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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목적

Ⅰ. 방문개요

○ 방문경위
□ 방 문 국 : 베트남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 종로구의회와 떠이호구 인민의회간 협정서 제2조(2002. 4. 22.)
- 베트남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의장 초청서신 : 2017. 10. 17.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SRV)
□ 방문목적 : 국외 자매도시간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15주년 행사
□ 방문기간 : 2017년 10월 30일 ～ 11월 4일(4박 6일간)

의회 대표단이 종로구의회를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되어 그해 10월 떠이호구

□ 방문단 인적사항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

속

종로구의회

종로구청

의회사무국

종로구의회와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와의 인연은 2001년 7월 베트남 지방

의회 초청으로 지역경제인을 포함한 종로구의회 방문단이 베트남을 방문하
직

위

의
장
부 의 장
운영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부구청장
인사팀장
국
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직
원
직
원
직
원
직
원
직
원
직
원

성 명

여 교류회담을 열고 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고, 2002년에는 다시 떠이호구의

김복동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안재홍
이재광
김준영
유양순
김강윤
서을삼
정욱성
김경훈
김동준
유영부
민세기
서은미
박창호
한용수
유연숙

회 방문단이 종로구의회를 방문하여 교류증대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양 도
시 의회 간 협정에 따라 매년 우호증진과 행정ㆍ문화ㆍ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위해 상호 교차방문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마다 번갈아 양 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쌓아오던 중 2004년 7월
베트남 떠이호구의회에서 츄얻떧 의장 외 7명이 내한하여 경제교류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2004년 11월에도 관내 일부 지역경제인들과
친선교류단이 시장조사와 우호증진을 위해 3박 5일간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과 2008년 4월에는 떠이호구의회 응웬 홍 비엩 의장과
응웬 만 끄엉 떠이호구 인민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
도시간 공동 관심사항 토론과 주요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상호 신뢰 속에 우
의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2010년 10월 하노이시 천도 1000년 기념행사를 맞아 오금남 의장을
공식초청한 떠이호구의회가 어린이집 신축지원에 대한 문의를 한 데 대해
오금남 의장이 귀국 후 구립ㆍ법인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
에 연합회 측에서 한화 2,000만원 상당을 건립비로 지원할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떠이호구 지역에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물꼬를 튼 데
이어, 그해 12월에는 떠이호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레 티 투 항을 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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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10명의 방문단이 종로구의회를 방문하여 우호증진 회의의 공식일정을

4. 주요 방문일정

소화하면서 구립ㆍ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원장들과 함께 어린
이집 건립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베트남 떠이호구 어린이집 건립비

지원을 위한 협약식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마친 바 있다.

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0.30.(월)

인천

하노이

호프엉만씨의 사랑의 교실 교육정책파악

10.31.(화) 하노이

사파

떠이호구 시각장애인 협회 방문 복지정책파악

11.1.(수)

사파

사파

11.2.(목)

사파

하노이

2011년8월에는 종로구립 어린이집연합회가 2,000만원을 지원한 AnDuong
어린이집 개원행사를 위하여 떠이호구의회 응웬 훙 비엩 의장의 초청으로

비고

OZ727
(KE479)

종로구의회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고, 올해는 양의회의 자매결연
15주년 행사를 겸하여 초청받게 되었다.

2. 추진경위
일 자
2001/ 7/ 7

내
용
베트남 국회사무처 차장 및 지방의회 대표단 한국방문
2001/ 9/14 베트남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의장 Nguyen Manh Cuong) 종
로구의회의원 초청
2001/10/18 베트남 떠이호구의회와 종로구의회 제1차 교류회의개최
교류협정서 체결(베트남 하노이시에서 개최)
2002/ 4/20 떠이호구 Vu My Binh 부의장 및 방문단 7명이 8일간
일정으로 내한
2002/ 4/22 서울에서 양도시간 교류증대 협정서 교환
2003/10/16 호치민시 제3구의회에서 경제인 및 제3구의회 관계자와
경제교류 방안 회의
2004/ 7/18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츄 응옥 뚜얻 의장외 7명 내방
교류협력회의 및 양 의회간 협정서 체결
2004/11/16 종로구의회 떠이호구 공식 초청방문
2006/10/24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응웬 홍 비엩 의장외 7명 내방
2007/ 3/26 종로구의회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공식 초청방문
2007/10/31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와 떠이호구간 국제친선교류전 개최
2008/ 4/21 떠이호구의회 대표단 내한(대표 응웬 만 끄엉 인민위원장)
2009/ 3/23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
2010/12/ 5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레 티 투 항 부위원장외 9명 내방
2011/ 8/ 8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
2013/ 3/ 27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
2017/10/ 30 하노이시 떠이호구의회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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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금) 하노이

11.4.(토)

띠호산 초등학교 방문

기부물품 전달

빤시팡산 등정

문화관광지 탐방

하노이시청 방문

간담회 참석

쩐꾸옥 사원

문화관광지 탐방

떠이호구의회 방문

양의회 우호증진
OZ734

인천

(KE680)

※ 위 일정은 떠이호구의회에서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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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남부는 우기와 건기가 있고 북부에는 사계절이 있다. 베트남의 습도

Ⅱ. 방문내용

는 월평균 83%이며, 평균 강우량은 2,151㎜로 한국보다 2.4배 정도 높다.

1. 방문국 개요

3) 국기ㆍ민족

1) 국가 체제

○ 국기 <황성적기 - 黃星赤旗>

1976년 남북이 통일된 이후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로 되었다. 국회가 존재하

남 딘(Nam Dinh)성 유학자 가정 출신으로 베트남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응

지만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대회가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다. 국

웬 흐우 띠엔(Nguyen Huu Tien)이 프랑스 식민시대에 정

가와 당의 최고 요직으로는 국가주석, 수상, 공산당서기장이 있는데 국가주

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던 꼰다오(Con

석은 형식적인 존재이고 행정실무 책임은 수상이 맡고 있다. 실질적인 최고

서 수감되어 있을 때 고안하였다.

Dao) 수용소에

황성적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별이 그려져 있는데, 붉은

지도자는 공산당 서기장이다.

색은 혁명과 독립된 베트남을 상징하고 5각의 황성(黃星, Sao Vang)은 사
국회(Quoc Hoi : National Assembly)에는 수백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주로

(士, Si), 농(農, Nong), 공(工, Cong), 상(商, Tuong)과 군인(兵, Binh)이

당고위직,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도 상당수 있다. 국가

한데 뭉쳐 단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를 대표하는 주석(Chu tich nuoc)은 정부(Chinh phu)의 문제에 깊이 관여치
않고 대내외적으로 상징적인 역할과 중요한 국가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 민족

가진다. 주석 아래로 정부가 존재하는데 정부의 장은 수상(Thu tuong)이며,

베트남인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엣(Việt, 또는 낀(Kinh)족이라

수상이 정부운영의 실무 책임자이다. 그리고 24개 부서의 장관들이 존재한

고도 함)족이 전체 인구의 약 85.7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따이(Tày)

다.

족(1.89%),

타이(Thái)족(1.81%),

호아(Hoa)족(0.96%),

커메(Khmer)족

(1.47%) 등 여러 산악 소수민족 등이 있다. 특히, 북부의 라오까이(Lào
2) 자연조건

Cai)에는 흐몽(H’Mông)족, 자오(Dao)족, 자이(Dáy)족, 따이(Tày)족 등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면적은 33만 1,690㎢로 한반도의 약 1.5배이며, 중국, 라오스, 캄
보디아에 인접하고 있다. 북부의 홍(Hong)강과 남부의 메콩(Me Cong)강이
주요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중부에는 동 나이(Dong Nai)강이 흐르
고 있다. 특히, 메콩강은 길이가 4,220㎞에 달하는 인도차이나의 젖줄로서
티벳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베트남에 이르러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기후는 전체적으로 고온 다습하며 북부는 아열대성으로 평균기온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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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9,270만 명이며, 남녀 성비는 남자
49.33%, 여자 50.67%로 여성의 인구 비중이 더 높다. 또, 전체 인구의
33.9%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
드 형태를 보인다. 이는 70년대 중반까지 지속한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분석되며, 1980년대 전후에 출생한 2~30대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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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 총인구의 50%가 30대 미만으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베
트남 경제성장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의상(아오자이, 논)
아오자이(ao dai, ‘아오’는 옷 또는 저고리, ‘자이’는 길다는 의미, 남
부에서는 ‘아오야이’로 발음)는 ‘긴 옷’이란 뜻으로 19세기부터 입기

5) 언어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6년에 노동에 부적합하고 퇴폐적이라고

그런데 베트남어를 한자로 쓰는 것

착용을 금지했다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 완화되었다. 최근에는

에 한계를 느끼고 한자의 부수를 짜 맞춘 쯔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쯔

각종 예식에서 즐겨 착용하고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체의 제복으로

놈은 한자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 사용되고 있다. 아오자이와 함께 베트남 여인들의 상징인 논(non, 야자

베트남은 한자를 사용해 글을 써왔다.

나무 잎으로 만든 모자)은 13～15세기 중 쩐(Tran) 왕조시대에 유행한 모자
베트남을 식민지화한 프랑스는 이전의 한자, 한문 대신 유럽인 선교사가 발

로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햇빛이 내리쬘 때는 양산, 더울 때는 부채로 쓰

명한 베트남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장려하였다. 1878년 4월 6일 프랑스 식민

인다.

정부는 이를 국어로 공인하고 1882년 1월 1일부터 각급 학교, 공문서에 적
용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15년과 1919년에 북부와 남중부 지역에서 한

7) 베트남의 국민성

학 유학시험을 폐지하면서 한문과 쯔놈은 쇠퇴하고 현재의 로마표기법인
‘꾸옥응우’가 국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세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베트남인들
은 자유와 독립에 대해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이지만
불교 및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등 아시아 문화도 지니고

6) 종교․의상

있다. 자존심과 자긍심이 강한 편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 종교

인한 콤플렉스도 있다. 대부분의 노사분쟁은 외국 고용주의 베트남 문화와

베트남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며, 특히 베트남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에 협력해야만 한다. 전체 인구의 18.23%만

경우에는 해결이 어렵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 구성비는 불교(43.5%), 카톨릭교(36.3%),

지역 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도 지역별로 차이가

기독교(4.7%), 까오다이교(5.2%), 호아호아교(9.2%)로 돼 있다. 이 중

있다. 주로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북부인은 근면한 편이고, 환경이 열악

1926년 창시된 까오다이교(Dao Cao Dai)는 베트남 신흥 종교로 유일신을

한 중부인은 인내형이 많으며, 비옥한 땅의 남부인은 개방적이고 낙천적으

숭배하고, Cao Dai는 신이 지배하는 가장 높은 곳, 천국을 뜻하며 눈을

로 묘사된다. 또한 베트남 역사는 북부지역에서 시작돼 남쪽으로 내려왔으

상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정부종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약 400명의

며, 호치민시는 약 300년 전에 베트남의 영토가 됐다.

신자가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통제가 심한 편이며 필요시 사상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획일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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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제도

◇ 떠이호구(Tay Ho District)

행정단위는 성(省, tinh)과 중앙 직할시로 나누어지며, 성은 다시 성 직할
시와 일반적인 시에 해당되는 사시(社市, xathi)로 나뉘어진다. 베트남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전개한 게릴라 방식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각 지방의
자치권이 강한 편이다. 지방에는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가 있다. 인민의회

떠이호구는 베트남 하노이의 북부에 위치한 구로 1995 년 10 월 28 일 공식
적으로 구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3.94㎢이며, 인구는 약 13만 명이다. 떠
이호구는 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관광지로 서호(West Lake)와 킴
린공원(Kim Lien Pagoda) 등이 있다.

는 해당 지방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인민의회는 지방 인민에 의해 선출되며,
지방인민과 상급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0년 하노이 수도의 개발 방향에 따르면, Tay Ho 지구 전체는 중앙 도시
의 개발 지역에 속한다. 특히 하노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인민의회는 투표를 통해 지방 단위의 행정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선출한

위해 재정적, 인적 자원 및 과학 기술 자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다.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 법률, 상급 국가기

가지고 있다.

관의 지시와 인민의회 의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인민
의회와 정부에 대한 책임과 보고의 의무를 진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인
민위원회를 영도하고 모든 활동을 관리한다.

고대부터 서호는 그 위치와 편리한 교통, 60개가 넘는 문화유적이 있으며
사적지 및 유명한 축제의식은 많은 내외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다.
Tay Ho는 Long Bien, Ha Dong 및 Hoang Mai 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하노이 도심 지역의 17,878 헥타르 (13.4 % 차지)

2. 방문내용

에서 2,401 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떠이호구 구역 내에 베트남 최장
의 현대식 교량인 갓탄다리가 2015년 개통되어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역할을

1) 방문지역

하고 있다.

○ 하노이시(Hanoi City )
1000년의 고도에 걸맞게 유서 깊은 사찰과 프랑스 통치시대에 세워진 서양

떠이호구의 의회의 조직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건물, 교회가 많이 있다. 면적은 3,324.5㎢이며, 인구는 약 720만 명이다.
하노이시의 행정단위는 12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 Ba Dinh district, Hoan Kiem District, Tay Ho District,
Long Bien District, Cau Giay District Dong Da district,
Hai Ba Trung District, Hoang Mai District, Thanh Xuan district,
Ha Dong district, District of Tu Liem, Nam Tu Liem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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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이호구의회의 조직
- 구의회는 3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 구의회 상근인원 : 의장, 부의장, 상근위원, 상근직원
- 구의회에는 경제사회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있다.
- 각 의원들은 8개의 지역단위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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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이호구의회의 활동

어진 곳에는 자오족이 많이 사는 따핀마을이 있다.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떠이호구의회는 연2회의 회기가 있는데 연말회기 및 연중회기라 불린
다. 각 회기에서 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치 설정, 매년 재정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하며,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우리의 구의원에
해당하는 인민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은 매우 인상적이다.

2) 방문단 주요활동내용
◇ “사랑의 교실” 방문 – 2017.10.30.(월) 16:00 ~ 17:30

○ 라오까이성(Hanoi City )
라오까이 성(老街省 베트남어: Tỉnh Lào Cai/ 省老街)는 베트남의 성(省)이

○ 이번 교류의 첫 일정으로 AN DUONG 중학교에 있는 “사랑의 교실”을 방문

다. 성도는 라오까이 시(市). 북동쪽의 산간지방에 위치하고, 중국 윈난성

했다. 그 곳에서 만난 호프엉남(여, 85세) 선생님의 장애아동 학생들에게

(雲南省)과 국경을 접한다

수업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을 했다. 학생들 교육 하는 것이 힘들지

성도 라오까이는 송꼬이 강(紅河)과 그 지류를 끼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경
을 접하며, 국경 교역이 성하다. 하노이~쿤밍을 연결하는 국제열차도 이 라
오까이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마을 사파
(Sa Pa)는 피서지로로서 또한 각종 소수 민족을 방문하는 도보 여행 기지로
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베트남 최고봉인 판시빵 산(베트남어: Phan Xi

않으세요?’라는 질문에는 ‘학생들만 보면 힘이 나고 부처님께 건강을
기원 드린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무료로 봉사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
고는 선생님의 희생정신에 방문했던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감동의
받았다. 저녁 간담회 토의시간에는 이 노선생님의 지원방안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의원들 모두가 한뜻으로 지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아 떠이호구 의회와의 공식 행사 장소에서 “학교운영비”전달식도 같이

Păng)도 이 성 안에 있다.

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
행정구역 - 시 라오까이 시 (Lào Cai 老街), 사파 현 외 7개 현

○ 관련 사진

◇ 사파(Sa Pa)
베트남 북서부 라오까이 성(Lao Cai Province)에 있는 국경 도시이며, 베트
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져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산악 마을이다. 더운 나라인 베트남에서 해발 1650미터의 산
악지대에 형성된 사파는 연중 신선한 기후로 인해 여름 휴양지로 인기 있
고, 소수민족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방식, 특히 계단식 논 등올 인해 외국
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지역있다. 사파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AN DUONG 중학교 브리핑 경청

AN DUONG 중학교 브리핑 경청

는는 검은 몽족이 사는 깟깟마을과 신짜이 마을이 있고, 북쪽으로 10km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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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안마, 이쑤시개 제조 등)
- 떠이호구 전체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생기면 협회가 참여
하여 도와주고 떠이호구 6개 지역으로 나눠서 활동 중임
○ 김복동 의장 인사말
- 베트남에 올 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협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좋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감사드림.

사랑의 교실 수업 모습

호프엉남 선생님의 질의 응답 시간

- 종로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길거리부터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나 점자블럭을 만들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교육 등을 하고 있으니 벤치마킹 바람
- 떠이호구 시각장애인협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설명 감사.
○ 김강윤 부구청장 인사말
- 사회복지시설 시각장애인 협회 방문 의미가 있음.
-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한테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학교 운동기구 이용 모습

사랑의 교실 학생들과 기념촬영

◇ 떠이호구 시각장애인 협회 방문 - 2017.10.31.(화) 09:30 ~ 10:30

주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고 앞으로 한국에 가서 이런 일에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
※ 이 협회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중에는 베트남전쟁 당시 살포되었던 고엽
제로 인하여 발병된 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안따까웠다.
전쟁은 끝났으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베트남 군인과 그의 자식들뿐만 아

○ 시각장애인 협회 현황 설명
- 시각장애인 172명(63% 여자, 37% 남자)

니라 현재 4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나

- 1996년 4월 25일 설립(떠이호구 설립한 후 몇 개월 후 바로 협회 설립)

고 있다고 한다.

떠이호구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음
- 설립한 지 20년 이상 됐고 시각장애인들이 경제적, 건강, 활동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를 설립하여 지원

○ 관련 사진

- 회원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채널을 연결시켜주고 생활문화체험 등도
연결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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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응웬 반땅 의장 인사말

김복동 의장 인사말

김강윤 부구청장 인사말

소수민족(몽족)의 깟깟마을 입구

소수민족 마을 전경(계단식 논)

의장님의 과자 전달

우수학생에게 학용품 전달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기부금 전달

띠호산 초등학교 방문 기념 촬영

시각장애인 협회 기념 촬영

◇ 사파 캇캇빌리지의 초등학교 방문 2017.11.1.(수) 09:30 ~ 10:00
○ 라오까이성의 사파지역은 도보로 소수민족을 볼 수 있는 고원지대이다.
캇캇마을의 소수민족, 계단식 논을 탐방하고 띠호산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위문품(학용품, 라면, 사탕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골마을이라 집이 뛰엄 뛰엄 있어 학생수가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운
동장에 모인 많은 학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같으면 폐교
됐을 법한 위치인데 많은 학생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모습을 보니 과거 60~70년대 우리나라 모습이 떠 올랐다. 수업을 받을려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걸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의원과 직원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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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의회 간담회 참석 - 2017.11.2.(목) 15:00 ~ 16:00

- 떠이호구와 종로구가 경제 교류, 문화 교류를 했으나 앞으로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교류했으면 함

○ 하노이시의회 간담회 개최
- 하노이시의회와 종로구의회간의 우호 협력 방안 논의

○ 김강윤 부구청장
- 방문 일정에 응웬 반땅 의장님 함께 동행해주고 방문단 환대에 감사

○ 관련 사진

- 22C에 가장 기대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 장애인학교와 초등학교 방문으로 복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됨
○ 종로구의회와 떠호이구의 교류 15주년 기념 영상 감상
○ 호프엉남 선생님에게 기부금 전달
- 종로구의원들의 따뜻한 마음 전달

하노이시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하노이시의회에서 기념촬영

○ 외무국 부국장
- 양측 도시는 경제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및 문화활동 추진
- 서울-베트남 많은 교류, 15년간의 교류를 진행해온 종로구와 떠이호구

◇ 떠이호구 의회와의 우호증진방안 회의 - 2017.11.3.(금) 09:30 ~ 11:30
○ 양측 참석자 소개- 떠이호구의회 사무국장, 경점순 운영위원장
○ 떠이호구의회 응웬 반 땅 의장

간의 교류에 대해 경제, 문화, 체육활동 등 의미 있는 교류임.

○ 관련 사진

- 환영사 및 자매결연 15주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소개
- 베트남-한국, 서울-하노이, 떠이호구-종로구 긴밀한 우정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성과 기대
- 종로구의회의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에 대해 감사
(호프엉남 선생님 기부금 전달)
○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 답사
- 방문단 환대와 교류행사 준비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
- 의회와 집행부 협의를 하여 의원님들 큰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됨.
- 사랑의 교실 학교발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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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이호구 인민의회 회의장에서 양측
우호 증진 방안 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베트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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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결과
○ 2016년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경제교류가 활발하다. 따라서 한국에게
베트남은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파트너로써 인식된다. 베트남에 대한
해외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베트남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제2의 중
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시화 진행, 최저임금 상승 등

떠이호구의회 응웬 반 탕 의장 환영사

떠이호구의회 환영사에 이어 답사하는
김복동 의장

으로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류 영향 등
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믿을 수 있는’제품으로 여기고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자랑스러웠다.
○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도입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제
도에 대한 정비를 통해 더욱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베트남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그에 따른 베트남에 대한 시각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념품 전달

기념품 전달

○ 여러 차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성장 잠재력이
많은 베트남의 경제가 우리의 경제 수준을 추월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맡은바 업무를 더욱더 충실히 해야겠
다는 각오와 다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 이번 초청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 종로구의회와 떠이호구의
회와의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이었다.

호프엉남 선생님에게 기부금 전달

떠이호구인민의회에서 기념촬영

○ 그 동안의 주요 교류 내용을 보면 양 도시 의회간 친선교류 중심에서 경제
분야와 체육 분야 등으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떠이호구에 있는 태권도학
교에 도복과 운동장비 등을 종로구태권도연합회 측에서 기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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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역할을 했고 종로구립 어립이집연합회에서 떠이호구내 어린이집 건립

참고 자료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민간에서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 대한적십자사에서 협찬한 구호물품 등을 떠이호구의회에 전달하는

1. 베트남의 정부조지과 법 체계 -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방면에서 민간외교 역할을 주도해 왔다.

2. 베트남 탐구 - 송정남 지음
3. 베트남 문화의 길을 걷다 – 박나종

○ 떠이호구의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종로구의회와 떠이호구의

4. 두산백과

회와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비롯해 양국의 행정·문화·경제·기술 분야

5.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교류 확대를 위해 논의를 하였으며, IT기술 운용 및 교육 교류 분야에

6. COTRA(www.kotra.or.kr)
7. '소비 느는 베트남' 웃는 한국 유통기업들..."한국 제품 선호도 높아" -조선비즈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또한 주요 일정 중“시각 장애인협회”“사랑의 교실”“소수민족 초등학교” 등의
사회복지· 교육시설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간에 복지 분야로의 관심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 2017년 초청 방문은 종로구의회와 떠이호구의회의 자매결연 15년을 맞아
그 동안의 교류 성과를 뒤 돌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양 의회
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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