 공단개
발사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제특구는 연해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
을 촉진시키고, 원료와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가공한 후 해외시장에
서 판매하는 수출지향형 발전전략에 근거한 것이다. 1988년 수출가공구

21) 정재완(2011), pp.31〜32 참조.
22) 중국의 단계적인 개발전략은 1979년 이후 복건성의 후문을 비롯한 광동성의 심천,
주해 등 4개 지역을 수출가공구와 유사한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1984년에는 연해
지역의 14개 항만도시를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하였는데, ‘연해경제개방구’를 설
치하여 점 → 선→ 면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권율, 1993,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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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베트남 공업구 내 세제 및 특혜조치
사업 내용

세율

면제기간 50% 감면

수출가공구
(EPZ)

- 수출가공구 내 제조기업
- 수출가공구 내 서비스기업

10%
15%

4년
2년

4년
3년

산업공단
(Industrial
Zone)

-

15%
15%
10%
20%

2년
2년
4년
1년

3년
4년
2년

10%

10년

-

10%

4년

4년

수출비율 50% 미만
수출비율 50% 이상 80% 미만
수출비율 80% 이상
공단 내 서비스기업

하이테크기업 - 하이테크 단지 내 진출기업
뉴테크기업

- 공단 외에도 적용

자료 : 베트남 외자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 권율(2003, p.88) 참조.

설치를 결정하였으나, 관련 법은 1991년 10월에 만들어졌다. 호치민시 투
득지구에 대만과 함께하는 딴뚜언 수출가공구가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였
다.23)
공단 개발을 추진하는 외자기업에게는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면세기간 4년, 법인세 50% 감면기간 4년을 부여해 공단개발사업에 외자
유치를 적극 장려했다(표 2-5 참조). 공단 개발에 있어서 칸토 EPZ가 지
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이며 다른 EPZ는 모두 대만, 홍콩 등 외
국회사와 합작으로 개발되고 있다.24)
개발 초기에 호치민시의 딴뚜언, 린쭝 EPZ, 하이퐁 EPZ 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이 부진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외국자본기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단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호치민시 인
근의 동나이성과 빈쭝성에 공단개발이 확대되어 섬유, 봉제, 신발 등 원
가절감형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진출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베트남 수교이후 정부 간 합의사항으로 우리나라 중
소기업 진출을 위한 한국전용공단을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한 바 있
으나, 단독투자 및 관리를 불허하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등의 반발로 중
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다. 베트남 정부가 기술집약적 산업유치를 위해 노
23) 권율(2003), pp.86～87 참조.
24) 최용환(2006), p.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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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이면서 1997년 4월 하이테크 단지 조성법이 발표되어 하노이
근교 호아락에 하이테크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세제면에서 하이테크 단
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10%의 법인세율이 부과되고, 10년간의 면세기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 추가 투자할 경우 5년간의 면세와 4년간
의 50% 감세조치가 부여된다. 또한 입주비, 인터넷 사용료, 개발보조금
등에서도 특혜가 주어지는 등 베트남 정부는 기술집약적 산업공단 개발
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5)

2. 베트남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베트남의 개혁개방체제하에서 경제개발과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국
영기업 주도의 생산체제는 민간부문의 확대와 외자기업의 역할 제고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개혁 초기 베트남은 전형적인 농업국가
로서 60%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유휴노동력이 많아 저임노동력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부문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1차 산업의 노동력
비중이 급속히 축소되고, 제조업 분야의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26)
경제개혁 이전 농업부문의 GDP 비중은 40.2%를 기록하였고, 개혁 직
후 1988년에 46.3%를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18.1%로 낮아졌다. 반면에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 비중은 1990년 22.7%
수준에서 외자유치가 본격화되고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광공업의 GDP
비중이 2007년 41.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의 경우 1995년
15.0%에서 2018년 16.0%로 큰 변화가 없었고, 외자유치 확대에도 불구하
고 국영기업 주도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제조업 비중은
그동안 대규모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해 2020년 18.4%로 다소 증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GDP에서 차지하
는 광공업 비중이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다(표 2-6 참조).
대외적으로 베트남은 1995년 ASEAN에 가입한 이후 1998년 APEC에
25) 권율(2003), p.90 참조.
26) 권율(2006),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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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베트남 산업구조의 변화(1987～2019년)
(단위 : %/GDP)
농업
광공업
- 건설업
- 제조업
서비스업

1995
27.2
28.8
6.9
15.0
44.1

2010
18.4
31.6
6.1
12.9
50.0

2014
17.7
32.7
5.1
13.2
49.6

2015
17.0
32.7
5.4
13.7
50.3

2016
16.3
32.2
5.6
14.3
51.5

2017
15.3
32.9
5.7
15.3
51.8

2018
14.7
33.7
5.8
16.0
51.6

2019
14.0
33.1
5.9
16.5
52.9

2020
15.4
35.0
6.2
18.4
49.6

주 :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추정치.
자료 : CEIC(검색일 : 2020. 10. 27).

참여하고, 2001년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1995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수교 이후 도이머이 2단계에 진
입하면서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까지 대외지향적인 외자주도의 수출확
대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베트남은 경제
개발과 공업화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2001년 무역협정 체결
로 대미 우회수출기지로 급부상하면서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고,
2007년 WTO 가입으로 FDI와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다.27) 이와 같이 베
트남은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외
자주도형 수출공업화 전략에 따라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하였다.28)
특히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
고, 외자유치를 위해 수출가공구(EPZ) 및 공단개발사업을 확대하였다.29)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2001～2005년간의 제7차 경제개
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률은 10.3%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7차 5개년 계
획에 따르면 제조업 및 건설업의 목표치 38～39%를 무난히 달성하여
41%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동 기간 중 제조업은 2001년 19.6%에서
2005년 20.7%를 기록하여 경제개발을 통한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
27) 권율․김미림(2018), p.11 참조.
28) 조명철․권율 외(2000), p.74 참조.
29)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및 공단개발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율(2003),「체제
전환 이후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국토』, 국토연구원, pp.82
～9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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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베트남 정부는 성장의 원동력을 수출과 외자유치에 두고 개방정책
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함께 수출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1995년 베트남의
수출규모는 25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의 경우 322억 달러에 달해
13배가 증가하였다. 제8차 경제개발계획(2006～2010) 기간 중의 베트남
수출증가율은 7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14～16%로 설정되어 베트
남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30)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외자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을 기울인 결과 2000년 47%에서 2005년 54.7%로 외자기업의 수출기여도
가 증가하였다. 2005년의 주요 수출품목이 원유(74억 달러)를 비롯하여
섬유(48억 달러)와 신발(30억 달러), 수산물(27억 달러), 그리고 전자 및
컴퓨터 부품(14억 달러), 쌀(14억 달러) 등으로 품목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표 2-7> 베트남의 SEDP(2011～2020년) 부문별 성과

GDP 성장률(%)

2011～2015 2011～2015
2016～2020
달성여부
(목표)
(실적)
(목표)
6.5～7.0
5.91
미흡
6.5～7.0

1인당 GDP(달러)

1,965～2000

2,109

달성

3,200～3,500

- 농림수산분야

18.5～18.0

17.4

달성

14.9～14.9

- 제조․건설분야

41.7～42.0

38.4

미흡

39.7～39.8

- 서비스분야

39.8～40.0

44.1

달성

45.4～45.3

12.0-14.0

17.5

달성

10.0

정부부채/GDP(%)

< 50

50.3

초과

< 55

평균인구(백만 명)

< 92

91.7

달성

< 97

훈련된 취업인력비율(%)

< 55

51.6

미흡

65～70

기대수명(평균)

74

73.3

미흡

74～75

산림녹화율(%)

42.0～43.0

40.7

미흡

42

농촌 청정수 공급율(%)

96

86

미흡

-

도시 청정수 공급율(%)

82

82

달성

-

항목

산업구조(%)
경제
지표

연간 수출증가율(%)

사회
지표

환경
지표

자료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6),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pp.56～147.
30) 권율(2006), 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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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다.31) 제9차 5개년 계획기간(2011
～2015) 중에는 외자기업의 수출비중이 67%에 달해 베트남의 대외지향
적인 수출공업화에서 외자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베트남은 2015년까지 1인당 GDP 2,000달러를 목표로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추진해 왔고, 주요 경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
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를 목표로 3,200달러로 1인당 GDP 목표를 설
정한 바 있다.
SEDP 2016～2020에 따라 연간 GDP 6.5〜7% 성장, 1인당 GDP 3,200
〜3,500달러를 목표로, 산업구조는 농업 15%, 2차 산업과 3차 산업 분야
가 GDP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으로 경제봉쇄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당분간 경제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표 2-7 참조).

3.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베트남의 위상과 역할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베트남은 공업화에 따
라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국내
총생산(GDP)의 46.3%(1988년)에 달하던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2019년에
는 전체의 14.0%로 낮아지고, 2010년 12.9%에 불과하던 제조업은 2020년
18.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확대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던 광공업 비중은 33∼35%
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다(표 2-6 참조).
개혁․개방정책 이후 베트남의 외자주도형 수출공업화정책이 본격화
됨에 따라 임가공형 외자기업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특히 2001년 미국과
의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베트남은 대미 우회수출기지로 각광을 받으
면서 대미 섬유수출은 2001년 4.8억 달러에서 2004년 25억 달러로 증가하
였다. 2003년 4월 대미섬유쿼터협정에 의하여 38개 품목이 쿼터를 받았지
만, 2007년 WTO 회원국으로서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부
문의 외자유치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5년 EU의 섬유쿼터가 폐
31) 권율(2006), 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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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면서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32)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
업의 성장은 미국, 유럽으로의 우회수출기지로서 부상하면서 크게 확대
되어 왔다. 섬유산업의 현지 기업 생산 비중은 45%로 이 중 국영기업의
생산 비중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기업으로 자회사 60여 개로 구성
된 기업연합인 베트남 섬유총공사(VINATEX)에는 10만 명이 고용되어
있고, 현지기업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권율, 2000). 수출경쟁력이
높은 외자기업들의 경우 섬유산업에서 55%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중소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33)
이와 같이 섬유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기․전자산
업과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베트
남의 제조업 발전과 교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을 세부 업
종별로 살펴보면, 식료품이 전체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고, 비금속광물제
품, 화학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 제외), 기타 수송장비 등이
FDI 유입과 민간분야의 성장,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내 비중이 크게 줄어든 업종은 가죽 및 가죽제품, 담배제품, 음료
수, 목재 및 목재제품 등으로 베트남의 산업구조가 단순 조립으로부터 기
계 및 장비, 기초소재산업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4)
최근 외자유치가 확대되면서 베트남의 산업구조가 전기․전자 분야와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부
품․소재산업 육성이 미흡하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제약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그림 2-6 참조). 국영기업 주도의 이행기경제체제의 제약요
인 때문에 민간부문이 취약하고 부품․소재산업의 실질적 기반인 중소기
업 육성기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라 자국산업의 부가가
치를 높이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국내의 부품․소재 조달률은 30%
32) 권율(2006), p.12 참조.
33) 권율(2006), p.12 참조.
34) 정재완(2011), p.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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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요국의 산업발전단계와 글로벌 가치사슬

자료 : Ohno Kenichi(2010)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43%), 태국(5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 정부는 전기, 전자 등 IT 산업관련 부품
소재는 물론 친환경제품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체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 때문에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기반이
취약하여 구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총리령(Decision 12)으로 발표된 부품소재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중소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낮아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Global Supply Chain)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세금
및 금융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
로 베트남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노동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여 민간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R&D)
센터를 설립하여 기계, 전자 등 주요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특히 베트남은 2013년 11월 하노이 부품소재 육성기관인 ‘HANSIBA
(Ha Noi Supporting Industry Business Association)’를 설립하고, 베트남
개발은행(VDB), Thien Phong 은행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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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2014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위한 시행령(Decision 9028/QD-BCT)을 발표하고, 중소기
업들의 부품소재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111/2015/ND-CP)
을 공포한 바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우대조치로 초기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이후 9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투자기간 15년간 법인세
10% 적용 및 기계류 수입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신용대출 우대 등
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투자금
의 70% 대출 지원을 받고, 토지임대료와 수면임대료 감면 및 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일본기업 등의 대규
모 투자진출로 인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베트남 동반 진출이 증가하
고 있다. 협력기업의 진출은 자본과 기술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베
트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정부도 첨단 과
학기술 산업유치를 위해 하이테크법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베
트남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가장 큰 장점으
로 여기지만, 향후 제조업 투자가 고부가가치화로 이행하는 가운데 인건
비 경쟁력만으로는 진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은 ‘2020년 베트남 산업화 전략과 비전’이라는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육
성을 위한 제안서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 채택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
책적으로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35)

4. 베트남 산업정책의 주요과제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 1990년 회사법과 사기
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영기업 민영화는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 중이다. 구소련 및 동구와 달
리 민영화보다는 국영기업 주식화를 통해 정부지분을 매각하거나 조정하
는 방식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2000년까지 등록된 기업은
6만 2,000개사에 불과하였는데, 1992년 신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
35) 코트라(KOTRA), ‘베트남의 주요 산업동향’,「국가정보- 베트남」, 2013. 6.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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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장경제정책에 따라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경제개혁조
치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2000년 기업법 제정 이후 민간기업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기업 수가 10만 개사를 넘어섰고, 2010년에
는 28만 개사, 2015년에는 44만 2,485개사에 달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급격하게 소유구조를 개편하기보
다 거시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데 중
점을 두어왔다. 국영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개
혁위원회가 설치되고(1993년 3월), 이듬해 4월 국영기업법이 제정되었
다.36) 1994년부터 국영기업을 그룹화하는 총공사 체제의 기업정책을 추진
하여 철강, 석유, 섬유, 식품, 커피, 고무, 담배, 종이, 항공, 해운, 통신, 임업
등 11개 부문을 총공사 형태로 기업연합을 추진하였다. 총공사 체제의 목
적은 자금조달 강화, 국제경쟁력 확보, 기술혁신, 경영효율화 등이었으나,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영기업 주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주식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국가증권위원회를
설립한 뒤, 2001년 호치민 증권시장을 개설하면서 국영기업 개혁작업을
본격화하고 총리 직속 기업개혁위원회 중심의 개혁을 추친해 왔다(표
2-8 참조). 또한 1992년 국영기업 주식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까지 주식화한 국영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10
개사를 주식화하였다. 1999년 수직통합형의 17개 총공사 체제를 강화하
면서 10억 동 미만의 소규모 국영기업의 정리, 중소국영기업의 주식화 촉
진을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370개사를 주식화하였다.
<표 2-8> 베트남의 주요 개혁조치와 기업개혁
주요 개혁․개방조치
외국인투자법 제정
1987
토지법 제정
1988 SCCI 설립
1989 가격개혁 실시
1990 외자법 1차 개정

36) 권율 외(2009), p.20 참조.

주요 기업 개혁조치
․ 자금조달을 재정에서 금융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폐지
․ 감가상각비 100% 유보
․ 예금 및 대출금리 조정, 감가상각비 50%를 국가에 재
집중
․ 국영기업 보조금 중단
․ 회사법 제정(주식회사 설립규정)
․ 사기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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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의 계속
주요 개혁․개방조치
1991 외환거래소 설립

주요 기업 개혁조치
․ 국영기업 재등록
․ 실험적 주식회사화
․ 감가상각비 100%를 국가에 재집중

1992

신헌법 제정
외자법 2차 개정

․ 총리령 137호(자연독점 분야, 주요 경제분야 외 가격규
제 철폐)

1993

토지법 개정
농지이용법 제정

․ 파산법 제정

1994 노동법 제정

․ 기업합동 정책수립(총공사 설립)

행정개혁(MPI 신설)
1995 국내투자촉진법
ASEAN 가입

․ 국영기업법 제정
․ 재무부 자산관리국 설치

1996 외자법 3차 개정
․ 국가증권위원회(SSC) 설립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발표 ․ 국영기업개혁위원회(NERC) 설치
1998
APEC 가입
․ 주식화 작업 촉진을 위한 수상결정 44호 공포
․ 호치민 주식거래소 개설
2000 외자법 4차 개정
․ 기업법 제정
․ 국영기업개혁의 재편과 혁신, 효율향상을 위한 결정
2001 미-베트남 무역협정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법령 90/2001/ND-CP
․ Decree 64호(베트남인의 국영기업 지분참여 제한 철폐)
2002 노동법 개정
․ Ordinance on Price 발표(가격규제 범위 발표)
토지법 2차 개정
2003
․ 국영기업법 개정
건설법 제정
2004
․ 파산법과 경쟁법 국회 가결
․ 투자법, 기업법 개정
2005 주택법 제정
․ 부동산사업법 제정(2016)
2007 WTO 가입
2008 중소득국 진입
․ 회사법, 기업법 개정
2009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법령 56/2009/ND-CP
2011 11차 당대회
․ 총리령(Decision 12)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
․ 하노이 부품소재산업협회[Ha Noi Supporting Industry
2013 토지법 개정
Business Association(HANSIBA)] 설립
․ 신투자법, 기업법 개정(2015년 7월 발효)
․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시행령
2014 주택법 개정
(Decision 9028/QD-BCT),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산업
을 장려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111/2015/ND-CP) 공포
투자법 개정
․ 노동 및 인권, 환경,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개방
2015
베트남-EU FTA 발효
조치 추진 필요
2017 APEC 정상회의
․ 중소기업지원법

자료 : 권율 외(2009), p.19의 <표 Ⅱ-3>의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가 추가 수정.

30

베트남 노동체제와 발전방안

2002〜03년 총 1,272개의 국유기업이 정리되고 2003년 6월까지 국영기
업은 4,274개사로 감소하였다. 2003년 이후 3개년간의 시한을 설정하여
2,600여 국영기업을 추가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추
진해 왔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2015년
2,835개사에 달하는 국영기업은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들은 국가 자본이 46%를 차지하는 191억 달러 규모 이상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민영화는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트남의 자본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베트남 정부
의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서 2020년 4월까지 총 174
개의 국영기업들의 민영화와 주식화 계획이 승인되었는데, 베트남 총리
령(Decision No 26/2019/QĐ-TTg)에 따라, 36개 기업은 계획을 이행하였
지만, 92개 국영기업들이 추가로 주식화되어야 할 상황이다. 2020년에 반
드시 민영화-주식화돼야 할 92개 기업 가운데 베트남 농업농촌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베트남우체통신그룹(Việt
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베트남 석탄광물산업지주
회사(Việt Nam National Coal-Mineral Industries Holding Corporation
Limited), 베트남국유화학그룹(Việt Nam National Chemical Group), 모
비폰 통신(Mobifone Telecommunications Group)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
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다.37)
한편 중소기업 육성과 민간부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
다. 베트남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보면, 2009년 6월 발표된 총리령 Decree
No. 56/2009/ND-CP에 따라 농림업과 광공업의 경우 소기업은 1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총자산은 200억 동 미만으로 규정된다. 또한 중
기업의 경우 200인 이상 300명 미만, 총자산은 200억 동 이상 1,000억 동
37) 시사경제신문(2020. 5 .20),「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와 주식화 촉진」기사 참조.
매각하게 될 지분은 최대 35∼100%이고, 아그리뱅크, 비나코민, 비나푸드 1, 후에
성 광산회사 등 4개사의 지분은 35%까지 민간에 매각한다. 또 모비폰을 비롯한
62개 기업의 지분은 50%까지 매각하고, 베트남제지 등 27개 기업은 50% 이상 매
각하는 대상으로 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부진해 보이자 목표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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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세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으로 24만여 개에 달하고, 소기업 14만 개, 중기업 9,0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38)
중소기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연간 200인 미만이고 총자본
이 1,000억 동 미만이거나 전년 총수입이 3,000억 동 이하인 기업이 대부
분이다.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에서 98%를 점하고 있고,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약 5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서 베트남의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
이다.
2000년 제정된 기업법은 그동안 민간기업들의 토지이용, 자금조달 등
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국영기업과 경쟁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기업설
립의 간소화, 독립적인 유한회사 촉진, 기업등록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까지 13,500개, 2001년 18,000개사, 2002년
22,000개사 등 2003년까지 4년간 72,601개 민간기업이 설립되어 약 2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5억 달러의 등록 자본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법적 기반을
확대시켜 왔고, 2017년 중소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식품가공업, 목재
가공업, 비철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자금력에 있어
서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낮고,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은
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관련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속이 복잡하여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베트남 산업정책과 공업화에서 최대 과제는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과 공업화 추진 과정
을 보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중요하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기반한 부품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투자분야가 저임노
동력에 기반한 전기․전자분야 등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대규모 장치산
38)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통계청(2013), Statistcal Yearbook of Vietna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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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상 고부가가치화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부
품․소재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부품․소재산업 부문은 중소기업
들이 주도적으로 베트남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산업구
조 고도화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진출에 핵심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자본집약적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전기․전자업종 유치에도 불구하고
저임노동력에 의존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는 베트남경제의 구조적 취약
성 때문에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은 그 규모가 작고 저부가가치의 부속품
을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어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 현지에는 부품․원자재 생산기업들이 약 1,000여 개에 달하나 베
트남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섬유․봉제
와 같은 경공업 분야부터 전기․전자, 자동차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대부분의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베트남 내 부품․원
자재 조달 비율은 28%에 그쳐 인도네시아(43%), 태국(5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9) 한국과 일본 대기업들의 대형투자
로 인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전기․전자산업에서도 약 30개 분야
에서 부품․소재산업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트라(KOTRA) 시장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아직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필요한 프린팅머신
제조업체들이 없으며, 생산 가능한 제품들도 생산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Canon Vietnam’의 경우 자사의 전 세계 생산공장에서 전체 평
균 67%의 현지 조달률을 달성했지만 베트남 내 현지 조달률은 30% 수준
에 불과한 실정이다. ‘Toyota Vietnam’의 경우 현지 완성차 조립을 위해
13개의 부품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중 베트남 자국
회사는 자동차 본체 수리용 부품을 생산하는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관련 기업 진출이 적극
적이고,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최근
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승인하기 위한 시행령(Decision
39) 자세한 내용은 KOTRA 시장정보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2081057&cid=48531&categoryId=48558(검색일: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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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028 /QD-BCT)을 발표했고, 베트남 정부 또한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시행령(Decree 111/
2015/ND-CP)을 공포하였다. 이 시행령으로 부품․소재산업 인센티브 자
격을 인증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우선 개발 대상인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재정부, 기획투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위 시
행령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안 정비와 제도적 기
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절 한․베트남 협력과제

1992년 12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상호 교류를 증진시켜 왔다. 1997년 아
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 관계
는 기적적으로 성장해 왔다.40)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투자 1위국이고,
2019년 양국 교역규모는 692억 달러와 흑자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에게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다.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과 함께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가 체
결되고, 수직적 분업관계하에 제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생산의 집적
과 집중이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진출기업들의 생산비용을 크게 절감시켰
다. 최근 양질의 저렴한 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투자로 전기․전자 등
규모가 큰 장치산업의 진출도 크게 확대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
업은 5천여 개에 달하고 베트남 현지 고용인력은 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
동체 구상이 발표되고, 아세안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 베트남은 무역 및 투자 비
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40) 권율(2017b),「‘포스트 차이나’ 베트남과 윈윈하려면」, 매일경제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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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베트남에 특사를 파견한 바 있으며,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17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
다.41)
아시아 역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는 동북아를 넘어서서 아세안, 인도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으로 협력외교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동북아플러
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한 축으로서 역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
구하고,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및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
기 위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주요 뼈대인 ‘3P(People, Peace, Prosperity)’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ASEAN 교역 목표액을 2,000억 달러로 설정한
바 있고, 전략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교역 확대 및 아세안의
산업화와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Prosperity)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2)
2017년 11월 발표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따라 문재인 대통
령은 2018년 3월에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의에서 ‘한-베트남 미
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적 협력파트
너로서 상호번영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방식의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 추
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한-베트남 교역목표를 1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
는 한국 정부의 목표인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2천억 달러 중 절반에 해당
하는 것이다.43)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교역액 1위(42.9%), 투자액
1위(42.6%), 인적 교류 1위(28.7%), ODA 지원규모 1위(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매년 무역흑자가 확대되어 양국 통상마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전
41) 권율(2018), p.14 참조.
42) 권율(2018), pp.13〜14 참조.
43) 권율(2018), 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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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데 합의하고, 양국 간
의 ‘상생협력’과 ‘미래지향협력’을 위해 23개항에 달하는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간의 교역 확대는 2020년까지 ‘현
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소재부품, 전자, 에너지, 하이테크,
첨단 농업개발, 인프라, 스마트 도시, 창의적 창업분야에서의 다각적인 협
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베트남 정부가 요청한 대규모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최근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국
영기업 민영화 및 상업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한국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는 베트남 기업의 역
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자동차, 기계, 섬유 등 기간산업 협력
도 강화하여 양국 간의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하
였다. 특히 농수산물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나라 정부가 적극적으
로 노력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는 기술적 지원․인적 자원 역량강화 사업
에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고 미래 성
장동력 확충하기 위한 ‘미래성장 협력’도 경제협력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
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기후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및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 3월 착공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은 상생협력, 미래지향협력 모두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
자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가공 및 제조공정을 거친 제품을 다시 수입
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주요 생산재와 자본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19년 대 베트남 교역수
지 흑자규모는 271억에 달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에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식품류와 같은 주요 수입품목에서 관세효과가 나타나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일정부분 감소하였지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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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현재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기술역량을 강화시켜 나가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G2 리스크가 높아져 베
트남시장은 최대 수혜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생산네트워크는 생산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비
용 절감으로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
면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대중 투자에 크게
앞서고 있다.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3대 투자대상지로 부상한 베트남은 제
조업의 우회수출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는 동남아 현지에서 투자마찰 요인을 증대시키
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방
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영 비중이 높고 민간부문 육성이 시급한 베트남
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정 간 분업과 기
술이전을 통해 현지의 생산역량과 성장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
을 포함한 ASEAN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글로벌 보호주의에 공
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ASEAN 국
가들과 외교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상외교
를 추진해 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을 통해 한
-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44)
201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동시에 개최
되어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 자원 및 농촌 개발, 인
프라, ICT, 환경 등 7개 분야를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협력 10
주년인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인적, 문화적 교류를 한
층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44) 권율(2019),「아세안과 손잡고 신한반도 체제 포용적 협력」, 공감 기고문 인용.

제2장 베트남의 산업화 현황과 특징 37

못하였다.
2020년 6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며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
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성과가 한국과 아세
안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
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및 7개 핵심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체화할 수 있
도록 정책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
로나19 관련 보건의료 협력과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고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관점에서 경
제․사회․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특히 호혜적 무역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벨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여 베트남과 같은 경제적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협력사업
을 확대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통해 2025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을 2,100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에 따라 인적 교류가 제한되고, 경제봉쇄조치의 여파로 2020년 동남아시
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내 확진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보건의료 환경이 낙
후되어 사망자 수도 25,030명(2020년 11월 15일 현재)에 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협력 및 지원수요가 확대되면서 포
괄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남방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
라 문 대통령은 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은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가능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였고,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엔 쑤언 푹 총리는 “연대 정신을 가지고 아세안과 한국은 앞
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하였다.45)
호혜적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서 해외진출기업의 준법경영 매뉴얼을 발
45) 권율(2020),「코로나19 이후 신남방정책과 ODA 협력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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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고,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현지 노동자와의 원만
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현지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해외근무자 포
상을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2020년 11월 13일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동반
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메콩 5개국 정상 역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공동성명으로 한국의 신남
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코로나19 대
응 협력과 한국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기반한 베트남과의 협
력전략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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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베트남 노동법제 연혁

베트남은 2020년 현재 모법(母法)인 노동법을 비롯하여 노동조합법, 사
회보험법, 직업교육법, 고용법, 노동안전위생법, 베트남 노동자의 해외 송
출법과 같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7개의 노동관계법을 가지고 있다. 베트
남 노동법제는 하나의 법률에 하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제상 국회가 입법한 노동관계법은 7개에 불과하지
만 각 법률에 속한 하위법령체계가 복잡하고 다수인 것이 특징이다.

1. 노동법
베트남 노동관계법의 중심인 노동법은 1986년 베트남 시장경제체제 개
혁인 도이머이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당시의 노동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법제 마련을
위해 1994년 제정되었다. 1994년 이전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규율이 아
닌 정부와 총리의 시행령을 토대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었다. 이후 제
2차 노동법은 2002년, 제3차 노동법은 2006년, 제4차 노동법은 2007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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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노동법은 2012년에 각각 개정되었고 제6차 개정 노동법은 2019년 11
월 개정을 완료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 노동법은 1994년에 제정,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졌다.
제정 노동법은 총 17장, 총 198개의 조문을 담고 있으며 노동관계의 일반
정의(제1장), 고용(제2장), 견습(제3장), 노동계약(제4장), 단체협약(제5장),
임금(제6장), 근무 및 휴식 시간(제7장),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제8장),
노동안전 및 위생(제95조), 여성노동자를 위한 특별규정(제10장), 미성년
자를 위한 특별규정(제11장), 사회보험(제12장), 노동조합(제13장), 분쟁
해결(제14장), 국가의 노동관리(제15장), 노동감독관 및 노동법위반 처벌
(제16장), 시행효력(제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은 베트남 헌
법상(1992년) 노동에 관한 원칙 ‘제55조 베트남 국민의 노동 권리와 의무’
및 ‘제56조 국가의 노동보호제도의 정책적 실현’을 구현해낸 최초의 노동
관계법률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노동관리의 원칙을 규정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집단적 노동관계(노동조합 및 단체
교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46) 여성노동자 및 미성년노동자에 대한 특
별 규정을 갖추어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의 추구를 목표로 노동 현
장을 규율하고자 하였다.
이후 제2차 개정 노동법(2002년)은 취업 알선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노동계약의 유형, 사용자와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지의 권리, 초과근무수당
산정률, 분쟁 해결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쳤다. 제3차 개정 노동법(2006년)
에서는 주로 노동분쟁 해결 규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개별적․
집단적 노동쟁의의 정의를 비롯하여 노동분쟁해결기관, 노동분쟁해결 중
당사자 간의 권리, 파업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제4차
개정 노동법(2007년)은 공휴일에 관한 조항만을 수정하는 등 제정 노동법
의 큰 틀과 내용을 유지하며 지엽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총 17개의 장
은 유지하되 조문은 총 223개로 다소 늘어났다. 반면 제5차 개정 노동법
46) 베트남은 노동조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노동법에도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에
서는 개별적 노동관계 규율을 비롯해 집단적 노동관계 중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원
칙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의 노사 간 대화 그리고 파업에 대한 규율을, 노동조합
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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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이전 노동법의 총 17개의 장에 총 242개의 조문을 규정하면서
많은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내용을 이 법에 도입하고(제3장 제5절) 노동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산업별 최저임금 규정 도입, 야간 근무시간
의 통일, 단체교섭 규정의 보충, 대체휴일의 취업규칙 삽입 의무, 노동분
쟁과 해결 메커니즘, 파업, 공공기관이나 사회정치단체에 대한 노동법상
역할과 지위 및 책임과 권한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이 수정․보충되었다.
이어 2019년 제6차 노동법의 개정이 입법화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현재까지 베트남 노동법 개정사 중 가장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6차 개정 노동법은 개
별적 노동관계에 있어 강제노동 요소의 완전한 제거, 열악한 노동환경 개
선을 위한 노동시간의 축소 그리고 집단적 노동관계에 있어 완전한 결사
와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2. 노동조합법
베트남은 1957년 노동조합법을 국회 입법으로 제정하였고 1990년에 2
차 개정, 2012년 3차 개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 2022년 시행을 목표로 4차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1957년 제정된 베트남 노동조합법은 총 제4장, 총 22개의 조항으로 노
동조합에 관한 일반규정(제1장)과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제2장), 단위
노동조합(제3장), 노동조합 기금(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1990년
개정된 제2차 노동조합법은 총 제4장, 총 19개의 조항으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확대와 노동조합 기금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이후 2012년 제3차 개정 노동조합법은 전면적인 법 개정을 단행하여
법 규정을 총 6개의 장으로 확대하고 조문도 33개로 늘렸다. 여기에는 노
동조합에 관한 일반규정(제1장, 제1조～제9조)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권
리와 의무(제2장, 제10조～제19조), 단위노동조합(제3장, 제20조～제22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제4장, 23조～제29조),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및 분쟁 해결(제5장, 제30조～31조), 시행규정(제6장, 제32조～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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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절차,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를 비롯한 단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권한쟁
의를 비롯한 관련 분쟁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베트남은 현재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법의 제4차 개정을 논의
중이며 제6차 개정 노동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에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이슈, 파업
절차 완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을 예고하고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3. 사회보험법
베트남은 2006년 베트남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2014년 제2차 개정을
통해 현행 사회보험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법 제정 이전에는 법
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사회보험을 규율하였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령은 1947년 제29호 총리 시
행령(Sắc lệnh số 29/SL)으로 노동자의 질병 치료나 산업재해에 관한 수
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어
1950년 제76호(Sắc lệnh số 76/SL)와 제77호(Sắc lệnh số 77/SL) 총리령
을 통해 공무원의 질병과 출산, 산업재해, 은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
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1961년 12월 사회보험법에 관한 시행규칙(218CP)이 제정됨으로써 베트남에 실질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정립되었다. 이
시행규칙은 질병 및 임신과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퇴직, 사망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장과 사회보험료 징수와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뒤이어 1995년 베트남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험 시스템 일
원화 관리를 위한 관리청인 ‘베트남사회보험(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과 연계하여 설
치하였으며 2002년에는 정부결정(số 20/2002/QĐ-TTg)을 통해 기존 베
트남 보건부가 관장하던 의료보험제도를 노동보훈사회부가 관장하는 사
회보험 체계에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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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사회보험법을 국회 입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11장
총 141개의 조문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규정(제1장)을 비롯하여 권리와
의무(제2장), 의무적 사회보험(제3장), 자발적 사회보험(제4장), 실업보험
(제5장), 사회보험기금(제6장), 사회보험조직(제7장), 사회보험시행절차(제
8장), 이의신청(제9장), 포상 및 위반처리(제10장), 시행규칙(제11장) 등이
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과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대상을 구분하였는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질병과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퇴직, 사망에 관한 보장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퇴직과 사망에 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법(2014년, 제2차 개정)은 기존 제정 사회보험법의 큰 틀
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계약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
입, 출산휴가, 퇴직연금 등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충하였다. 또한
가장 크게는 실업보험에 관한 내용을 사회보험법에서 고용법(LUẬT VIỆC
LÀM, 38/2013/QH13)으로 이관시키고 세부 내용은 실업보험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28/2015/ND-CP)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4. 기타 노동관계법
베트남은 2006년 제정한 직업교육법(LUẬT DẠY NGHỀ)을 2020년 현
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총 11장, 총 92개 조항으로 베
트남 직업교육 기관의 조직 및 활동, 직업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또
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업교
육의 대상을 규율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초급, 중급, 고급)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직업훈련 교육과정의 보장과 직업교육 비용의 국가 지
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직무능력 국가표준을 제공, 이에 관한 평가와 증명서
발급 등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 고용법(LUẬT VIỆC LÀM, 38/2013/QH13) 역시 2013년에 제
정되어 2020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총 7장, 총 62
개의 조문을 담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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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 국가 직업기술인증서의 평가 및 인증, 고용에 관한 서비스 제공
활동 지원, 실업보험, 고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실업
보험에 대한 내용은 고용법 제정 당시 그 내용을 사회보험법으로부터 이
전받아 규율하였는데, 여기에는 실업수당 및 직업상담, 직업훈련지원, 직
무 유지․향상 교육, 실업보험 가입 대상, 실업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
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노동자해외송출법(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72/2006/QH11)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계약을 통해 해외로 나아가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총 8장, 총 80개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자의 해외송출기업을 비롯하여 해외로 나아가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및 보증인,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된다. 특히 해외
로 나아가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국가 정책을 표명하고 이들을 위
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
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율을 정하고 해외 업무
사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주요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특징

1. 서 론
베트남 노동관계법 중 모법(母法)에 해당하며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
하는 노동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사회보험을 규
율하는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관계의 총론을 규율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개정 시행 예정인 제6차 개정 노동법은 총 제17장(제1장 총칙, 제
2장 고용, 채용과 노동자 관리, 제3장 노동계약, 제4장 직업교육과 직업능
력의 향상, 제5장 사업장 내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제6장 임금,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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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및 휴식, 제8장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 제9장 노동안전위생, 제
10장 여성노동자에 관한 특별규정 및 성평등 보장, 제11장 미성년노동자
및 기타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12장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
업보험, 제13장 단위 노동자 대표단체,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15장
국가의 노동관리, 제16장 노동감독과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리, 제17장
시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노동법은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치며 대륙법을 계수
하고 이후 법제 정비 과정에 있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법제
ODA를 받아 제정되었다. 이에 베트남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노동법제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베트남 노동법제는 경제 발전 정도
에 비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잘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베
트남 노동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고 절차에 치중한 느낌이 강하다. 이
에 제6차 개정 노동법(2021년 시행)은 이러한 법제와 노동 현장 간의 온
도 차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
른 후속 입법 조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특징
가. 초과근무의 제한
베트남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초과근무 시간은 1일 단위에 있어
정규 노동시간의 50%(1일 4시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주 단위로는
12시간, 1월 단위로는 30시간(제6차 개정 노동법에서는 40시간으로 늘어
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년 단위로는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출입기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어 300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
다. 제5차 노동법의 내용은 월 단위 초과시간을 제외하고 제6차 개정 노
동법에 현행 유지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자의 개별적 노동환경 보호
와 고용 증대를 위해 초과근무 규정의 준수를 엄격히 감독하고 있다. 또
한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은 수당이 없는 초과근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
고 인식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행하는 경우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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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시간의 엄수와 수당 산정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 초과근무 시간의 연장은 제6차 노동법 개정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사용자들은 제조업의 특성상 물류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때
에 이를 시설 또는 인력의 확충이 아닌 초과근무를 통해 해소하고자 초과
근무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였고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 역시 높은 초과근
무 수당을 통해 저임금을 상쇄하고자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찬성하였다.
이에 개정과정 중 개정(안)은 년 최대 600시간까지 초과근무 시간의 연장
을 고려하였지만 베트남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으로 노동규율을
국제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 제6차 개정
노동법에서 이를 현행 유지하였다(월 단위 초과근무 시간 제외).
나.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
베트남 노동법은 경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 대비 최대 약 400%
가까이 계산될 수 있는 높은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FDI 유입에
대한 정책적 고려로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급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당 등을 통해 임금 상승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며 한국과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 제6차 개정 노동법 역시 평일(영업일)은 최소 150%, 주
휴일은 최소 200%,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최소 300% 이상의 임금 할증
을 적용하며 여기에 야간 20% 그리고 다시 추가 근무 30%가 덧붙여지면
경우에 따라 최대 약 400%의 초과근무수당이 산정된다.
다. 노동법상 여성(모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현행 베트남 노동법 제10장은 여성노동자에 관한 특별규정 및 성평등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여성노동자가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초과, 원격지 출
장 근무를 시킬 수 없다. 또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고시하는 과중
및 유해, 위험 업무로부터 임신부를 배제해야 하며 혼인 및 임신, 출산휴
가, 12개월 미만인 자녀양육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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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특히 6개월의 출산휴가 보장과 무급휴
가 보장 등 여성노동자와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을 상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여성노동자의 특별규정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높
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라. 고용 유연성과 간접고용
베트남 현행 노동법은 이미 우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현행 베트남 노
동법 제22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외에 최대 36개월까지의 기
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1회 연장 가능)과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노동계약(원칙적으로 연장 불가)을 규율하고 있
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사실상 최대 72개월까지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계약직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6차 개정 노동법 역시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규정은 폐지하였다. 최대 6년(72개월)까지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은 사용자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노동자의 고용 안정 측면
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취업 그리고 이직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베트남
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계약직 규정이 사실상 노동 현장의 불안 요소
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베트남 현행 노동법은 ‘제5절 노동자 파견(제53조
～제57조)’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은 한국의 파견법과 그 개념과 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베트남 노동법의 파견 규정 역시 파견노동자와 파
견노동자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파견노동사업자, 파견노동자를 받아 사용
하는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 2013년
이 규정이 시행되며 베트남도 간접고용 시대에 돌입하였으나 베트남은
아직까지 정규직 노동자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사용함에 있어 유의미한 임금 격차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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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제외한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이 다른 국가처럼 폭발적으
로 증가하거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특징
베트남은 현행 헌법 “제10조(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노동자
계급의 사회 정치조직…”에 따라 최상위 노동자단체(이하, 노총)인 베트
남노동조합총연맹(Tổng Liên đoàn Lao động Việt Nam)만을 합법적인
노총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조합법 “제6조 제1항(노동조합의 설
립과 운영에 관한 원칙)과 제2항(노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단수 단위(산
업별․지역별) 노동조합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모든 노동조합
은 반드시 단일 노총인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되어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에 직접 법령안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연맹의 위원장은 국회의원 및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상당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도이머이 이후
지금까지 국가가 단수 노총인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을 통해 베트남의 모
든 노동조합 조직을 관리하여 왔고 이것은 베트남에서 각급 노동조합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이는 각급
노동조합의 노사 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험
부재를 낳았으며 사용자 역시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
는 등 일정 수준의 노사자치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국가나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 노동조합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나 제6차 개정 노동법은 복수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의 병존 허용 그리고 단체교섭의 완전한 자율
적 보장, 파업 절차의 완화 등 새로운 노사자치를 준비하고 있다.

4. 사회보험법의 체계와 특징
현재 베트남은 초고령화 시대와 사회보험재정 고갈에 대비하여 제6차
개정 노동법에서 법정 퇴직(은퇴) 연령을 남성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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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대폭 조정하였으며 사회보험법상 퇴직 이후의
연금 수급률 역시 2018년부터 축소하였다.
베트남 현행 사회보험법(No.58/2014/QH13)은 사회보험 수혜자, 사회보
험 수급요건, 혜택 수준, 수급 혜택 자격 기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질
병을 비롯한 산업재해와 직업병, 출산, 퇴직, 건강, 장애 등의 내용을 보장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형태를 의무적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무적 사회보험은 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노동
법상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의미하고, 자발
적 사회보험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조직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 및 사
망에 한정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베
트남 내에서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외국인에 한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의무적
사회보험은 이 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에 비례한 보험료
를 나누어 납부하고 베트남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이를 두는데, 노동자는
퇴직 및 사망 14%(외국인 0%), 질병 및 출산 3%(외국인 3%), 직업병 0.5%
(외국인 0.5%), 산업재해 1%(외국인 0%), 의료보험 3%(외국인 3%)로 본
인의 임금 중 총 21.5%(외국인 6.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 및 사망 8%(외국인 0%), 질병 및 출산 0%(외국인
0%), 직업병 0%(외국인 0%), 산업재해 1%(외국인 0%), 의료보험 1.5%(외
국인 1.5%)로 총 10.5%(외국인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ILO 협약과 베트남 노동법

2020년 6월 8일 베트남 국회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1998년 선언
한 핵심협약47) 중 하나인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
47) ILO의 190개의 협약 가운데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규범 중 1998년 ILO 기본원
칙 선언에서 열거한 4개 분야, 8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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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은 위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였고 나머지
하나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베트남은 1997년 ‘제100호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
에 관한 협약’ 그리고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 비준의 내용을 현행 노동법 ‘제8조 제1항 노동법상 금지
행위’ 조항에 두어 국내법에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과 노동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성별이나 민족 또는 피부색, 사회계층, 혼인의 여부, 신념,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2000년에는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을, 2003년에는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 내
용들을 베트남 노동법 ‘제4조 제7항 미성년근로자 보호’ 그리고 ‘제8조 제
7항 미성년자 불법고용 금지’, ‘제161조～제165조 미성년근로자의 특별 규
정’ 등에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 노동법은 미성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규정(현행 베트
남 노동법 제11장)을 두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 연령을 더욱 세분화하여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 전체를 미성년노동자로
규정하고(동법 제161조), 이를 15세 이상～18세 미만 그리고 13세 이상～
15세 미만, 13세 미만으로 다시 구분하여 노동계약의 체결을 비롯한 노동
시간과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제한하고 각 미성년노동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업태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노동법 제165조는 미
성년노동자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업무와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노동자는 신체적 능력을 초과하여 과중한 물체를 운반 또는 들어
올리는 업무(동조 제1항 a호), 화학물질이나 가스, 폭발물의 생산 또는 사
용, 운송 등(동항 b호)을 비롯하여 건축물 폭파, 금속 용해, 절단, 용접 그
리고 윤리관을 해하는 업무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노동자는 수중 및 동굴, 건설 현장, 도축장,
카지노, 가라오케, 모텔, 사우나, 마사지 업소 등을 비롯하여 정부가 지정
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노동자는 정부가 별도로 규정한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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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정부가 시행규
칙을 통해 특별히 고시한 업무(예술, 공연 등)에 한하여 법정대리인과 서
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학업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노
동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처럼 베트남은 위 협약 제182호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노동법에 미성년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2007년에는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2020년에는 ‘제105호 강
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특히 협약 제105호는 강제노
동을 노동규율의 수단 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써 이용하거
나 인종․사회․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노동법 ‘제8조 제3항 강제노동 금지’에 강제노동
에 대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이 법 “제190조 노
동조합 설립,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
와 “제219조 제5항 파업 참가 노동자 또는 파업 주도자에 대하여 보복하
는 행위”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ILO 협약 제
105호의 내용을 충실히 자국법에 담고 있다. 또한, 베트남 형법 제297조
에 위력 또는 협박, 악의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강제적으로 노동하게
하는 자는 3년 이하 및 2억 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강제노
동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 규정
의 이행과 실효를 담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
약’을 비준하였고 2021년 시행 예정인 노동법과 2022년 개정 시행을 목표
로 한 노동조합법에 관련 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
년 시행 예정인 베트남 제6차 개정 노동법은 단결권 확보 차원에서 이미
복수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를 허용하였고, 자유롭고 완전한 단체
교섭권의 확대 보장 원칙을 삽입하였다. 현재 개정 논의 중인 베트남 노
동조합법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 단체교섭에서의 창구 단일화 논의 그리
고 단체행동권의 전면 자유화, 즉 그동안 파업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여 실질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던 규정들에 대한 개정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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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20년 하반기 현재 베트남은 ILO가 1998년에 선언한 핵심협약
8개 중 제87호를 제외한 모든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제87조 역시 베
트남 현행 노동조합법 “제1조(노동조합),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가입․
활동 권리), 제6조(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원칙)를” 통해 규율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더욱 보완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머지
않아 입법될 전망이다.

제4절 베트남 정부의 노동정책의 특징

베트남의 노동정책은 베트남 공산당이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장단기
계획에 따른 로드맵을 세우고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권 실행을 통해
구현된다.

1. 노동자 보호 정책
2021년 시행 예정인 제6차 개정 노동법은 현행 노동법상 규정된 노동
계약의 종류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과 최대 36개월까지의 기간
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은 존속하되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절적 또는 특정 작업의 노동계약은 폐지하였다.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절적 또는 특정 작업의 노동계약은 법정 규정 사유가 아니
면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계약 종료나 퇴직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강제노동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초과근무 시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꾸준
히 견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
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48) 베트남 공산당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선
48) 베트남 역시 기본급 대비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와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
의 범주 문제, 저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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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의결, Số 27-NQ/TW)에 따라 정부와 민
간을 구분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첫 단추로 제6차 개정 노동
법부터 최저임금 개념을 변경하는 등 임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공법적 규제를 통한 노동자의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관계법
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벌과 형벌을 두어 처벌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
서는 이를 동시에 적용하여 법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노사자치와 건전한 노동관계 형성을 위해 공법적 규제를 줄이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은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 위반 7개 사항에 ‘노동안전보건 위반의 죄(베트남 형법 제295
조)’를 추가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2. 노사자치 정책
앞으로 베트남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는 국가가 관리하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에 당연 가입 의무가 폐지되고 노사 간 완전한 교섭 자율
화가 보장된다. 다만, 다수의 노측과 단수의 사측 간 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측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룰(Rule)을 마
련할 예정이며 노동감독관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노동감독관 1인이 평균
약 2,000여 개의 기업을 감독하는 현실을 감안해 양적으로 노동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질적으로 이들의 역량과 수준을 제고하여 자유로운 노사자
치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 해결에서도 조정전치주의의 개선과 노동중재위원회
의 도입 등49)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온 노동분쟁 해결을 민간과 공유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
연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제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파
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실질
진행하고 있다.
49) 베트남의 노동분쟁 조정위원과 중재위원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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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3. 노동시장 정책
베트남은 양질의 노동력 양성을 통한 소득 증가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사회․경제발전 전략계획(2020～
2030)을 통해 직업교육 강화를 비롯한 장단기 인력양성 계획을 구체적으
로 수립하고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노
동자를 주요 선진국의 의료 및 보건을 비롯한 첨단산업군에 진출시켜 좋
은 노동환경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자국 노동
자의 해외송출전략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소득이 베트남
정부 외화 획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 해외송출정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 사회보험 정책
2020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인구의 약 89%(8,500만 명 이상)가 사회보
험에 가입하는 등 베트남 사회보험제도는 역사가 짧음에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2025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약 95%
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도 당장에
직면한 사회보험재정 고갈 문제와 사회보험 가입률 정체를 해소하기 위
해 퇴직 연령의 증가, 연금 수급액의 축소,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
수고용형태 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편입정책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의무적 사회보험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노동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범주의 조정이라는 문제가 선
결되어야 하는바, 베트남 정부는 우선 이들에게 자발적 사회보험을 장려
하여 사회보험에 편입시킨 후 의무적 사회보험 수준의 보장과 혜택을 제
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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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노사관계 주요 이해당사자와 연구자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노동 및 고용시스
템에 관한 개요를 서술하고자 한다. 주요하게 노동시장(경제성장, 노동시
장 지수, 노동력 구조, 직업, 소득, 실업, 직업교육, 해외송출, 사회보험),
최저임금(정의, 기준, 협상, 산정방식, 평가), 근로감독 시스템(내용, 근거,
감독형식, 위반사례 처리, 현황), 사회보장제도(빈곤, 사회보험, 지원, 향후
베트남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목표), 노사관계(행위자, 노사정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 새로운 노사관계 환경), 노동분쟁(종
류, 해결, 개별적 분쟁, 권리분쟁, 이익 분쟁, 파업절차, 분쟁 및 해결 현
황), 플랫폼 경제(현황, 노동관련 문제들), 그 외 쟁점들(노동시간, 연차휴
가, 성평등, 성희롱, 산업안전과 보건, 파견, 사업주의 도주)을 총 8개에
걸친 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1절 노동시장 개요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 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
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장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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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경
제 강국을 포함한 69개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인정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베트남 노동시장은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및 2020년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알아본다.

1. 경제성장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7.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50).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51)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GDP는 2.1～2.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는 베트남 GDP가 2020년 1.9%, 2021년
11.2% 증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4-1 참조).52)
[그림 4-1] 베트남의 GDP 성장률(2009～2020년)

자료 :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GSO).
50) General Statistics Office Press Release on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Fourth Quarter and 2019,” 2019. 12. 27.
https://www.gso.gov.vn/en/data-and-statistics/2020/01/socio-economic-situati
on-in-the-fourth-quarter-and-the-whole-year-2019(검색일: 2020. 11. 12).
51) Đầu tư Chứng Khoán(2020. 7. 13), “GDP 2020 dự báo dao động từ 2,1～2,6%,”
https://tinnhanhchungkhoan.vn/gdp-2020-du-bao-dao-dong-tu-2-1-2-6-post2
45297.html(검색일: 2020. 11. 12).
52) Cafe Land(2020. 9. 28), “Việt Nam đứng thứ 2 về tăng trưởng kinh tế năm 2020,”
https://cafeland.vn/tin-tuc/viet-nam-dung-thu-2-ve-tang-truong-kinh-te-na
m-2020-91183.html(검색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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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노동시장 지수
베트남은 아직 황금 인구구조 상태로, 2020년 기준 전체 9,620만 인구
중 49.8%가 남성, 50.2%가 여성이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각각 1, 2위), 전 세계에서는 15번째로 인구가 많
다. 10년 동안 인구 규모가 10.8% 증가했다.53)
<표 4-1>을 보면 2019년 15세 이상 노동인구는 5,551만 명이었으며,
이 중 25～54세 연령대가 전체 노동인구의 80% 이상이다. 자격증이 있는
숙련 근로자 수는 (기본 직업교육 이상) 23.45%였으며 농촌 지역 대비 도
시가 2.5배 높았다 (농촌 15.6%, 도시 39.3%).54)
<표 4-1> 베트남의 주요 노동시장 지수
번호

지수

1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

경제활동참가율 (%)
자격증을 보유한 15세 이상 노동인
구 비율
노동 연령대의 노동인구

3
4

(단위 : 백만 명, %)
2019년 4분기 2020년 2분기
기타
55.51
53.15
: 31.9%
(여성 : 48%; (여성 : 47.3%; 도시
남성 : 52%) 남성 : 52.7%) 농촌 : 68.1%
76.46
72.31
23.45

23.97

49.27
46.79
54.90
51.81
: ～33%
5 노동자 수
(여성 : 47.42%; (여성 : 46.86%; 도시
농촌
: ～67%
남성 : 52.58%) 남성 : 53.14%)
6 전체 노동자 중 임금 근로자 비율
48.95
48.11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6.71
6.42
7 (백만 VND)55)
(～290 USD) (～278 USD)
8 전체 고용 중 농업, 임업, 어업 고용 비율
33.05
32.90
9 노동 연령대의 실업률
2.15
2.73
10 도시 지역 실업률
3.10
4.46
11 청년 실업률
6.50
6.98

자료 : 베트남 통계청 및 노동보훈사회부.56)
53) GSO, 2019 인구주택조사. https://www.gso.gov.vn/su-kien/2019/12/ thong-caobao-chi-ket-qua-tong-dieu-tra-dan-so-va-nha-o-nam-2019/(2019 인구주택조
사결과 보도자료)(검색일: 2020. 11. 12).
54) GSO, 2019 인구주택조사. https://www.gso.gov.vn/wp-content/uploads/2019/12/
TDT-Dan-so-2019-1.pdf https://www.gso.gov.vn/en/events/2019/12/press-releaseon-results-of-the-population-and-housing-census-01-4-2019(검색일: 2020. 11. 12).
55) 환율: 1 USD는 23,060 VND에 해당, 2020. 10. 21. 기준, 비엣컴뱅크(Vietcombank).
https://portal.vietcombank.com.vn/Personal/TG/Pages/ty-gia.aspx?devicechannel=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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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 고용
2009～2019년 사이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한 반면
산업,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표 4-2>를 보면, 농
업, 임업, 어업 분야 노동자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09년 53.9%에서 2014
년 46.3%로 하락했으며 2019년에는 35.3%까지 떨어졌다.57) 2019년 서비
스 분야 노동자 수는 농업, 임업, 어업 분야 노동자 수를 초과하여, 2018
년 3월 22일 의결된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2030～2045(Số 23NQ/TW) 국가 산업발전 방향에 관한 의결문’58) 중 “2030년까지 산업 및
서비스 부분에 노동력 비율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함”이라는 목표 달성
의 신호를 보여주었다.
2019년 주택인구조사에 따르면 교육 훈련, 보건 및 사회지원 활동, 숙
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 가사 노동 분야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60% 이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광산, 건설, 운수 및 창고산업에서는 20%
이하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2009

2014

2018

2019

농업, 임업, 어업 분야(%)

53.9

46.3

37.7

35.3

산업(%)

20.3

21.4

26.7

29.2

서비스(%)

25.8

32.3

35.6

35.5

자료 : 2019 인구주택조사.59)
(검색일: 2020. 11. 12).
56) GSO와 MOLISA의 노동 및 고용 설문조사 통계 발표, GSO-MOLISA 베트남 노
동시장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0년 2분기, 26호. http://www.molisa.gov.vn/Upload/
ThiTruong/LMU-So26-Q22020-D5-final.pdf(검색일: 2020. 11. 12).
57) 상동.
58)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2030～2045 국가 산업발전 방향에 관한 의결문.
https://tulieuvankien.dangcongsan.vn/he-thong-van-ban/van-ban-cua-dang/nghi-q
uyet-so-23-nqtw-ngay-2232018-cua-bo-chinh-tri-ve-dinh-huong-xay-dung-chin
h-sach-phat-trien-cong-nghiep-quoc-gia-den-nam-4125(검색일: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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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근로자도 노동인구의 33.2%로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주로 식
당, 호텔, 가사 노동 및 우버, 그랩 운전사 등 플랫폼 노동에서 주로 나타
났다. 또한 개인 서비스 제공자, 영업사원, 경비원, 기능공, 조립공, 기계
운전사가 경제활동을 하는 전체 노동인구의 46%를 차지했다.

4. 취업자 구조
2020년 2분기 전체 취업자 5,501만 명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임금
근로자 집단으로 48.35%였으며 자영업자가 35.63%로 뒤를 이었다(표
4-3 참조).60)
<표 4-3> 직업 분류에 따른 취업자 구조
직업

소유주

자영업

가사종사자

임금 근로자

협동조합원 &
분류불가

비율

2.62

35.63

13.39

48.35

0.01

자료 : 2019

인구주택조사.61)

5.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2019년 4분기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671만 동(VND)이었으며
2020년 2분기에는 642만 동으로 하락했다. 여성 평균 소득은 2019년 4분
기 남성보다 11.6% 낮았고 2020년 2분기에는 11.2% 낮았다. 도시 근로자
들의 소득은 농촌 근로자 소득보다 2019년 4분기 기준 25% 높았으며
2020년 2분기 기준 21.9% 높았다. 대학교 학위가 있거나 교육 수준이 그
이상인 근로자들의 소득은 저숙련 노동자 대비 2019년 4분기 기준 38%
높았으며 2020년 2분기 기준 40.5% 높았다.62)
59) GSO, 2019 인구주택조사. https://www.gso.gov.vn/wp-content/uploads/2019/12/
TDT-Dan-so-2019-1.pdf(검색일: 2020. 12. 18).
60) 상동.
61) GSO, 2019 인구주택조사. https://www.gso.gov.vn/wp-content/uploads/2019/12/
TDT-Dan-so-2019-1.pdf(검색일: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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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 및 불완전고용
실업률은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에 상승했다(표 4-4 참조).
남성 실업률은 항상 여성 실업률보다 낮다(2020년 2분기 기준). 도시 실
업률은 항상 농촌 실업률보다 높다. 청년 실업률(15～24세)은 꽤 높은데
2020년 2분기에 6.98%를 기록했다.
<표 4-4> 성별․도시/농촌 및 연령대별 노동연령인구의 실업률
비율

2019년 4분기

2020년 2분기

전국

2.15

2.73

남성

2.17

2.59

여성

2.13

2.91

도시

3.10

4.46

농촌

1.67

1.80

청년(15～24세)

6.50

6.98

자료 : GSO와 MOLISA.
[그림 4-2] 베트남의 2020년 2분기 실업자 등록 사유

자료 : MOLISA 교육국.
62) GSO-MOLISA 베트남 노동시장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0년 2분기, 26호.
http://www.molisa.gov.vn/Upload/ThiTruong/LMU-So26-Q22020-D5-final.pdf
(검색일: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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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했다. 실업의 61%는 만기
전 계약 종료, 또는 계약 만료나 양측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인
한 실업이다. 또한 5%는 기업 해체, 파산, 구조적 변화로 인한 실업이다.
나머지는 불법적인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또는 사용자에 의한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실업이다(그림 4-2 참조). 실업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제조
업(약 45%) 및 서비스 분야다(약 30%).63)

7. 직업 교육
2019년 베트남 전국의 직업 교육 등록자는 거의 234만 명에 이르렀으
며 이 중 약 56만 8,000명(24.29%)이 전문대 및 중급 교육에 등록했고 177
만 명(75.91%)이 기초 교육 및 다른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2020
년 직업교육 등록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 첫 6개월 간 베트남
전국의 채용자 수는 77만 6,200명에 불과했다(2020년 계획의 34%, 2019년
동기간 채용의 72%에 해당).

8. 사회보험 가입
2020년 2분기 베트남 전국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1,517만 명이었고
(2019년 4분기 대비 3.5% 하락) 이 중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1,453
만 4,000명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4.2% 감소했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자 수는 63만 6,000명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1.3% 하락했다.64)
2020년 첫 6개월 간 51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렸
다. 43만 8,235명은 일괄 지급 혜택을 받았으며 469만 7,719명은 질병, 출
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65)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제불가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경
63) GSO-MOLISA 베트남 노동시장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0년 2분기, 26호.
http://www.molisa.gov.vn/Upload/ThiTruong/LMU-So26-Q22020-D5-final.pdf
(검색일: 2020. 12. 18).
64) 상동.
6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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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여
러 제조업 분야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
들고 특히 섬유, 신발, 어업, 자동차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 일자리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자 노사정 삼자주
의의 가장 성공적인 실행으로 여겨진다.

1. 최저임금 정의와 설정 기준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의 정의는 시작부터 법제
화되어 이후 노동법의 여러 개정을 통해 점차 개선되었다. 1947년 3월 12
일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시행령 제29호는 ‘최저임금’을 어떤 경우라도 사
용자가 그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요율로 정의했다.66) 1994년 노동법
은 이 정의를 이어받았다. 2012년 노동법은 이를 크게 개선하여 “최저임
금은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 노동자에
대한 최저 지급금액으로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만 한다.”고 정의했다.67)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68)은 이 정의
를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 “최저임금은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 노동자에 대한 최저 지급금액으로 사회
66) 1947년 3월 12일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시행령 제29호, 59조.
67) 2012년 노동법, 4장 제91조.
68)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제3장에서 말하는 ‘제6차 개정 노동법’과 동
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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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발전에 따라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만 한다.”69)
시행령 제29호(SẮC LỆNH(SỐ 29 NGÀY 12 THÁNG 3 NĂM 1947)
는 최저임금은 중앙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부70) 가
설정한다고 규정하며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는 기업 분야, 정부 노동자
및 군대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을 통해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 개혁을 단행하기는 했
지만,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1993년이 되어서였다. 1994년 노동법(Labour Code)
의 최초 도입과 함께 노동시장의 요소로서 임금 개념이 수립되었고 임금
지급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국가가 설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1994년 노동법 또한 국가의
최저임금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71) 이는 3자 협의 원칙을 수립한
다: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및 사용자 대표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베
트남 정부는 보통 일반 최저임금, 각 지역별 최저임금, 그리고 각 분야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포한다.”72) 하지만 이 원칙은 민간 분야 최저임
금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임금위원회가 설립된 2013년이 되어서야 유의미
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최저임금이 국내 기업
과 해외 투자기업(FDI)에 대해 다른 요율로 설정된 것인데 해당 기간 동
안 베트남 경제가 더딘 발전을 보였고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반
면 베트남에 새롭게 진출한 FDI 기업들은 국내 기업 대비 임금 지불 능
력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촉발
된 세계 경제 둔화에 직면하여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
을 만들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국내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기업에 대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69)
70)
71)
72)

2021년
1947년
1994년
1994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4장, 제91조.
3월 12일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시행령 제29호, 제58조.
노동법, 제6장.
노동법, 제6장,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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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했으며 생활비에 기반하여 베트남 전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차등한 최저임금을 설정하였다.
2012년 노동법(1994년 노동법을 대체하기 위해 2002, 2006, 2007년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됨)은 최저임금 형태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 “최저임금
은 월, 일, 시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지역과 분야별로 결정되어야 한다.”73)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월 기준 및 지역별로만 설
정되며 일 기준 및 시간당 기준, 분야별로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1994년
노동법이 생활비에74) 기반한 최저임금만을 명시하고 있다면, 2012년 노
동법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 필요요건, 사회경제적 여건 및 노
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규정한다.75) 2021년 시
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최저임금 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
는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최소 생활수준, 최저임금 수준과 시장임금 수
준 간 상관관계,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 노동 수급, 고용 및 실업, 노
동 생산성, 그리고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이 포함된다.76) 따라서 최저임금
설정의 변화는 경제발전과 시장에 기반한 변화를 반영한다.

2. 수년간의 최저임금 협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출발한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지만 그 인상 수준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림 4-3 참조). 2013년 인상률은 17.5%였지만 2019년 인상률은 5.5%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0% 인상되어 현재 4개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은 지역 1은 442만 VND(192USD에 해당),77) 지역 2는 392
만 VND(170USD에 해당), 지역 3은 343만 VND(149USD에 해당), 그리

73)
74)
75)
76)
77)

2012년 노동법, 제4장, 제91조.
1994년 노동법, 제6장, 제56조.
2012년 노동법, 제4장, 제91조.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제4장, 제91조.
1 USD는 23,060VND에 해당, 2020. 10. 21. 기준, 비엣컴뱅크(Vietcombank), https://
portal.vietcombank.com.vn/Personal/TG/Pages/ty-gia.aspx?devicechannel=
default(검색일: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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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2013～2020년)

자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고 지역4는 307만 VND(133USD에 해당)이다(그림 4-4 참조).
연간 인상률은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국
가임금위원회는 2013년 7월 3일자 베트남 총리 결정사항 1055/QD-TTg
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5명의 VGCL(베트남 노동총연맹) 연맹원, VCCI(베트남 상공회
의소), VCA(베트남 협동조합연맹), VINASME(중소기업협회), VITAF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그리고 LEFASO(베트남 가죽, 신발, 가방협회)의
사용자 대표 5인, 그리고 MOLISA(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측의 정부 대
표 5인이 포함된다. 정부 측 위원, 일반적으로는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VGCL, VCCI, VCA 측에서 맡는
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노동 및 임금 분야 지식이 있
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팀을 구축했다. 2020년에는 보다 증거에 기반한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임금위원회를 확대해서 독립 기관 및 대학의
과학자, 연구자 등 독립위원을 포함하기로 합의되었다. 위원회가 임금 산
출 방법에 대해 협상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술팀이 통계청 데이터를 사용
하여 네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수준을 산정하고 위원회에 초안으로 제출
하며 국가임금위원회의 협상을 거쳐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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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자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국가임금위원회는 매년 2～3차례 모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협상 및 합의를 한다. 국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된
임금 수준은 승인을 위해 정부에 제출된다. 국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하고 정부에 권고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질의하지 않
고 결정을 내린다.
국가임금위원회 협상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 설정 요소
를 기반으로 기술팀이 제시한 임금 수준을 인상 또는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VGCL 측은 기술팀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
준을 제안하는데, 근로자들과 경제성장 공유, 물가상승률 상쇄뿐 아니라
VGCL 설문조사에 따른 근로자들의 지출 및 생활의 어려움과 연관된 이
유들 때문이다. 사용자 대표인들은 흔히 기술팀이 제시한 것보다 낮은 수
준을 제안하며,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기술팀이 제시한 수준에서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 협상 당사자들은 또한 산출방
식 조정에 대해서도 협상하는데, 특히 비식료품 대 식료품 비용 비율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실행 관련 정부 설문
조사와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또한 다음 해 전망을 기반으로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고 정부 대표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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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이끈다.
협상이 끝나고 양측의 동의하에 위원회는 한 가지 안을 선택하여 표결
한다.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안에 대해 표결한다. 2013년 이
후 국가임금위원회 운영 관례에 따라 위원회 초기에 참가자들은 높은 수
준의 합의를 보였고 표결하는 안이 최소 10%에서 20% 사이의 큰 폭의
인상이었으며 보통 다수결로 승인되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협상 당
사자들은 표결하는 마지막 안에 동의하지 못하였으며 표결 결과가 사용
자 대표단을 만족시키는 것인 경우가 많았다. 노조 측은 정부 대표단의
표결이 사용자가 내 놓은 선택안에 크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련한 대정부 권고가 아직은 임금 인상이기는 하
지만, 인상률은 흔히 낮으며 근로자 대표단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2020년 협상은 현재까지 국가임금위원회가 2021년 임금을 인상하지 않기
로 결정한 유일한 경우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많은
근로자가 실직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정도나 그 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고 있다.

3. 현재 최저임금 산정 방법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인 베트남 가족은 4인이
며 (부모와 두 자녀) 한 가정의 성인 두 명이 일을 하고 자녀 두 명이 아
직 어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은 직업 경
력상 신입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
의 최저임금은 현재 한 명의 근로자와 한 명의 부양자에 대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성인 한 명과 어린이 한 명). 부양자의 경우 성인 근로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 베트남 국가영양연구소(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에 따르면 약 6～7세의 어린이에게 필요
한 영양은 성인 한 명에게 필요한 칼로리의 약 70%이기 때문이다(1,600
칼로리 대 2,300칼로리). 따라서 국가임금위원회가 사용하는 최저임금산
정 공식은 [그림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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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정 공식

최저임금

=

근로자
1인(성인)당
식료품 비용

+

근로자
1인당 비식료품
비용

+

부양 자녀 비용
(근로자의 70%)

자료 : 필자 작성.

식료품비는 세계은행(World Bank) 권고 및 국민 생활수준에 대한 베
트남 통계청의 통합 설문조사(2년마다 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인구 소비
습관에 따라 조정된 대표적인 재화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베트남 인구의
생활수준에 대한 통계청 설문조사 데이터는 심사를 거쳐 임금 근로자 가
정을 선정한다. 임금 근로자가 있는 총가계 수(2019년에는 9,000가계)를
지출에 따라 10개 단체로 분류한다(그룹 1은 식료품 지출이 가장 낮으며
그룹 10은 식료품 지출이 가장 높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그룹 2
나 그룹 3에 해당하는 기본 그룹이 식료품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선택
된다. 그룹 2 또는 그룹 3은 약 2,300칼로리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그룹
이며 이 수치는 국가영양연구소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베트남 1인의 섭취
수준에 상응한다.
식료품비는 일단 결정되면 의류, 주거, 전기, 수도, 여행, 교육, 의료, 기
타 등 비식료품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베트남의 비식료품
비용 산정 비율은 48/52다(식료품비 48%, 비식료품 비용 52%). 해당 비
율은 국민 생활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비율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동남아 국가를 참고하여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적합하도록 조정된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공식(그림 4-6 참조)은 약간의 변경을 거쳐
주거비용과 비식료품 비용을 분리시켰지만, 구체적인 주거 수준은 실제
집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추정치는 대개 실제 집세보다 낮다.
4개로 분류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이는 정부가 결정하는 지역 격차
계수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 간 격차 계수는 시장 임금, 생활비, 소비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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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018년 이후 변경된 최저임금 산정 공식

최저임금

=

근로자의
식료품
비용

+

근로자의
비식료품
비용

+

주거비

+

부양 자녀 비용
(근로자의 70%)

자료 : 필자 작성.

가 및 지역 간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정부의 목표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이 먼저 산정되고 격차 계수를 곱
해서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지역 간 격차 계수는 현재 다음
과 같이 산정된다 : 지역 1은 지역 2보다 1.45배 높다; 지역 2는 지역 3보
다 1.28배 높다; 지역 3은 지역 4보다 1.12배 높다.

4. 현재 산정 방식의 단점
베트남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2009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지난 10년
간 경제발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되지 않았다.
식료품비는 사회 빈곤층이자 일반적으로 절약 지출해야 하는 그룹 2～
3의 지출이다. 보장 칼로리는 2,300칼로리이지만(양호한 수준), 다른 종류
의 음식으로 2,300칼로리를 먹을 때 그 음식의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최소 생활수준을 그룹 2～3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최소 생활수준을 저임금 인구를 기반으로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의 최저임금 산정은 또한 그룹
2～3의 소비 습관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우려를 낳는다.
비식료품 비용 비율(식료품비의 52%)은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난 소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삶이 향상
되고 사람들은 비식료품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동향이
다. 비식료품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 역시 예전과는 다른데, 예를 들어 스
마트폰과 통신비 지출, 외식 증가, 오토바이 사용 증가 등이다. 산정방식
내 식료품 비용 대비 비식료품 비용 비율은 이 같은 동향을 반영하여 인

70

베트남 노동체제와 발전방안

상되지 않았다.
주거비는 베트남 법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 주거지에 대한 실제 집세
산정 요건에 기반한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환기장치, 햇빛, 안전한 위치,
배수시설이 있을 것 등에 대한 규정이다.
베트남 인구구조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했다. 아이들의 나이는 많
아졌고 이에 대한 니즈도 더 커졌다. 따라서 성인의 70%라는 부양 아동
비용 비율은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
현재 최저임금 산정의 또 다른 단점은 노동자가 사회보험기금에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이 제외된다는 것인데, 사회보험기금으로 매달 임금에서
10.5%가 원천 징수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실제 지출에 사용하는 금액
은 앞서 언급한 공식으로 산출되는 최저임금보다 낮다.
오늘날 세계는 최저임금은 최저 생활 임금이라고 인정하며, 따라서 최
저임금 산정 방식 역시 표준 식료품 품목 및 실제 시장가격 조사에 기반
하여(베트남처럼 빈곤층의 지출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 비용을
계산해서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최저주거기준
비용, 의료 및 교육비 역시 실제 필요한 비용을 바탕으로 한다. 부양가족
에 대한 비용은 성인 비용과 거의 동일하게 산정된다. 이에 더해 무급 돌
봄노동 비용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2010년 이후 중소
득 국가가 되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다. 베트남이 아직 최저임금을 최저 생활 임금으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최저임금 산출 공식이 경제 성장에 맞
춰 조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재 베트남 최저임금이 왜 낮은지를 설
명해준다.

5. 최저임금 평가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및 협상의 약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 최저임
금은 베트남에서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
들이 임금표상 최저수준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베
트남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매년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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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저임금은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년 노동 갈등 및 파업을 줄
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2020년 국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보장을 시간제 및 탄력 근무 근로
자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베
트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몇 년 내
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근로감독 시스템

베트남은 2005년부터 감독법(Law on Inspection)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법은 2010년 개정되었다. 베트남 근로감독은 노동보훈사회부 감독국의
업무로 베트남이 1945년 해방된 직후 노동 및 공적이 있는 국민들과 사회
문제에 대해 행정 점검 및 전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불평불만을 해소하
면서 법에 따른 국가관리 사법권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감독 시스템은 베트남이 1986년 시장중심 경
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으며 해당 시스템은 베트남
감사원(Government Inspectorate)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다.78) 직업훈련
총국(General Department of Vocational Education), 해외노동관리국
(Department of Overseas Labour Management), 노동안전국(Department
of Labour Safety)하에서 점검 임무 수행에 배정된 다른 기관과 함께 감
독국은 노동, 보훈 및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그림
4-7 참조).
2010년 감독법은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 공사의 인민감독위원회는 노
동조합의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9) 국영기업내
인민감독위원회는 해당 기업 노동자 3～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2년을
임기로 근로자 회의 또는 근로자 대표단 회의에서 선출된다.80) 임기
78) 2010년 감독법 제15조.
79) 2010년 감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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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베트남 근로감독 조직 구조
노동보훈사회부
지도부,
직접지시
중앙
정부
차원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감독국

활동 지시

지침
지방
차원

직업훈련총국,
해외노동관리국,
노동안전국하의
점검 임무 수행에
배정된
다른 기관

63개 지방/도시의
노동보훈사회본부 감독국

자료 : 필자 작성.

동안 인민감독위원회가 임무수행에 실패하고 신뢰도를 잃으면, 노조 집
행위원회는 근로자 회의 또는 근로자 대표단 회의에 요청하여 해임하고
대체인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인민감독위원회는 기업을 감독하고 위반사
항을 적발하며 합의 역량을 갖춘 인물을 제안하여 합의 이후 이행을 감독
할 권리를 갖는데,81) 특히 다음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a) 생산 및 비지니스 업무, 회사 규범 및 계획 실행; 법에 따른 근로자
를 위한 체제 및 정책 적용;
b)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 실행; 근로자 회의 결의안; 대화의 합
의 또는 의사록에 기록된 대화 요청;
c) 내부 규정 및 규제 실행;
d) 단체협약 이행
đ) 노동계약 이행
e) 국가 정책 및 체제와 국가에 대한 기업의 의무 실행; 기업의 자금 이용;
80) 2010년 감독법 제72조.
81) 2016년 11월 29일자 시행령159/2016/NĐ-CP, 제29조, 인민감독위원회 운영에 대
한 감독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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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노동분쟁 해결;
h) 시민 응대, 서면 불만, 불평, 진정, 신고 접수 및 처리; 기업 대표 관
할인 불만, 불평, 진정 및 신고 해결; 법적 효력이 있는 불평 해결 및
기업의 진정 처리 결정 실행;
i) 관할 국가 기관의 감독 및 조사 처리 결과와 결정 실행; 기업 내 부
패 및 방만함 처리;
j) 법에 규정된 다른 문제들;
안타깝게도 이는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근로감독의 내용82)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214조에서는 근로감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은 노동법의 준수여부,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위
생 위반, 노동조건,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 및 규정의 적
용, 노동법 규정에 따른 노동 관련 진정과 고발의 해결, 노동법 위반에 대
한 권한에 따른 처리 및 권한 있는 기관에 처리의 건의를 내용으로 한다.

베트남 노동법 제214조 근로감독사항
1. 노동법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사항을 감독한다.
2.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위생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3. 근로조건,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기술표준 및 규준 체계의 적용지침업무에 참
여한다.
4.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관련 이의신청 및 고소사건을 해결한다.
5. 노동 관련 법률위반처분권을 가진 기관에 건의하고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215조에서는 노동관련 전문감독의
82)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16장,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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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업무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 제215조 노동 관련 전문감독
1. 노동관련 전문감독권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노동․안전위생 감독업무는「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제216조는 근로감독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불시 감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 제216조 근로감독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감독결정에 따라서 부여된 감독의 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 장소에
서 감독 및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의 결정에 따라 불시감독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
지 않아도 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2. 감독의 기준이 되는 법적 문서
- 2006년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 해외 송출법
- 2012년 노동법 및 안내서
- 2013년 고용법
- 2014년 사회보험법
- 2014년 직업교육법
-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 2016년 성평등법
- 기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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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 형식
근로감독국은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감독을 수행한다:
- 자가검사 및 자가평가지를 매년 기업에 배포, 현재는 노동보훈사회부
시행규칙 17/2018/TT-BLDTBXH에 따라 온라인 자가평가로 대체
- 감독국의 연간 계획에 따라 또는 위반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직접 기
관, 조직, 부서, 기업에 방문해서 조사 시행
감독 결과는 10일 내에 최소한 다음 중 한 가지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1) 관계 당사자들과의 회의에서 공개;
(2) 대중매체 및 감독 기관 부처 홈페이지에 발표;
(3) 감독 대상인 기관이나 조직 사무실에 공고; 그리고
(4) 관계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
감독을 수행할 때, 감독관과 전문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
들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 대상에게 정보 및 문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검사 내용
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 감독 내용과 관계 있는
정보 및 문서를 보유한 기관, 조직, 개인에게 해당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 그리고
(2) 행정 위반 처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위반 제재.83)
2010년 감독법 및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근로감독에 대한
제16장)은 감독부(Ministry Inspectorate) 및 지방 감독국과 고용인, 근로
자 단체 간 협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에 대
해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규정하는 전문적인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과 보건에 대한 법적 정책의 실행을 검사, 검토, 감독하고, 산재 조사에
83) 2010년 감독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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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개시하는 데 국가기관에 참여 및 공조하도
록 노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84) 산업안전보건법은 또한 베트남 노동
총연맹과 함께 지방 및 정부 산재 조사팀 구성도 명시하고 있지만,85) 사
용자단체의 참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사회보험법 및 다른 여
러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처럼 노동 조사 공조 체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
고 있다.

4. 감독관의 위반 처리
감독 이후 위반 처리에 대해서는, 위반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위반 처
리의 형태가 행정 제재일 수도 있고 징계조치, 형사기소일 수도 있다; 또
는 피해가 있는 경우 법 조항에 따라 배상지급이 될 수도 있다. 형사 책임
기소는 보통 사람의 목숨에 대한 피해와 연관된다.
행정 제재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1일자 시행령 28/2020/ND-CP는
2013년 8월 22일자 시행령 95/2013/ND-CP를 대체하며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 노동자 해외 송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법
의 잘못된 이행으로 인한 모든 위반은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대상이 되
며, 인력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수습, 근로자 파견, 노동자에 대한
기술훈련, 대화, 단체교섭,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과 보건, 여성근로자
권리, 가사 근로자 권리, 노조 권리 등의 위반을 포함한다.
최대 벌금은 심각한 위반의 경우 2억 VND인데, 예를 들면 해외로 근
로자를 송출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라이센스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 기업
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베트남 근로자들을 해외로 송출하기 위해 자
사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위반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은 행정제재 외에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라이센스 사용 권리 박탈 및 1개월에서 12
개월까지 영업정지가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은 또한 개선책을 규정하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행령에 따른 제재 및 개선책을 적용할
84)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9조, 제10조.
85)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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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5. 최근 수년간 근로감독의 초점
근로감독은 법 조항의 실제 시행을 보장하면서 법 규율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3년 11월 11일자 베트남 총리 결정사항 2155/QD-TTg
발표와 함께 2020년까지 노동보훈사회부 감독국의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는데, 감독국 강화 및 통합, 감독부서의 품질 향상, 감독의 효율
및 효과에 기여하여 국제 통합 과정에서 국가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베트남 전체의 근로감독관 수는 470명이다. 매년 근로감독관은
6,000～7,000건의 감독을 수행한다. 산업 및 상업 기관과 기업 수는 증가
하고 노동법 위반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적은 수의 근로감독 인력과
많은 업무량 때문에 감독국은 한 해에 모든 근로지를 조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감독국은 보통 위반이 많거나 자주 발생하는 특정 분야, 산업,
업계에 집중하여 연간 감독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근로감
독국은 의류산업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 환경에 대해 감독 활동을 벌였으
며,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불 및 법 규정보다 크게 높은 초과근
무 시간과 관련된 여러 위반을 발견했다. FDI 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3개월 이하의 기한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
으로써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분담금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 여러 소규모
민간 기업 및 가족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임금,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수당을 적게 주는 것으로 적발되었다.86) 이후 몇 년
동안 근로감독국은 다른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진행했다. 2016
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2017년에는 전자제조업 및 해산물
처리 산업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 2018년에는 광산업에 집중한 감독

86) MOLISA 노동보훈사회부(각주는 MOLISA로 통일) 감독국(2015), 2015년 의류산
업에 대한 감독 활동, http://thanhtralaodong.gov.vn/hoat-dong-thanh-tra-kiem-tra/
cac-vi-pham-ve-lam-them-gio-va-tien-luong-thuong-gap-o-doanh-nghiepmay-mac-39521.html(검색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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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다. 2019년, 근로감독국은 목재산업에 초점을 맞춘 감독을 진
행했다. 2020년에는 사회보험 분야 감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감독
활동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이니셔티
브로 노사정 3자 체제하에 진행되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총
연맹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참여한다. 모든 감독 활
동은 초과근무 시간 제한, 근로계약, 퇴직금, 산업안전과 보건,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을 기록했다. 이후 해당 산업 내 법규 준수를 강
화하기 위한 권고안 및 대책들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
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해당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
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는 현
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국은 많은 문제를 발견했는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 및 의
무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노동자와 직업훈련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간 단체 노동 합의 협상 및 체결 과
정이 법을 준수하지 않음; 사용자가 급여표와 명세표를 만들지 않았으며
노동자에 대해 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건
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사회보험 미납 또는 채무 및 기타 위반이 있었
다. 이와 같은 위반은 처벌과 합의에 대한 결정과 함께 공고되며 이는 베
트남 노동법 집행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21년 근로감독국은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노동정책 및 사회보험 준수에 초점을 맞춰 위험을 파악하
고 예방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가 선택된 이유는 2020년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6. 베트남 근로감독의 단점
근로감독 관련 법을 구축하고 근로감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지만, 근로감독국은 인적 자원 및 시설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불평불만 해소, 반부패 조사 역할 등의 추가
업무 부과로 검사관 부족과 제한적인 자원의 상황에서 노동사회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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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국의 핵심 업무가 영향을 받았다.
자가평가 질문지 활용은 통제 가능한 기업의 수를 늘리고 감독 효과를
향상시키는 해결책이지만, 현재까지 이 도구는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
했으며 특히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더욱 그랬는데 질문지에
답을 하지 않는 사용자의 비율이 질문지를 받는 전체 기업의 최대 7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근로감독관의 제재 및 해결책 적용 권한이 강
화되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감독 단체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보다 강력한 법적 해결책이 없는 경우 계속해서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제4절 사회보장제도

1946년 베트남이 수립되었을 때부터 사회보장에 대한 베트남의 초기
접근방식은 공무원 및 공공분야와 노년층 및 장애인에 대해 질병, 출산,
산업재해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87) 1992년 헌법88)
은 사회보험을 확대하여 사회보장이 고용, 사회보험, 교육, 의료, 국가유
공자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보장은 시민권으로 불리게 되었고 법률 및 하위 법령을 통해 점차 구체화
되었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2001～2005 5개년 사회경제개발
계획 기간 도중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장시스템의 발전은
2006～2010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의 8대 임무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사회보험법(2007)과 건강보험법(2008) 수립으로, 사
회보험과 건강보험을 비공식 노동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인구로 확대하
는 법적 통로를 구축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2011～2020을 위한 베트남
87) 1946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헌법; 1950년 5월 20일자 대통령령 76/SL 및 1950년 5
월 22일자 대통령령 77/SL.
88)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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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전략은 ‘2011～2020 베트남 사회
경제개발의 전반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모든 인구의 보편적인 혜
택을 위해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다각화된 사회보
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9)
베트남의 현재 사회보장 시스템은 네 가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보험, 사회지원 및 기타이다(그림 4-8 참조).90)

1. 고용, 소득 및 빈곤 감소
사회 보장 내용은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근로자의 일할 권리 보장,
고용 창출을 위한 대출 제공, 노동시장 발전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적
[그림 4-8]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고용, 임금,
빈곤감소
직업훈련
노동시장
연결

의료 및 실업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질병
출산
산업재해

고용창출을
위한
대출제공
최저임금

직업관련
질병
실업

사회지원

취약층,
빈곤층,
장애인,
독거노인 및
고아

호국과
국방에 기여
및 희생한
사람들

기타

일부 최저
기본 사회
서비스
보장(최소
교육, 최소
의료, 최소
주거,
깨끗한 물
및 정보
보장)

연금
자연재해
유행병 등
긴급상황

자료 : 필자 작성.
89) 베트남 공산당 제10차 전당대회 문서.
90) 2012～2020 사회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공산당 결의안 15–NQ/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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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다.
가. 직업훈련
베트남은 현재 2020년까지 숙련 근로자 비율을 55%로 확대하기 위한
직업훈련 실행을 목표로 2011～2020 직업훈련 개발전략을 실행 중이다.91)
2019년 말까지 학위 또는 자격증을 가진 숙련 근로자 비율은 전체 15
세 이상 노동인구의 23.68%에 불과했으며, 이 중 대학 학위 이상을 가진
경우는 11.39%였다; 3.88%는 전문대; 4.70%은 중급, 3.71%는 기초 직업
교육 수준이었다.92) 2014년 베트남은 직업교육법(Law on Vocational
Education)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45개의 직업학교가 선정되어 양질
의 직업 학교를 위한 투자 대상이 되었다. 예상 목표는 2025년까지 양질
의 직업학교 100개를 보유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1,912개의 직업
교육학교가 있으며 이 중 1,044개가 작업교육 센터, 466개는 중급 수준의
직업전문학교, 402개가 직업 전문대이다.93) 2018년 말까지 191개의 국가
직업 기술 표준이 발표되었다.94) 베트남은 또한 직업 훈련 표준을 기업의
요구에 일치시키고 민간분야가 직업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 간 직업 교육 협력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
구하고, 베트남의 직업 교육의 질은 여전히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아세안
국가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다음으로 최하 순위이다.95)
91) 2011～2020 직업훈련발전전략을 승인하는 2012년 5월 29일자 총리 결정사항
630/QĐ-TTg 0
92) GSO-MOLISA 베트남 노동시장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0년 2분기, 26호
http://www.molisa.gov.vn/Upload/ThiTruong/LMU-So26-Q22020-D5-final.pdf
(검색일: 2020. 12. 21).
93) NGUYỄN HỒNG MINH, 2020,
https://tuoitre.vn/se-giai-the-chuyen-doi-50-truong-nghe-20200115093327936.
htm(검색일: 2020. 12. 21).
94) tap chi tai chinh 2019.12.8. Ha Anh, ‘국가직업능력평가체계 표준화’에 관한 논평
http://tapchitaichinh.vn/nghien-cuu-trao-doi/chuan-hoa-he-thong-danhgia-ky-nang-nghe-quoc-gia-316813.html(검색일: 2020. 12. 21).
95) https://thanhnien.vn/giao-duc/chat-luong-dao-tao-nghe-o-vn-dung-gan-chotasean-vi-sao-1137698.html(검색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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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창출을 위한 대출 제공
베트남 국가고용기금(National Employment Fund)은 베트남 사회정책
은행(Bank for Social Policy)을 통한 대출 제공 활동으로 노동자들을 위
한 직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되었다. 해당 기금은 매년 2
조 2,000～5,000억 VND(매년 9,500만～1억 800만 USD에 해당)을 직업
창출지원을 위해 약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96) 수혜자들
중 상당수가 소수민족 및 농촌 지역 노동자다. 우대신용 재원에 대한 접
근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산 및 기업 활동을 시작, 확대 및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영업에 기여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
한 직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중반까지 해당 기금의 자본은
55만 2,000명의 여성, 4만 명의 장애인, 7만 7,000명의 소수민족을 위한 직
업 창출을 지원했다.97) 이 기금 덕분에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회복되었는
데, 전통공예마을,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확대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수익이 창출되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베트남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현대화와 시장중심
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고용국(Employment
Department)은 지역 고용 서비스센터의 지도를 담당한다. 현재 베트남에
는 130개의 고용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005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 센터들은 일자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일자리 상담 및 알선 활동을 통
해 노동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준다. 여러 종류의 일자리 연결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면접, 면 대 면 회의, 구직과 구인에 대
한 언론 발표 등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디지털 기술, 스마트 장치, 로봇
등이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인간을 대체하고 사람의 니즈
96) http://yenbai.gov.vn/lao-dong-viec-lam/noidung/tintuc/Pages/chi-tiet-tin-tuc.aspx?
ItemID=7&l=Vieclam(검색일: 2020. 12. 21).
97) tap chi giao duc 2019. 2. 10. https://tapchigiaoduc.moet.gov.vn/vi/dao-tao-viec-lam/
dao-tao-viec-lam/ket-qua-hoat-dong-cho-vay-von-ho-tro-tao-viec-lam-tu-q
uy-quoc-gia-ve-viec-lam-va-dinh-huong-hoan-thien-quy-dinh-ve-cho-vayvon-ho-tro-tao-viec-lam-82.html(검색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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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서비스 및 대응을 하는 시대가 된다. 이 같은 동향에 따라 노동시
장은 단순노동 사용은 줄이고 숙련 및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노동력 사
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숙련 인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 베트남이 직면한 도전과제다.

2. 사회보험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납입-혜택의 원칙
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두 종류인데, 의무적 사회보
험과 자발적 사회보험이 있다. 의무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담
금을 바탕으로 공식 노동분야에 적용되며 질병, 출산, 산업재해, 직업 관
련 질병, 실업, 퇴직 및 사망을 보장한다. 자발적인 사회보험은 비공식 고
용에 적용되며 퇴직과 사망을 보장한다. 이는 공식 고용분야와 비공식 고
용분야 간 불평등 관련 우려 사안으로 여겨진다(표 4-5 참조).
<표 4-5> 베트남 사회보험 보험료98)
의무 사회보험(월 급여 기반)
보험 종류

사회
보험
기금

연금 및 생존
자 기금

질병 및 출산
기금
산업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 기금
실업보험기금
건강보험기금
위 기금에 대한 총
분담률

베트
남인
노동
자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인
사용자

베트남 내
외국 근로자
사용자

8%

0

14%

0

0

0

3%

3%

0

0

0.5%

0.5%

1%

0

1%

0%

1.5%

1.5%

3%

3%

10.5%

1.5%

21.5%

6.5%

자발적
사회보험
(월 소득
기준, 최저
수준은
빈곤선,
최고 수준은
기본급의
20배)

22%

자료 : 베트남 전자사회보험 홈페이지.
98) 베트남 전자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s://ebh.vn/nghiep-vu-tong-hop/tong-quanve-bao-hiem-xa-hoi-va-cac-che-do-bhxh-tai-viet-nam(검색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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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 사회보험의 혜택
1) 질병 수당(산재 또는 직업 관련 질병 외)99)
질병이 있는 노동자는 15～30년간의 사회보험 납입연도에 따라 30～60
일까지의 질병휴가 일수에 대해 월 급여의 75%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
부가 지정한 힘들거나 위험한 직종의 경우 10일이 추가로 주어지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180일까지 인정되는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 (1) 노동자가 보건부가 인증하는 관할 의료시설
의 진단서와 함께 질병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 노동자가 7세 이하의
아픈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질병휴가를 사용하며 담당 의료시설의 진단서
가 있는 경우; (3)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이전에 복귀하여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아픈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아동
의 나이에 따라 매년 15～20일까지의 휴가일에 대해 월 급여의 75%를 받
을 수 있다.
2) 출산 수당
출산 수당은 출산휴가 수당, 유산, 소파술, 임신중절, 사산, 또는 병리학
적 임신중절, 출산 시 휴가 수당, 피임 시술을 위한 휴가 수당을 포함한다.
출산 수당은 대리모 및 6개월 이하 아동 입양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산
휴가 기간은 출산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6개월, 남성 노동자의 경우
5～7일이다(정상적인 출산 또는 수술/조산의 경우).100)
3) 퇴직 수당
퇴직연령에 이른 노동자는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시행
(2019년 개정) 노동법은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을 여성 노동
자의 경우 60세, 남성 노동자의 경우 62세로 수정하였다. 연금 수준은 사
99) 2014년 사회보험법 제25조와 시행규칙 59/2015/TT-LĐTBXH 1부, 3조, 1목,
https://ebh.vn/nghiep-vu-tong-hop/dieu-kien-muc-huong-che-do-om-dau-c
ua-nguoi-lao-dong-can-biet(검색일: 2020. 12. 21).
100)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https://ebh.vn/nghiep-vu-tong-hop/cap-nhat-che-dohuong-bao-hiem-thai-san-day-du-va-moi-nhat(검색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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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평균 월 급여의 45～75%에 해당하는데, 사회보
험 분담금 납입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101) 노동자가 일시불로 사회보험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을 중지한 경우,
퇴직 수당을 수령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사회보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 또는 암, 소아마비, 간경화증,
나병, 심각한 결핵, AIDS로 발전된 HIV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다.102)
4) 재해 및 유족수당
재해 및 유족수당에는 장례식 수당, 유족 수당 및 보상금(수당)의 일시
지급 규정이 포함되며 다음의 경우 해당된다; (1) 15년 이상 사회보험 보
험료를 납입하였지만 일시불 사회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 연금
수령자; (3) 산업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 (4) 매달 산업재
해 및 직업 관련 질병 수당을 수령하면서 노동 능력이 61% 또는 그 이상
감소한 경우.103)
5) 실업 수당
실업 수당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노동자에게 해당되는데,
실업 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 기금에 납입했다는 조건이
다. 실업 수당 수준은 실업 전 6개월간 평균 월 급여의 60%에 해당된다.
수당 수령 기간은 사회보험 보험료가 12～36개월 동안 납입된 경우 3개
월이며 이후 추가 12개월 사회보험 납입 기간에 대해 1개월 추가로 실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지만 최대 수령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된다.104)

101) 사회보험법 제54조 및 제55조.
102) 사회보험법 제2조, 1목, https://ebh.vn/nghiep-vu-tong-hop/tong-quan-ve-bao-hiemxa-hoi-va-cac-che-do-bhxh-tai-viet-nam(검색일: 2020. 12. 21).
103) 사회보험법 제67조, https://ebh.vn/nghiep-vu-tong-hop/tong-quan-ve-bao-hiemxa-hoi-va-cac-che-do-bhxh-tai-viet-nam(검색일: 2020. 12. 21).
104) Tổng quan về chế độ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mới nhất năm 2021(ebh.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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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 수당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제공하는데 재활, 직업 관련 질병 검진 및 치료, 산
업안전보건 훈련, 산업재해와 직업 관련 질병의 재조사, 일자리 변경(필
요한 경우)이 포함된다.105) 노동자는 노동 능력이 5～30% 감소했을 경우
단발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1% 이상 감소했을 경우 월 수당을 받
을 수 있다.106)
나. 자발적 사회보험 수당
1) 퇴직 수당
월 연금은 사회보험에 납입한 평균 월 소득의 45～75%에 해당하며 사
회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107)
2) 재해 및 유족수당
재해 및 유족수당은 기본급여의 10배이며, 5년 이상 사회보험에 납입한
경우 및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된다.108)

3. 사회 지원(사회 특전 및 사회 복지)
사회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빈곤층, 장애인, 호국
및 국방을 위해 희생한 경우,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 또는 자연재해, 유행
병 등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이외의 사회보장은 기본 사회 서비스의 최소 수준 보장과 관련 있
다(최소 교육, 최소 의료, 최소 주거, 깨끗한 물과 정보 보장).
105) 정부 시행령 115/2015/NĐ-CP 및 시행령 88/2020/NĐ-CP.
106) Tổng quan về chế độ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mới nhất năm 2021(ebh.vn)
107) 사회보험법 제87조, https://ebh.vn/nghiep-vu-tong-hop/tong-quan-ve-bao-hiemxa-hoi-va-cac-che-do-bhxh-tai-viet-nam(검색일: 2020. 12. 21).
108) 사회보험법 제87조, https://ebh.vn/nghiep-vu-tong-hop/tong-quan-ve-bao-hiemxa-hoi-va-cac-che-do-bhxh-tai-viet-nam(검색일: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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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발전 목표
베트남은 현재 2013 헌법이 명시하는 것처럼 모든 시민이 사회보장권
을 갖는다는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2021～2030 사회보장전략을 개발 중이
다.109) 국제적인 사회보장 표준에 접근하여 전 세계 사회보장에 대한 일
반적인 동향과 일치되도록 하고, 위 언급된 네 가지 축에 초점을 맞춰 사
회보장 시스템을 발전 및 완성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장 정책과 프
로그램은 삶의 주기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고안된다.
삶의 주기에서 각 연령대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하며, 이
는 국가, 인구 및 지역 사회의 투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베트남의
다음 단계 발전 방향은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가 발전에 대한 투자라는 정
신과 사회보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 정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의 주요 축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보장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
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베트남의 향후 사회보장 정책 실행은 중진국의
함정,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제도적 개혁의 어려
움과 사회보장 서비스 실행을 위한 수급 균형(즉,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사람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등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림 4-9] 베트남의 삶의 주기 접근 방식
임신한 여성과
6세 이하 아동
6세 이상
16세 이하 취학아동

노년층
(노동 연령에서 제외)
노동 연령 성인
자료 : 필자 작성.
109) 2013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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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사관계

1.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 행위자
현재 베트남 내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인정되는 노사관계 당사자 대표
행위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베트남 근로자들 대표 단체인 베트남 노
동총연맹(VGCL); (2) 사용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베
트남 협동조합연맹(VCA); (3)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는 노동보훈사회부.
해당 기관들은 매년 베트남 노사정 3자 대표단에 대표자를 보내 연례 국
제 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C)에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베트남 사용자 대표인 VCCI와 VCA는 ILC에 교대로 대
표를 파견한다.
베트남 노조로 알려진 VGCL은 베트남에서 현재 유일한 전국 노조 단
체로, 모든 분야 및 직종의 근로자들이 연합하며 공식, 비공식 분야 근로
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VGCL 조합원은 거의 1,040만 명에 이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2019년 대비 조합원이 0.013% 감소했다. 여성
조합원 비율은 56%이며 생산 및 기업 분야 조합원은 70.8%이다.110) 비
공식 분야 조합원 비율은 매우 낮은데 전체 조합원 수 기준 1～2%에 불
과하며 이들은 주로 어민,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사립 유치원 교사 등이
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VGCL이외에 자신들을 대변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설립할 권리가 있
다.111)
VCCI와 VCA는 베트남의 사용자 대표 단체로 간주된다.112) VCCI는
110)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데이터.
111) 베트남 노동법 제13장은 단위 노동조합의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가입 또는 복
수의 노조 또는 복수 노동자단체의 국가기관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VGCL을 제외한 전국 단위 노총 이외의 기관 설립을 허용하지 않
는다. 현재 개정 노동조합법은 개정 작업 중이며 상기 복수 노동조합 또는 복수
노동자단체의 노총 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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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기업을 대표하는 반면, VCA는 농업 분야에서 지배적인 협동
조합을 대표한다. 현재 VCCI 회원 수는 약 20만, VCA 회원 수는 25,889
명이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 역시 VCCI와
VCA 이외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다른 단체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113)

2. 노사정 삼자주의
가장 효과적인 최초의 노사정 기관은 국가임금위원회(NWC)로 2013년
살쾡이 파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립되었는데, 살쾡
이 파업은 1995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살쾡이 파업은 노사관
계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 및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저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임금위원회는 매년 두 세번의 세션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며 다음 해 1월 1일 시행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국가임금
위원회 외 다른 노사정 기관에는 노사관계발전센터(Industrial Relations
Development Center),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관들은
관련 정책 발행에 합의하기 위한 삼자 메커니즘으로서 정기적으로 활동
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에서 최저임금 정책 외 대부분의 다른 사회경제 정
책들은 여전히 주로 정부114)가 구축하며, 베트남이 2008년 비준한 ILO의
[그림 4-10] 베트남의 파업 건수(매 5년간)

자료 : VGCL 데이터.
112)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7조.
113) 상동.
114) 원칙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이 구축한다. 공산당 결의안이 나오면 이를 국회가
입법화하고 또는 정부가 시행 규칙 시행령을 통해 행정 집행을 하는 구조이다.
주도를 정부 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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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 협의에 대한 협약 제144에 따라 이후 VCCI, VCA, VGCL 등 관련
기관의 협의를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처럼 협상과 공동 결정에 기
반하기보다는 정부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3. 베트남의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가. 사회적 대화
노조가 대변하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기업 차원의 대화는 2012년 노
동법에 “매 3개월마다 또는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
되어 있다.115)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이 규정을 다음과 같
이 수정했다 : (1)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2) 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요청으로; (3)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구조 변경, 기술 또
는 경제적 이유로 노동 고용 계획 변경, 임금 등급표 구축, 급여 명세서,
노동 규범, 상여금 규정 개발, 노동 규정 개발, 근로자의 근로 유예의 상
황이 있을 때; (4) 기타 경우.116) 위 언급된 것 이외에도 대화의 내용은
사용자의 생산 및 사업 상황; 근로계약, 노동 규칙, 규정, 약속 및 기타 직
장 내 계약 실행; 근무 조건;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 단체의 사용자에 대
한 요구; 사용자의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 단체에 대한 요구; 한 당사자 이
상이 관심을 보이는 기타 문제들을 포함한다.117)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대화 원칙을 준수해
온바,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여 노동분쟁과 살쾡이 파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기업 차원에서의 대화는 고용인들
이 주로 인력 관리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 근로자들의 이익 향상을 위
한 대화보다는 생산 및 비즈니스에 있어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

115) 2012년 노동법 제5장, 제65조.
116)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63조; 제36조, 1항; 제42조, 제44조, 제93조,
제104조, 제118조 및 제128조, 1목.
117)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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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화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화는 사용자들이
회사 정책을 향상하고 증진시키기보다는 회사의 기존 정책과 정책의 타
당성을 설명하여 노동자들의 우려와 문의를 해소하는 기회이다. 그 이유
는 노조와 사용자 간 힘의 불균형에 있으며, 사용자들은 흔히 기업차원의
대화에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낸다.
마찬가지로 고위급 대화도 이루어지는데 베트남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
및 근로자들 간 대화, 또는 지방차원에서 당 지도부, 당국 및 근로자들 간
대화 등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베트남 총리와 3,000명의 근로자 간 대화
가 8개 남부 지방에서 열렸다. 대화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총리가 근로자
들로부터 직장 및 생활의 문제에 대해 듣고 근로자들에게 현재 국가 정책
에 따른 답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이 대화는 당사자들의 희망을 충족시
키는 해결책 및 정책 발전에 대한 대화라기보다는 사회적 의견을 파악하
는 수단으로 근로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희망
과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 위함
이다.
나.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1946년 합법화되었으며 1947년 3월 12일자 시행령 29/SL
이 ‘단체협약’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4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첫 노동법이 만들어지면서 단체교섭권을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2012년 노
동법은 노조가 대표하는 근로자와 기업 사용자들 사이 권리에 대해 자세
하게 명시했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추가적으로 이 권리
를 기업 차원 단체교섭의 범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다른 대표
기관을 형성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의 단체교섭은 현재 두 종류가 있다 : 기업별 단체교섭과 다사용
자 단체교섭이다. 기업별 단체교섭은 1994년 노동법에 따라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다사용자 단체교섭은 최근 몇 년 내 시행되었는데 국제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 경험 덕분이며 이 중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국
제노동기구(ILO)의 노사관계에 대한 프로젝트이다. 산업별 합의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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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체 노동 협약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 섬유 및 의류산업
협약과 고무산업 협약이 있다. 사실 이와 같은 협약은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사용자 협약보다는 많은 수의 사용자를 포
함한다. 산업별 협약은 주로 베트남의 대규모 경제 그룹하의 기업을 포함
하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 국가 섬유의류 그룹(Vietnam National Textile
and Garment Group) 또는 베트남 고무공사(Vietnam Rubber Corporation)
등이다.
2019년 말, 베트남 내 79만 5,000개 이상의 전체 기업 중 약 10%가 노
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를 결성한 국영기업은 거의 대부분 단체협약이
있으며 노조를 결성한 FDI 기업들의 45～50%가 단체협약을 체결했
다.118) 현재 전국적으로 2만 8,876개의 기업별 단체협약과 전기, 목재 가
공, 의류, 관광 및 기타 분야에서 13개의 다사용자 단체협약이 있다.

다사용자 단체협약(CBA119))
-

하이퐁(Hai Phong)시 트랑듀(Trang Due) 산업단기 전자산업 다사용자 CBA.
다낭(Da Nang)시 관광산업 다사용자 CBA.
빈두옹(Binh Duong) 지역 목재 가공업 다사용자 CBA.
동나이(Dong Nai) 지역 목재 가공업 다사용자 CBA.
호치민(Ho Chi Minh)시 린트룽(Linh Trung) 수출가공단지 의류산업 다사용자.
쾅남(Quang Nam) 지역 사립유치원 다사용자 CBA.
훙옌(Hung Yen) 지역 반람(Van Lam) 지구 의류산업 다사용자 CBA.
하롱(Ha Long)시 관광산업 다사용자 CBA.
빈두옹(Binh Duong) 지역 의류산업 다사용자 CBA.
하노이(Hanoi) 의류산업 다사용자 CBA.
호치민(Ho Chi Minh)시 빈탄(Binh Tan) 지구 사립유치원 다사용자 CBA.
베트남 섬유의류그룹 산하 의류산업 다사용자 CBA.
베트남 고무공사 산하 다사용자 CBA.
기타 협약(협상 중).

기업별 및 다사용자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임금, 근로 환
경, 복지수당 향상 등 노동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노동분쟁과
파업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체교섭의 성공은 주
118) VGCL CBA 라이브러리.
119)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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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자와 나누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지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용자의 공유가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노동자에게 진정으로 만족스러
울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사용자가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지금까지 전체 협약 중 70%120) 이
상의 수많은 기업별 단체교섭 협약이 법 조항의 복제에 불과할 뿐 그 이
상 또는 그보다 나은 수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대화의 도구나 단체교섭이 효율적이며 진정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 단체는 노동자의 단체 권한을 기반으로
동등한 위치를 갖고 사용자와 동등하게 많은 협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의 단체교섭은 동등한 입장의 협상보다는 ‘주고 받는’ 형식의 협상
특징을 띠게 된다.
둘째, 기업의 노조는 중앙경제계획 시기의 노조 모델을 계승하는데, 해
당 모델에서 노조의 역할은 가능한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여 근로자들
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생산량 및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장려하여 생산성,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조 위원장은 보
통 기업의 경영진인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부회
장 또는 인사팀 팀장인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노조 모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흔하며 기업별 및 다사용자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사용자 간 실질
적인 단체교섭을 저해한다. 이와 같은 노조의 인사 모델 때문에 기업의
노조는 단체교섭을 지지하기 위해 파업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까
지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업이 노조의 개입 없이 근로자만이 참여
하는 살쾡이 파업이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셋째, 사용자는 노동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시행할 호의가
크지 않으며, 여전히 인력 관리의 도구로서 단체교섭을 이용하고자 한다.
여러 기업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더 높은 혜택을 지불할 용의가 있지
만 이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시장 변동성으로 회
사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때 이 혜택을 쉽게 감축하기 위해서다.
12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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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
* 현행 베트남 노동법 및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75조121)는 사용
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복;
- 근로자가 직책에서 사임할 때까지 6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불쾌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동시킴.
- 근로자를 24시간 내내 통제 및 감시
- 노조 내 적극적이거나 파업을 조직하는 데 참여한 근로자를 파업과 관계없
는 이유로 해고할 방법을 찾음.
○ 노조 위원장이 근로자들을 위해 강경한 발언을 할 경우 다른 직책으로 발령
○ 노조 위원장을 높은 직책으로 승진시키거나 물질적인 혜택으로 노조 위원들
을 “매수”
○ 노조 비용을 노조로 송금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차감한 조합비를
노조로 송금하지 않음.
○ 노조 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노조의 지출 통제; 기업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노조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지 않음.
○ 노조 집행 위원회 선거 과정을 주도하여 선거 후보자 명단 통제, 노조 인사
제안 또는 임명, 개표 절차 조작 및 모니터링 등,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자 측 인사가 노조 지도부에 앉도록 하며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조가 운
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조 관리
○ 노조 집행 위원회에서 노골적으로 경영진의 입장을 보호하고 노조 위원회에
서는 경영진만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협상할 수 있다는 생
각을 근로자에게 심어 줌.
자료 : IWTU(Institute for Workers and Trade Unions) 설문조사

노조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이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다사용자 협약
체결은 사용자들이 기업의 평판 향상,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노동
력 이동 축소 등 다사용자 CBA 체결로 인한 혜택을 인지하기 때문이거
나 지방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 또는 지역 교육본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영향 덕분인 경우다.122)
121)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75조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22) DO Quynh Chi(2020), Multi-employer Bargaining Agreements, ILO/Japan MultiBilateral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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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행동
베트남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 주도의 파업보다는 노동자들의 개별
적․산발적 비공인 파업이 많이 발생하였다. 1995년 이후 7,000건 이상의
파업이 있었으며123) 모두 저임금, 임금 미지급, 식사 미보장, 사회보험 체
납 등 사용자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개별적이고 즉각적인 비공인 대응
이었다. 파업의 주체가 노조가 아니지만 이러한 산발적 비공인 파업은 노
조가 단체교섭에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서는 파업은 단체교섭권이 있는 근
로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준비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수
의 대표 단체가 있는 환경에서, 단체교섭권이 있는 단체는 정부가 요구하
는 최소 조합원 비율을 충족하는 단체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를 규제하
지 않고 있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는 파업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
을 유지하고 시설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가 업무 현장을 임시로
폐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근로자들이 파
업을 중단한 이후 업무 현장을 폐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124)

5. 새로운 노동환경
2019년 1월 14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
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2020
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이라는 두 개
의 새로운 시대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은 ILO 1998 선언에
따른 노동현장의 기본 원칙과 권리, 특히 결사 및 단체교섭에 대한 자유
권(ILO 협약 제87호 및 98호)의 행사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의
미래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베트남은 ILO 협약 제98호를 2019
년 6월 14일, EVFTA 발효 직전에 비준했다. 협약 제87호는 2023년까지
123) VGCL 파업 통계.
124)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203조 및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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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2012년 노
동법을 수정 및 대체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근로자들이 베
트남 노조의 직장 내 노조 시스템 외에 다른 대표 단체를 구축할 권리를
부여한다. 2021년부터 베트남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
는 의미로, 노사관계에서 현재처럼 단일 노조가 아닌 여러 대표 단체가
근로자를 대변하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가.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3장에 따른 단위 노동조
합 또는 노동자 단체 관련 주요 규정
노동법 제13장은 직장 내 대표 단체를 규정하는데, 베트남 노동총연맹
(VGCL)과 연계된 직장 내 노조와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3
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내 근로자 단체를 포함한다. 근로자 대표
단체는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 대화, 노동 불만 및 분쟁 해결 협의 및 대
변, 파업 조직, 사무실 보유, 정보 공유 및 사용자가 제공하는 다른 필요
조건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다. 최소 조합원 수, 등
록 기록 및 절차; 등록 허가 및 등록 철회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재무 문
제와 근로자 단체의 기업 내 자산 관리; 기업 내 근로자 단체의 분할, 분
리, 통합, 합병, 해산 및 제휴는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25)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72조 기업 내 근로자의 단체 설립, 가입
1. 기업 내 근로자 단체는 관할 국가기관이 등록을 허가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설
립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2. 기업 내에서 조직되어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는 헌법, 법률, 조례의 준수 및 자
발성․자치성․민주성․투명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기업 내 근로자 단체는 이 법전 제174조제1항제b호에 규정된 단체의 강령, 목
적에 관한 위반을 하거나 기업 내 근로자 단체의 분리․분할․통합․합병․해
산 또는 기업의 해산 및 파산으로 그 존재가 소멸할 때 등록이 취소된다.
4. 기업 내 근로자 단체가 베트남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의 규정에 따른다.
5. 정부는 등록 서류․절차․순서, 등록허가․등록취소 관할 및 절차, 기업 내 근
로자 단체의 재정․자산 문제에 대한 국가관리, 기업 내 근로자 단체의 분리․
분할․통합․합병․해산 및 연대권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125)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72조,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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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73조 기업 내 근로자의 단체의 지
도부 및 구성원
1. 기업 내 근로자 단체는 등록시점에 정부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
자 구성원의 최소인원을 갖춰야 한다.
2. 지도부는 기업 내 근로자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도부 구성원은
기업에서 근로 중인 베트남 근로자로서, 국가보안 침해범죄, 인간의 자유권
및 공민의 민주․자유권 침해범죄,「형사법전」의 규정에 의한 각종 소유권
침해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기간, 형의 집행기간 중이 아니거
나 관련 범죄기록이 말소된 자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다수의 대표 단체가 있는 환경은 단체교섭권의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하나 이상의 근로자 단체가 등록된
경우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기본적인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
한 세부사항은 차후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규제할 것이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3장의 제68조, 제72조 및 제73조
는 여러 단체가 있는 기업 내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 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 정부 규정에 따른 기업 내 최소 조합원 수를 충족할 때.
․ 하나 이상의 근로자 단체가 위의 요건을 충족할 때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단체교섭권을 가짐.
․ 단체교섭권을 가진 단체의 동의하에 다른 단체도 참여 가능.
․ 최소 조합원 수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 최소 조합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체 간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음.
․ 단체교섭권에 대한 분쟁은 정부가 해결.
․ 단체교섭 과정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 교섭 당사자들은 단
체교섭 위원회를 통하도록 합의할 수 있음.
단체교섭 위원회 :
․ 합의에 기반하여 교섭 당사자들은 지방 인민위원회(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거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지방의)에 단체교섭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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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당사자들이 결정하며, 위원장은 조정과 지원
의 책임이 있음.
․ 위원회 대표단은 당사자들이 임명. 대표단 인원수는 당사자들의 합
의하에 결정
․ 지방 인민위원회 대표단이 단체교섭 위원회에 참여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68조 기업 내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
의 단체교섭권
1.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 기업 내 근로자 총수의 최고 구
성원 비율에 도달할 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기업에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수의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교섭요구권을 가진 단체는 기업 내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 수를 가진 단
체이다. 다른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는 단체교섭요구권을 가진 근로자 대표단체
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
3. 기업에 다수의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가 있으나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
는 단체가 없는 경우 각 단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호
연합할 권리가 있으나 이 단체들의 구성원 총수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비율에 도달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단체교섭권에 관련된 각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72조 산업별 단체교섭, 다수의 기업
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1. 산업별 단체교섭,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의 원칙, 내용은 이 법전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산업별 단체교섭,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은 이 법전 제
73에서 규정하는 단체교섭협의회를 통한 단체교섭의 진행 합의를 포함하여 당
사자들의 결정에 따른다.
3. 산업별 단체교섭의 경우, 교섭 대표는 산업별 노동조합단체와 산업별 사용자
대표단체가 결정한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의 경우, 교섭 대표는
교섭당사자들의 합의, 자발성에 기초한 결정에 따른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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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73조 단체교섭협의회를 통하여 다수
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1.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들은 합의를 기초로 단체교섭을 진
행하기 위하여 교섭에 참여하는 각 기업의 본사소재지 또는 다수의 중앙직할
시․성에 본사를 둔 교섭 참여 기업들이 단체교섭협의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곳의 성급 인민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들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단체교섭협의회의 설립을 결정한다.
단체교섭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협의회 의장은 당사자들의 결정에 따르며, 단체교섭협의회 활동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의 단체교섭을 지원한다.
b) 단체교섭의 당사자 대표는 각 당사자가 지명한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교
섭당사자의 대표자 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c) 성급 인민위원회의 대표
3. 단체교섭협의회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며, 다수의 기업이 참
여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단체교섭협의회의 기능, 임무,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제6절 개인․단체 노동분쟁제도

자발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분쟁은 베트남 노사관계의 주요 문제
로 꼽힌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의한 7,000건의 자발적인 파
업이 있었으며126) 이 중 대부분은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
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이전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던 노동
분쟁 해결 체제를 수정하여 해결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에 맞도록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1. 노동분쟁의 종류
베트남의 노동분쟁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 권리에 관한 노동분쟁과
126) VGCL 파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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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관한 노동분쟁이다. 권리 기반 분쟁은 다음의 경우 일어나는 분쟁
이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79조 노동쟁의
2. “권리에 관한 집단노동쟁의”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근로
자 대표단체와 사용자 혹은 하나 또는 다수의 사용자 단체 간의 쟁의를 말한다.
a)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 기타의 합법적 규제 및 합의를 이해하고 이행함
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b)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이행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c)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단체의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대표단체의
지도부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고, 근로자 대표단체에 간섭 및
개입하며, 호의적 교섭에 관한 의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이익 분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79조 노동쟁의
3. “이익에 관한 집단노동쟁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단체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b) 일방의 당사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와 관련하여, 노동분쟁은 두 종류로 나뉜다: 개인
노동분쟁과 단체 노동분쟁이다. 개인 노동분쟁은 한 사람만이 연루된 분
쟁이며 단체 노동분쟁은 두 명 이상이 연루된 경우다 - 보통은 (단체교섭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처럼) 근로자 여러 명이나 기업의 전체 노동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 따라, 개인 노
동분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근로자와 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해외
로 송출하는 단체 간 분쟁; 파견 근로자와 고객 기업 간 분쟁을 포함한다.
단체 노동분쟁은 하나 이상의 근로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또는 하나 이
상의 사용자 대표 단체 간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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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란 근로관계의 확립․실행 또는 종료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권리․의무 및 이익에 관한 쟁의, 근로자 대표단체 간의 쟁의, 근로관계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의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다음의
유형을 포함한다.
a)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파
견하는 기업․단체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사용자 간의 개인노동쟁의
b) 하나 또는 다수의 근로자 대표단체와 사용자 혹은 하나 또는 다수의 사용자
단체 간의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집단노동쟁의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이에 더해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다른 종류의 노동분쟁
도 규정하는데, 대표 및 단체교섭권 결정에 대한 근로자 대표 단체 간 분
쟁이다.127)

2. 노동분쟁 해결
베트남의 노동분쟁 해결 원칙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존중,
사회의 공동 이익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법에 반하지 않으면서 노동분
쟁 해결 과정 기간 동안 당사자 간 협상과 조정, 중재를 통한 자기 결정권
을 존중하는 것이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80조 노동쟁의의 해결원칙
1.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전 과정 동안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한 자기결정권을 존
중한다.
2. 양 쟁의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 존중, 사회공익의 존중, 법률준수에 기초한 조
정, 중재를 통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중시한다.
3. 공개성, 투명성, 객관성, 적시성, 신속성 및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4.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과정 동안 각 당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5. 노동쟁의의 해결은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제안에 따라 쟁의당사자
의 동의를 받거나 쟁의 당사자의 요구가 있은 뒤,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개
인에 의하여 노동쟁의 해결절차가 진행된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127)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79조,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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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 관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조정 및 중재 기관 또는 법
원)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나 분쟁 당사자의 동의하에 관할 기관, 단체,
개인이 요청할 때만 관여한다.
인민위원회의 노동 전문 기관(일반적으로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분쟁
해결 요청을 받는 주요 기관이며 노동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노동
조정관에게, 중재 협의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 협의회에게
해당 요청을 5일 내에 이송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도
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81조 노동쟁의의 해결에 관한 기관,
단체의 책임
1. 노동 관련 국가관리기관은 노동쟁의의 해결에 관하여 당사자들을 안내, 지원
및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단체 및 사용자 대표단체와 협력할 책임이 있
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조정관, 노동중재관의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연수를 실시한다.
3. 요청이 있는 경우, 인민위원회의 노동 관련 전문기관은 노동쟁의의 해결 요청
을 위한 접수처가 되며, 노동쟁의의 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을 분류, 안내, 지원
보조할 책임이 있다.
4. 노동쟁의의 해결 요청을 접수한 기관은 노동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
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노동조정관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할 책임이 있으
며, 중재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원이 해결하도록 전달하는 경우
에는 5영업일 이내에 중재협의회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3.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 절차128)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조항에 따라, 개인의 노동분쟁은 분
쟁 해결을 위해 노동 중재 협의회(Labour Arbitration Council)나 법원으
로 가기 전 조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129) 개인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
는 두 단계가 있다(그림 4-11 참조).
128) 권리 기반 및 이익 기반 분쟁 관련 모두에 적용 - 법은 개인의 이익 기반 노동분
쟁은 규정하지 않는다.
129)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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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베트남 개인 노동분쟁 해결 절차

1단계

2단계

조정(의무)
해결 기간 : 5일

노동 중재 협의회
해결 기간 : 30일

인민법원 해결 기간 :
민사소송법에 따라 2개월

자료 : 필자 작성.

조정관에 의한 조정 절차 이후, 분쟁 당사자들은 노동 중재 협의회 또
는 법원으로 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7일 내에 노동 중재 협의회를 선
택할 경우, 중재 협의회는 각 분쟁 건에 대해 1～3명의 중재자로 구성된
노동 중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중재자 선택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노동 중재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노동 조
정 협의회로 분쟁을 회부했으나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분쟁 당사자
들은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88조 노동조정관의 개인노동쟁의
해결 절차 및 순서
1.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다음의 각 노동쟁의를 제외하고, 개인
노동쟁의는 노동중재협의회 또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노동조정관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a) 해고형식의 노동규율 위반 징계처분에 관한 쟁의 또는 근로계약이 일방적으
로 해지되는 경우에 관한 쟁의
b) 근로계약 해지 시의 손해배상, 보조금에 관한 쟁의
c) 가사사용인과 사용자 간의 쟁의
d)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관련쟁의, 의료보험에 관한 법
률 규정에 따른 의료보험 관련 쟁의,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실
업보험 관련 쟁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직
업병보험 관련 쟁의
đ) 근로자와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단체 간
의 손해배상에 관한 쟁의
e)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사용자 간의 쟁의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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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
권리 기반 단체 노동분쟁은 노동 중재 협의회나 법원으로 가기 전 조
정전치주의를 거쳐야 한다.130)
권리에 관한 노동분쟁해결 절차는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절차와 유사하
다(즉, 위에 언급된 것처럼 해결 기한이 있는 2단계 절차).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법의 위반이 있었는지가 결정되며, 중재자와 중재 위원회는 회
의록을 만들고 해당 기록과 문서를 관할 기관에 송부하여 법에 따라 숙려
및 처리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131)

5.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
이익에 관한 노동분쟁은 노동중재협의회에 해결을 요청하거나 파업 전
조정전치주의를 거쳐야 한다.132)
이익 기반 단체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2단계로 구성된다(그림 4-12 참조).
조정 절차 이후 분쟁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노동중재협의회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파업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12] 베트남 이익 기반 단체 노동분쟁 해결 절차
조정(의무)
해결 기간 : 5일

1단계

2단계

노동중재협의회
해결 기간 : 30일

자료 : 필자 작성.
130)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91조.
131)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92조.
132)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95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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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96조 이익에 관한 집단노동쟁의의
해결 절차 및 순서
1. 이익에 관한 집단노동쟁의의 해결절차 및 순서는 이 법전 제188조제2항․제3
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조정성립조서에는 각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과 각
쟁의당사자 및 노동조정관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성립조사는 기업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 법전 제18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정기간이 경
과하였음에도 노동조정관이 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각 당사자 중 일
방이 조정성립조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쟁의당사자는 쟁의를 해
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a) 이 법전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b) 근로자 대표단체는 파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전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
조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197조 노동중재협의회의 이익에 관
한 집단노동쟁의의 해결
1. 각 쟁의당사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 법전 제188조제2항에서 규정하
는 조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노동조정관이 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성립조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중재
협의회에서 합의에 기초하여 쟁의를 해결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쟁의의 해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중재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3. 노동중재부가 설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 단체협약,
등록된 취업규칙 및 기타의 합법적 규정과 합의에 근거하여, 노동중재부는 쟁의
의 해결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각 쟁의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협의회를 통한 쟁의의 해결을 선택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단체는 노동중재협의회가 쟁의의 해결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파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노동중재부가 설립되지 않
았거나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노동중재부가 쟁의
의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쟁의당사자인 사용자가 노동중재
부의 쟁의 해결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쟁의 당사자인 근로자 대표단
체는 파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전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에 규정된 절차
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자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노동법전 번역본(2019. 11. 20. 전부개정).

노동중재협의회는 개인 노동분쟁과 권리 기반 단체 노동 분쟁 해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 중재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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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정 이후 조정 절차를 선택한다면, 근로자 대표 단체는 노동 중재
위원회가 해결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파업할 수 없다. 노동중재협의회의
해결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해결에 실패했을 경우, 근로자 대표 단체는 파
업 절차를 시작할 권리를 갖는다.

6. 파업 절차
조정 절차 또는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이익 기반 단체 노동분쟁
의 당사자인 근로자 대표 단체는 파업을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파업 절
차는 3단계로 구성된다(그림 4-13 참조).
[그림 4-13] 베트남 파업절차

1단계

근로자 단체가 파업 관련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수집한다
(투표, 서명 또는 다른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최소 1일 전
사전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2단계

근로자 단체가 서면으로 파업 결정을 발표하고(근로자 50%
가 동의할 경우) 파업을 통보한다(사용자, 지역 단위 인민위
원회, 또는 지방 단위 인민위원회의 노동 전문 기관에 5일
내로).

3단계

파업 시행

자료 : 필자 작성.

7. 베트남의 현실
노동보훈사회부가 인민 대법원 통계를 바탕으로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
면 2012년 이후 법원으로 회부된 노동분쟁의 수는 연평균 4,970건이었으
며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2012 : 3,124건;
2013 : 4,037건; 2014 : 5,167건; 2015 : 5,680건; 2016 : 6,846건).133) 대부분의
133) MOLISA의 베트남 노사관계 보고,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
---asia/---ro-bangkok/---ilo-hanoi/documents/publication/wcms_677744.pdf

제4장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 및 고용 시스템: 베트남 사례 107

경우는 사회보험과 관련 있으며(약 40%), 징계조치, 일방적 노동계약 종
료에 관한 손해배상 건(약 20%) 및 고용, 급여(약 20%) 관련 분쟁이 그
뒤를 잇는다.134)
현재 베트남에는 전국적으로 1,400명 이상의 노사조정관이 있지만 조
정자에 의해 해결되는 노동분쟁 건수는 매우 적어 매년 평균 3～4건에 불
과하다. 베트남의 조정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부분적으
로는 조정자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며 적절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며, 베트남 근로자들이 조정자를 통한 자체해결 문화를 받아들이기보
다는 국가 관리 기관에 고소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조정으로 회부되는 분쟁의 수가 적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
방식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 간 법
원에 회부되는 노동분쟁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조정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중재 협의회 역시 근로자 및 사용자가 관심
을 두지 않는 방식이며, 협의회는 사법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동 중재 협의회로 회부된 노동분쟁 해결은 없다.135) 노동 중재 협의회
는 베트남 내 63개 지방/도시에 모두 설립되어 있으며 지방/도시의 인민
위원회 대표, 사용자단체 대표, 지방/도시의 노조 연맹 대표의 3자로 구성
되어 있지만 주로 조정자의 노동분쟁 조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파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현재 노조는 파업을 조직할 수 없다.136)
노동분쟁이 있을 경우, 개인의 분쟁이라면 주 해결 방식은 법원이다. 집
단적 노사분쟁의 경우,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분쟁 모두 노조가 목소리
를 내고 사용자가 합의를 거부한 후 근로자들이 답답함에 비공인 산발적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인 파업은 노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다. 또한 자발적인 파업이 일어나면, 노동 당국 대표와 상위 노조로 구성
된 기관 간 실무단이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을 방문하며 이 경우 보통 근
(검색일: 2020. 12. 23).
134) 상동.
135) 상동.
136) Pham Thi Thu Lan(2017), “Why always wildcat strikes in Vietnam?,” http://
column.global-labour-university.org/2017/10/why-always-wildcat-strikes-invietnam.html(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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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요구 일부 또는 전체가 수용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파업은 요청이
무시당했을 때 근로자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자리 잡았다.

제7절 플랫폼 경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플랫폼 경제는 최근 몇 년 간 베트남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으며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고 있다. 베트남에서 플랫폼
경제의 가치는 지난 5년간 4배 증가하여 2015년에 30억 USD, 2018년에
90억 USD가 되었고 2019년에는 GDP의 5%에 기여했으며 2025년까지
430억 US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GDP의 20%).137) 현재 베트남 인구
의 약 7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68%는 매일 모바일 장치로 영
상을 보고 음악을 감상하며, 70%는 3G 또는 4G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가
입자들이다. 미니왓츠 마케팅 그룹(Miniwatts Marketing Group)에 따르
면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국가 중
13위이다.138) 이 수치는 베트남 플랫폼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1.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잘로(Zalo), 스카이
프, 바이버(Viber),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초국적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다. TV, 신문, 잡지나 라디오 등 전통적인 광고 매
체 역시 아직 사용되고 있지만, 베트남 내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온라인 광고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베트남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약 5,000만 명139)에 달했으며, 의류 및 액세서
137) voice of vietnam, 2020. 1. 7, https://vovworld.vn/vi-VN/kinh-te/kinh-te-nen-tang-sose-dem-lai-nhieu-loi-the-cho-kinh-te-viet-nam-816839.vov; https://trungtamwto.vn/chuyende/15044-kinh-te-so-va-co-hoi-de-viet-nam-but-pha(검색일: 2020. 12. 23).
138) http://hdll.vn/vi/nghien-cuu---trao-doi/kinh-te-so---co-hoi-but-phachoviet-nam.html(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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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쇼핑, 여행 및 관광 웹사이트,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음식 배달 앱, 의
료 서비스, 레저활동 앱에 방문자가 집중되었다. 주요 광고 에이전시에는
그룹M(GroupM), 퍼블리시스(Publicis), DMV, FPT온라인(FPT Online),
덴츠(Dentsu), 클레버애즈(CleverAds), 애드티마(Adtima), 미룸 에이전시
스(Mirum Agencies) 등이 있다.
다음은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될 것이다. 2014년 베트
남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앱이 두 개에 불과했는데 우버(Uber)와 그랩
(Grab)이었다. 현재는 15개 이상의 앱이 있으며 비(Be), 그랩(Grab), 고비
엣(Go-Viet), 마이고(MyGo), 비나선(Vinasun), 디디(DiDi), 메고(Mego), 패
스트고(FastGo), 택시-바토(Taxi-VATO), 마이 린(Mai Linh), 젤로(XELO),
아버(Aber), 티넷(Tnet), 고-Gxo(Go-Gxo), 고나우(Gonow), 택시 그룹스 앱
(Taxi Group App) 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택시 회사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2018년 우버는 그랩과 합병되어 베트남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 점유율
을 갖게 되었다. 2019년 상반기 그랩은 베트남 차량 공유 이동의 73%를 차
지하며140) 나머지 27%는 베트남 국내 앱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국내 앱 대비 그랩의 차량 공유 이동

자료 : ABI 리서치.141)
139) Linh(2019), “Online advertising seeing handsome growth,” https://www.
vneconomictimes.com/article/business/online-advertising-seeing-handsome-g
rowth(검색일: 2020. 12. 23).
140) Saigoneer(2019), https://saigoneer.com/saigon-technology/17491-grab-accountsfor-73-of-ride-share-trips-in-first-half-of-2019-report(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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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플랫폼 경제의 또 다른 주요 분야는 전자상거래로, 티키(Tiki),
어더이조이(Adayroi), 쇼피(Shopee), 센도(Sendo) 등 많은 국내 플랫폼이
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Vietnam E-commerce Association)의 보
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성장은 78억 USD에 달해 2017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구글과 테마섹(Temasek)의 2018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보고서(2018 E-Conomy SEA)는 2018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크며 90억 USD 규모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1,000억 USD), 태국(430억 USD)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보고했다.142)『베
에 다르면,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의 최대 70%
트남 전자상거래 백서 2019』
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온라인 쇼핑을 하며 61%는 구매 정보를 찾기 위
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최대 30%가 하루 3～5시간 인터넷에 접속한다.143)
금융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성장에 편승하며, 모모(MoMo) e-월렛이 베
트남의 선두주자지만, 그래드(Grad)의 모카(Moca)나 씨그룹(Sea Goup)
의 에어페이(AirPay) 등과 경쟁 중이다. 결제 관련 부서(베트남 중앙은행
산하)는 2019년 중반 기준 베트남에 78개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 제공사와
45개의 모바일 뱅킹 결제 서비스 제공사가 있으며 개인 계좌는 8,330만
개(2018년 동기 대비 14.9% 증가), 인터넷을 통한 결제는 2억 2,600만 건
(2018년 동기 대비 51.8% 증가), 핸드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는 2억 200만
건(104.9% 증가)이라고 밝혔다.144) 팀마(Timma), 베이무온(Vaymuon),
모핀(Mofin) 등의 플랫폼을 통한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여러 새
로운 경제활동이 베트남에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더해, 교육, 훈련, 지식 및 기술 교류 활동 분야의 플랫폼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토피카(Topica), 에듀몰(Edumall), 키나(Kyna), 혹
마이(Hoc mai) 등이 유명하다. 토피카(다국적 교육 기술 기업)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e-러닝 성장률이 가장 높은 7개국 중 하나로 30%
141) Dat(2020), https://vietnamnet.vn/vn/cong-nghe/kinh-te-nen-tang-so-khinguoi-viet-dang-thua-tren-chinh-san-nha-619976.html(검색일: 2020. 12. 23).
142) Nham, Hue and Lan(2020), http://tapchicongthuong.vn/bai-viet/phat-trien-thuongmai-dien-tu-o-viet-nam-thuc-trang-va-kien-nghi-72700.htm(검색일: 2020. 12. 23).
143) 상동.
144) VVH(2020), https://vjst.vn/vn/tin-tuc/2636/vai-tro-cua-kinh-te-nen-tang-sodoi-voi-tuong-lai-kinh-te-viet-nam.aspx(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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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상위 국가로는 50.2%의 미얀마에 이어 태
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43.7%, 4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145)
온라인 신문 역시 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62개의 전자 신
문 및 잡지가 있으며 16개의 독립 전자 신문 및 잡지와 약 300개의 신문,
잡지, 라디오 및 TV 웹사이트가 있다.146) 온라인 신문 이외에 최근 몇 년
간 소셜 네트워크, 뉴스 웹사이트, 개인 블로그 등 여러 종류의 커뮤니케
이션이 증가했다. 2020년 4월 기준 600개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가 베트남
에 등록되었으며 사용자 수는 3,300만 명에 이른다.147)
요약하자면, 베트남의 플랫폼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표 4-6 참조) 현
재 모든 분야에서 해외 플랫폼이 베트남 국내 플랫폼을 앞서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표 4-6> 베트남 국내 플랫폼 등장 분야
시장
관광
교통
소매

글로벌 플랫폼
Airbnd, TripAdvisor
Uber, Waze, Grab, Ola Cabs
Amazon, Alibaba, Burberry
Twitter, Tinder, Instragram,
소셜 미디어 Facebook,
Wechat
교육
Udemy, EdX, Doulingo, Coursera
금융
Bitcoin, Lending Club, Kickstarter
의료
Cohealo, SimplyInsured, Kaiser Permaete
노동 공급 Upwork, Fiverr, 99designs, Sittercity
서비스
농업
John Deere, Intuit Fasal
에너지 및 Nest, Tesia Powerwall, EnerNOC
중공업
물류
Munchery, Foodpanda, Haier Group

베트남 국내 플랫폼
Asia Platform Trave, Tubudd
Be
Tiki, Vatgia, Adayroi
Zalo, Lotus
Edumall, Kyna, Hoc mai
Verig, Kalapa
Ecomedic, Vicare
Vietnamwork, 24h
NextFarm, Hachi

Ahamove, Ship60

자료 : 필자 작성.
145) Topica(2014), https://topica.asia/news/huge-growth-in-elearning-in-asia-marketreport-says/(검색일: 2020. 12. 23).
146) Thuan(2012), http://tuyengiao.vn/nghien-cuu/nghiep-vu-cong-tac-tuyen-giao/thuctrang-phat-trien-bao-chi-dien-tu-mang-xa-hoi-o-viet-nam-hien-nay-46254
(검색일: 2020. 12. 23).
147) https://baodansinh.vn/cac-mang-xa-hoi-viet-nam-dang-hoat-dong-the-nao20200602161806599.htm(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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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 플랫폼이 기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통화
및 사회적 자본 측면 모두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플랫
폼은 아래와 같이 점점 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148)

2. 노동 및 관련 문제들
현재 베트남에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모든 분야에서의 플랫폼 경제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 종사자
수는 절대 적지 않다. 노동 및 고용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일자
리 또는 한 번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출퇴근 길에 사람들에게 교통
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배달하는 앱을 사용하는 일, 자유시간에 온라인에
서 물품을 판매하는 일 등이다. 근무시간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자유롭
게 통제할 수 있으며 유연하다는 장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시각이다. 사실 노동과 고용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우려가 많은데, 법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제 및 관리하기
에 너무 새로운 경제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노동 법률은 아직 플랫폼 경제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 법적인 보호책을 강구하는 데 간극
이 생긴다. 실제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
이 파악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랩 택시 기사를 사례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가. 고용관계의 거부
그랩은 스스로를 교통 사업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
어라고 부르며,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관계를 거부했다. 그랩은 비
즈니스 협력 계약의 형태로 운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비나선(Vinasun)
148) VEPR(2020), https://thitruongtaichinhtiente.vn/tuong-lai-nen-tang-so-viet-vaphep-thu-covid-19-27331.html(검색일: 2020. 12. 23).

제4장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 및 고용 시스템: 베트남 사례 113

또는 마이 린(Mai Linh) 택시 등 전통적인 택시 회사의 택시 운전사들은
여전히 임금 근로자인 반면 그랩 운전자는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된다. 고
용관계를 거부함으로써 그랩은 베트남 노동법 조항에 따른 운전기사에
대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다.
나. 최저 임금, 근무시간, 산업 안전 및 보건 부재
그랩 운전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총수입에서 약 20～25%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이는 시간에 따른 20～25% 할인이라고도 알려져 있
다.149) 총수입이 연간 1억 VND(4,336USD150))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연중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그랩 기사들
이 수령하는 금액은 이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때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 법정 최저 임금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말이나 새해 등의 공
휴일에 근무해도 이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여전히 20～25%의 할인율에
따르지만, 수익이 특정 비율 이상을 넘어서면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보상은 그 성격상 초과수당과는 완전히 다르다. 노동법에 따라 150%
(일반적인 근무), 200%(주말 근무), 또는 300%(공휴일 또는 새해)151)의
초과수당을 받는 전통적인 임금 근로 운전자들과는 다르게 그랩 운전사
들에게 초과 수당이라는 것은 없다.
한 달에 1,200～1,300만 VND(520～563USD로 현재 대도시 생활비 기
준 한 달 최저 생활 임금152))의 소득을 벌기 위해 그랩 운전사는 평균적
으로 하루 12시간을 운전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계약이었다면, 4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일반 근무시간보다 150% 더 많은 급여를
149) 2019년 4월 적용 할인율, https://vietnamnet.vn/vn/cong-nghe/ung-dung/cuocchien-ve-gia-cuoc-chiet-khau-giua-cac-hang-xe-cong-nghe-517946.html; and
applied in July 2019, see https://techbike.vn/threads/so-sanh-chiet-khaugrabbike-go-bike-bebike-ai-thu-cao-tai-xe-nhat.5131/(검색일: 2020. 12. 23).
150) 1USD는 23,060VND에 해당, 2020. 10. 21. 기준, 비엣컴뱅크(Vietcombank), https://
portal.vietcombank.com.vn/Personal/TG/Pages/ty-gia.aspx?devicechannel=def
ault(검색일: 2020. 12. 23).
151)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98조.
152) 그랩 택시기사들은 해당 금액을 한 달 지출을 위한 최저 생활 임금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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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겠지만, 그랩 운전사에게 소위 공식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이
라는 것은 없다.
그랩 운전사들은 비즈니스 협력 계약 조항을 위반할 경우 소득이 감소
하는 위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 VND
(약 8.7USD), 차내에서 신발을 벗을 경우 20만 VND, 또는 차내 흡연 시
50만 VND(22USD) 등이다.
그랩 운전사들의 차량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다. 운전 중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하고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보장도 없다. 그랩 운전사는
근무 중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강도를 당해도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
한다. 노동법 조항에 따른 다른 혜택도 누릴 수 없다.
허리 통증, 퇴행성 척추, 위장질환 및 치질 등 운전자들이 흔히 겪는 질
병은 보상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회사
의 숙려 또는 도움 없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랩 운전사들은 회사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받으며153)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고 말한다. 징계는 금전적 벌금 또는 계정 폐쇄로, 특
히 여정을 취소하거나 그랩 외 다른 교통 앱을 사용할 경우 징계를 받는
다. 해당 규정은 그랩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운전기사들은
회사의 규칙 및 규정 수립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독립 자영업자로서 그랩 운전사들은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통제를 받는데 건강
상 문제 또는 가족 문제 등의 이유로 운행 목표의 최대 25%를 채우지 못
하면 계정이 잠기거나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운전자들이 갑
자기 계정이 잠기는 경험을 했다. 이는 회사와 운전사들 간 일방적인 관
계로 인해 이미 취약했던 운전자들의 위치가 더욱 취약해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 불만 처리 체계 부재
이와 같은 협력관계에서 회사는 불만을 처리하는 체계를 제공하지 않
153) 그랩 운전사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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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기존 노동 법규에 내재된 불만 처리 체계는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운전자들은 흔히
학대당한다. 예를 들어 한 그랩 운전사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운전사
의 평점이 떨어질 수 있고 고객의 불만이 비합리적이라 해도 운전사는 불
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운전사가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 해도 이를 해결할 근거가 없는데, 회사와 운전사 간 관계가 노동
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기에 기존 노동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이다.154) 이는 법적 근간이 아닌 기본적인 도덕성에 기반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며, 따라서 약자가 수용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그랩
드라이버는 “회사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
하기도 했다.
라. 노조 권한 및 단체교섭 부재
그랩 운전사들은 프리랜서와 같으며 조직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에 대해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스스로 조직을 결성한다고 해도 등록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들 단체와의 협상을 거부할 것이다.
사실 그랩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파업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1
월 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는 파업이다.155) 2019년 11월 비바이크(BeBike)
나 비카(BeCar) 등 다른 국내 운전 앱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며156)
파업을 통해 운전사들은 승객을 태우는 것을 거부했다. 이 파업으로 회사
들은 운전사들과 대화를 해야 했으며 할인율 인상 철회의 결과를 낳았다.

3. 터널 끝의 신호?
2020년 1월 17일, 정부는 차량 교통업의 조건을 규제하는 시행령10/
154) 그랩 운전사와의 인터뷰.
155) Hieu(2018), https://baodautu.vn/lai-xe-grabcar-dinh-cong-dai-dien-nguoi-trongcuoc-noi-gi-d75776.html(검색일: 2020. 12. 23).
156) Hao(2019), https://danviet.vn/thay-gi-qua-nhung-cuoc-dinh-cong-cua-cactai-xe-bebike-va-becar-77771032034.htm(검색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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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ND-CP를 발표했는데 해당 시행령은 차량 운송업자와 단순히 교통
연결을 지원하는 앱 소프트웨어 제공업자를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다. 주
요 교통 활동 중 최소 하나라도 수행하는 회사는 차량 운송업자에 포함되
는데, 차량의 직접 운영, 차량 운전, 또는 운임 결정 중 하나다. 운송 연결
을 지원하는 앱 소프트웨어 제공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차량을 직접 운
영하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거나 운임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다. 원칙적으
로 해당 시행령에 따라 차량 운송 업자를 위해 일하는 운전사는 임금 근
로자로 분류되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발표 이후
그랩 드라이버 또는 베트남의 다른 차량 호출 서비스 앱 운전사들이 노동
법에 따른 혜택을 주장하고자 고용관계 인정에 대한 목소리를 낸 적은 없
었다. 따라서 차량 운송업자로 분류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앱 회사가 이
에 대항하여 어떤 주장을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제8절 기타 관련 문제들

1. 근로 시간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8
시간 이하, 일주일에 48시간 이하이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
의 근무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장려된다.
초과근무는 협상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일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한
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
동법의 한 달 40시간이라는 초과근무 한도는 2012년 노동법의 한 달 30시
간 초과근무 한도보다 높다. 초과근무는 연간 200시간으로 제한되지만,
다음 직종과 분야는 예외로 300시간까지 허용된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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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섬유, 의류, 신발,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농업, 임업, 수산업 상품 가
공 및 소금 생산업;
b) 전력생산 및 공급, 통신, 정제 작업; 수도 공급과 배수시설;
c) 현재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숙련 근로자를 요하는 업무;
d) 계절적 이유나 소재 또는 제품의 가용성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이
유, 기상악화, 자연재해, 화재, 전투, 전력 또는 원자재 부족, 또는 생
산라인의 기술적 문제로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업무;
đ) 정부가 규정하는 다른 경우.
하루 6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무시간 도중 최소 30분의 휴
식과 야간근무의 경우 최소 4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6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일 경우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용자는 노
동자의 휴식을 계획하고 이를 노동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사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이 장려하는 대로 주당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특히 섬유, 신발, 기계 및 전자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초과근무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ILO 규정 모
니터링 프로그램인 더 좋은 일자리(Better Work) 프로젝트는 베트남 내
562개 수출 의류 공장의 규정 준수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평가받은 공장의 77%가 월 30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고 69%는 연
간 300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다.”158) 베트남 ILO 사무소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업은 연간 300시간 초과근무 법적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159) 해당 분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 생활 임금을 벌기 위해 초과근무를 수용해야만 한다.

157)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107조.
158) 더 나은 일자리(Better Work) 2019 연례보고서, https://betterwork.org/wp- content/
uploads/2019/06/BWV_Annual-Report-2019_VN_v4.pdf(검색일: 2020. 12. 26).
159) Baotintuc.vn, “Đa số doanh nghiệp điện tử Việt Nam vi phạm làm thêm giờ”
(베트남 대부분의 전자기업은 초과근무 제한을 위반한다), https://www.sctv.com.vn/
tin-tuc/doi-song-xa-hoi/da-so-doanh-nghiep-dien-tu-viet-nam-vi-pham-la
m-them-gio.html(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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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휴가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한 사용자에 대해 12개월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일반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
차휴가는 12일; 청소년, 장애가 있는 근로자, 힘들고 위험하거나 해로운
직종 종사자의 경우 14근로일; 매우 힘들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
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16근로일이다. 한 사용자에 대해 1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 개월 수와 비례한다. 한 사용
자에 대해 5년의 근로기간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더해
진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전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또
는 실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급여를 지불해
야 한다.
공휴일, 새해 : 공휴일과 새해 휴일의 총일수는 일년에 11일이며, 새해,
설날, 전승기념일, 세계 근로자의 날, 흥왕(Hung King) 기념일 등을 포함
한다.
전체 급여를 받는 개인 휴가 : 개인적 목적의 휴가 총일수는 노동자 결
혼, 자녀 결혼 또는 부모나 자녀의 사망의 경우 7일이다.
무급휴가 :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또는 부모의 결혼 또는 형제의 결혼
의 경우 1일이며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무급 휴가의 경우 노동
자는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다.
생리 및 수유 휴식 : 여성 노동자는 생리기간 동안 매일 30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근무시간 중 하루 60분 휴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합의된 전체 임금을 보장받는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연차는 사용자의 준수율이 높다. 특히 실제 초과근
무가 많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근로자들은 규정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ILO 더 나은 일자리 보고서는 의류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4%의 공장이 연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10% 이하의 공장은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생리 중인 근로자에게 하루 30분 휴식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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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준수하지 않았다.”160)
초과근무 수당 : 일반 근로일의 경우 최소 150%, 주말의 경우 최소
200%, 공휴일, 새해의 경우 최소 300%이며 연차 유급휴가는 법의 규정을
받는다.
야간근무 임금 :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보다 최
소 30% 더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 야간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같은 초과근무 임금에 추가로 20%의 임금을 더 받는다.

3. 여성 근로자와 성평등
베트남 법은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2006년 성평등법 제6조는 성평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해당 법은 남
성과 여성이 모든 사회 및 가족생활의 영역에서 동등하다고 명시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
책은 성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성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성평등은 법 발전과 집행
의 주류에 편입되었다. 성평등 실행은 기관, 단체,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
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에는 직장 내 여성 근로자 보호, 성
평등 보장과 성희롱 방지 및 근절에 대한 별개의 장(제10장)이 있다. 사용
자는 성평등 시행에 책임이 있으며 채용, 업무 배치, 고용 조정, 훈련, 근
무시간, 휴식시간, 급여 등에서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여성 근로자 또
는 이들의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근무지에 맞는 충분한 화장실이 제공되
어야 한다. 사용자는 보육원, 유치원 설립을 지원하고 양육 및 유치원 비
용의 일부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 또는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초과근무를 하거나
출장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힘들고
160) 더 나은 일자리(Better Work) 2019 연례보고서, https://betterwork.org/wp-content/
uploads/2019/06/BWV_Annual-Report-2019_VN_v4.pdf(검색일: 2020. 12. 26).

120 베트남 노동체제와 발전방안

[그림 4-15] 베트남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자료 : 통계청(GSO)의 노동 및 고용 설문조사, GSO와 MOLISA가 함께 발행.

유해하며 위험한 업무, 또는 특히 힘들고 유해하며 위험한 업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 또는 생식 및 양육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임금, 권리, 수당을 감축하지 않으면서
해당 근로자를 보다 쉽고 안전한 직책으로 변경하거나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야 한다. 사용자는 결혼,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이하 자녀
의 양육을 이유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
베트남의 통계를 보면 수 년 동안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
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노동고용 설문조사 보고서는 남녀간 임금 격차
가 11.6%라고 보고한다.161) 남성의 일자리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가 과소
평가된 것이 이유다. 여성은 무임금 또는 저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서비스, 판매, 사무직원, 행정보조). 산업별로 여성은 항상 섬유, 신
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인 저임금 산업의 주요 근로자로 70～80%를 차지
161) 통계청 노동 및 고용 설문조사 보고서, 2016, http://ncif.gov.vn/Pages/NewsDetail.
aspx?newid=21606(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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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남성은 보통 임금이 더 높은 정비, 광산, 기계장비 분야에 종사
한다.162) 여성은 요리, 빨래, 자녀 양육 등 가족을 돌보는 무임금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4.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시행 노동법에 따라 금지
된다.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베트남 노동법 제35조]. 2021년 시행
(2019년 개정) 노동법은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집단교섭을 규
정하고 사용자가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는 근로 규정을 발행하도록 요구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해임 징계 조치 대상이 된다(제125조).
2015년 VGCL, VCCI, MOLISA를 포함한 노사정 3자 단체가 노동자와
사용자를 위한 성희롱 행동규범을 발행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통제
규칙을 만들고 내부 규칙과 규정으로 규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은 발견하기 어려운데 성희롱 피해자가 보통 성희롱 사실을 밝
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언론은 흔히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보도
한다.163) 노동보훈사회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한 2012년 베트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164) 성희롱 피해자의 78.2%가 여
성이며 흔히 낮은 직책, 부하,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여성 성희롱보다 발생률이 훨씬 낮다. 피
해자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항의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억압
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용히 고통받는다. 심각하게 영향을 받거나 오랫동
162) 노동자 노조 연구소(Institute for Workers and Trade Unions)의 2017년 임금
관련 설문조사.
163) Minh(2019), “Ám ảnh quấy rối tình dục nơi làm việc”(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집착), https://laodong.vn/xa-hoi/am-anh-quay-roi-tinh-duc-noi-lam-viec747062.ldo(검색일: 2020. 12. 26).
164) MOLISA(2012), “베트남 직장 내 성희롱 보고서–일반적인 상황과 법적 해결 체계,”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ilohanoi/documents/publication/wcms_206106.pdf(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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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추행을 당했을 때, 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다.

5. 산업안전과 보건
2019년에 전국적으로 8,150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는데(2018년 대비 6%
감소), 이로 인해 8,32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979명이 사망하
고 1,89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재해자
의 33.6%였다.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
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해당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과정에서
노동 안전 위생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 과정에서 위험하고 유해한
요소의 예방, 제거, 통제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는 기업의 각 생산팀에 노동자가 선출하고 산업안전위생 훈련을 받은 최
소 한 명의 안전위생 담당관을 두어 산업안전 위생의 실행을 감독하고 위
험하고 비위생적인 기계 및 기구 사용을 적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SH 정책, 법규, 프로그램, 계획의 구축과 실행의 전 과정에 대해 노조,
사용자 대표 단체,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6.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은 노동자가 파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노동자
사용기업에 보내져서 다른 고용인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은 다음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가한다:
a) 특정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노동 수요 증가에 임시 대응하는 경우; b)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이거나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 관련 질병
이 있거나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경우; c) 고숙
련 전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파견은 다음의 경우 엄격하게 금지된다 : a) 파업 중 또는 노동
분쟁 해결 기간 도중 노동자 대체; b)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사용기업 간
산업재해 또는 질병 책임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c) 구

제4장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 및 고용 시스템: 베트남 사례 123

조적 또는 기술적 변경, 경제적인 이유, 분할, 분리, 통합 또는 합병 때문
에 해고당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 이와 함께 근로자 파견 기간은 최
대 12개월이다[2021년 시행(2019년 개정) 노동법, 제53조 1항]. 파견근로
자 사용기업은 해당 노동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현실에서 근로자 파견은 고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노동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청소, 보안, 정리, 조립 서비스, 포장 등 근로자 채용이 흔히
계절적 계약이거나 시간제 계약의 형태인 경우다. 최대 3,000명의 노동자
를 가진 기업이지만 이 중 50%가 재채용된 근로자인 경우도 있었다.165)
법 집행 감독이 엄격하게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은 임금 착
취, 사회보험 부재, 건강보험 부재,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사회 혜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66)

7. 사업주의 도주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전역 여러 지방에서 사업주가 도주하는 일이 발
생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이퐁(Hai Phong)에서는 수출용 가죽신
발을 제조하고 3,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둔 카이양 주식회사(KaiYang
Co., Ltd.)의 중국인 사업주가 210억 VND 이상의 임금 체불과 90억 VND
의 사회보험 부채를 남기고 갑자기 사라졌다(총 130만 USD 이상)167);
2018년에는 동나이(Dong Nai) 지방 산업단지에서 1,900명 이상의 노동자
를 둔 100% 한국 자본기업 KL 텍스웰 비나 주식회사(KL Texwell Vina
Co., Ltd.)의 한국인 사업주가 거의 137억 VND(약 595,000USD)의 부채
를 남기고 한국으로 도주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168) 동나이는 이와
165) Tran Duc, “Cho thuê lại lao động : Tiềm ẩn tranh chấp lao động”(근로자 파견:
노동분쟁 가능성 높다), http://baobaohiemxahoi.vn/vi/tin-chi-tiet-cho-thuelai-lao-dong-tiem-an-tranh-chap-lao-dong-fd5935ef.aspx(검색일: 2020. 12. 26).
166) https://dangkydoanhnghiep.org.vn/vi-pham-quy-dinh-phap-luat-ve-cho-thuelai-lao-dong.html(검색일: 2020. 12. 26).
167) 1USD는 23,060VND에 해당, 2020. 10. 21. 기준, 비엣컴뱅크(Vietcombank), https://
portal.vietcombank.com.vn/Personal/TG/Pages/ty-gia.aspx?devicechannel=def
ault(검색일: 2020. 12. 26).
168) Minh, 2019, “Nan giải bài toán chủ doanh nghiệp bỏ trốn”(사라진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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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남부 지방으로 2018년 말까지 52명의 사
업주가 도주했다.169) 도주하는 사업주가 많은 지방은 호치민(Ho Chi Minh),
동나이(Dong Nai), 빈두옹(Binh Duong), 하노아(Hanoi) 등 모두 산업화
지역이다.
외국인 사업주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도주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에 부담을 야기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갑자기 일자리와
소득을 잃게 되어 추가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현재 도주하는 사업주를 규
제하는 법률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 도주로 간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자산 유동화 절차도 없고 사회보험, 건강
보험, 신용 기관과 연관된 부채 상환 등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된 해결 원
칙도 없다. 이와 같은 도주가 일어나는 지방에서는 지역 내 상황을 안정
시키기 위해 지방 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임시 해결하고 있다.

한 어려운 문제점), http://dangcongsan.vn/ban-doc/nan-giai-bai-toan-chu-doanhnghiep-bo-tron-531739.html(검색일: 2020. 12. 26).
169) Vương Thanh(2018), “Nhức nhối nạn doanh nghiệp bỏ trốn”(사용자 도주로 인
한 고통스러운 상황), https://nhandan.com.vn/doi-song-xa-hoi/nhuc-nhoi-nandoanh-nghiep-bo-tron-342605/(검색일: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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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베트남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및 확장이 이
루어지고 있음에도 베트남 노동 및 고용 관련 연구는 해외투자기업들을
위한 기초 노동법 안내와 투자 및 무역 관련 동향 소개 등에 집중되어 있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베트남을 대
상으로 노동과 고용 관련 제도와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국제적 분업구조 변화양
상을 분석하고 노동권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의 발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제도 및 노사관
계 측면에서의 연구와 함께 노동연구자들 및 정책 담당자들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 확장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베트남에 적합한 노동 및
고용 관련 제도의 개발과 집행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외교를 확장
하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가지 목적하에 베트남 노동체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베트남 노동체제에 관한 개요를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의는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노동과 고용연
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측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콘택트 포인트를
다수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한 베트남 현지 전문가들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괄 연구책임자로 Pham Thi Thu Lan 박사
(IWTU 부소장)가 수고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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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요
이름
Nguyen Minh Phuong
Nguyen Lan Huong
□ 최저임금
이름
Nguyen Huyen Le
Nguyen Thanh Tung
Ninh Thi Tu
□ 근로감독
이름
Nguyen Ngoc Diep
Nguyen Manh Thang
Nguyen Thi Hang

소속(직책)
specialist of University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former director of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ILSSA)
소속(직책)
Division Chief, Industrial Relations and Wage
Department of Ministry of Labou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MOLISA)
Deputy Chief, Scientific Research Department, Institute
for Workers and Trade Unions(IWTU)
researcher, IWTU
소속(직책)
Deputy-Director, Labour Inspectorate, MOLISA
Chief, Scientific Research Department, IWTU
Legal affairs division, Industrial Relations Department
of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VGCL)

□ 사회보장 시스템
이름
Ho Thi Kim Ngan
Bui Thi Thanh Ha

소속(직책)
Industrial Relations Department, VGCL
teacher, University of commerce

□ 노사관계 개요
이름
Nguyen Duy Phuc
Vu Hoang Ngan

소속(직책)
Director of Industrial Relation Centre, MOLISA
teacher, National Economic University

□ 개별/집단 노동분쟁제도
이름
Le Dinh Quang
Ha Phuong Thao

소속(직책)
Deputy-Director, Legal Department, VGCL
International Department, VGCL

□ 플랫폼 경제
이름
Dinh Ha An
Van Thu Ha

소속(직책)
programme officer, Centre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CDI)
former Oxfam programme manager

□ 노동시간 및 휴가, 노동안전
이름
소속(직책)
Ngo Minh Huong
teacher, National University
Kim Thu Ha
managing Director, 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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