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331,236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2018년 기준)

수도

하노이(Hà Ni)

인구

96,208,984 명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년 4월 기준)

민족(인종)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 현지 정부가 인정하는 총 민족 수는 54개다. 이 중 비엣족*(또는 낀족이라고 불림
)이 전체 인구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민족이다. 현지 정치 및 경제 핵심 인물 또한 대부분 낀족으로 구
성된다. 낀족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된다.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 교화 및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아직 산간 지역에서만 생활하며 고유의 언어 및 문화를 유지하는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
한다. 현지 소수민족은 주로 북부 산간지역(50%), 서부고원 지대(15.6%), 중북부 및 중부 해안지역
(14.7%)에 분포해 있다.
*주: 비엣족은 Ngi Vit, 낀족은 Ngi Kinh으로 표기

언어

베트남어

종교

현지 정부 인정 종교 16개. 대표 종교는 천주교(590만 명 신도), 불교(460만 명) 등
베트남은 대체로 열대몬순기후의 특징을 가진다. 특히 베트남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동쪽으로
는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위도의 범위가 넓고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다. 베트남 북부는 4계절이 있는 몬
순기후이며, 베트남 남부는 우기와 건기 2 계절만 있는 열대몬순기후를 지닌다. 베트남 남부는 3~5월, 북부
는 5~7월이 가장 덥다. 한편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겨울 평균 온도는 섭씨 20도 미만 수준이며, 북부 내 극소
수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내리기도 한다.
베트남 연평균 강수량은 1,400~2,400mm이며, 우기에 연간 강수량의 80~90%가 발생한다. 베트남 남부
의 경우 대개 5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1월경 우기가 끝난다. 반면 베트남 북부의 홍강 삼각주 지역은
7~8월이 장마 절정기간이다.

기후
열대국가인 베트남의 일조 시간은 연 1,400~2,60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며, 태양복사량 역시
120~130kcal/㎠/년으로 높다. 특히 베트남 남부와 중부는 연 일조 시간이 2,000~2,600시간으로 장마 기
간을 포함해 거의 일 년 내내 햇빛이 풍부하다. 반면 베트남 북부의 연 일조 시간은 1,500~1,70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베트남의 연간 평균 습도는 약 80%로 매우 높다.
한편 베트남 총 표면면적의 20%가 해안가 저지대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며, 폭풍·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도 잦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풍과 홍수로 인한 베트남의 피해액은 연간 8억 5,200만
달러로 추정되며, 강가 및 해안가 홍수로 농수산업, 관광업, 공업 분야에 피해가 지속돼 매년 32만여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료: 세계은행 2020년 10월 발간 보고서(Resilient Shores))

국가원수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정치 체제 하 정권을 유지한다. 핵심 지도부는 기본 4인 체제인데, 現정치 지도부는
쩐다이꽝(Trn i Quang) 주석이 2018년 사거했으므로 공산당서기장이 주석을 겸해 3인으로 구성돼있다.
베트남의 현 정치 지도부는 2016년 1월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됐으며, 2021년 1분기
임기를 끝내고 다음 지도부와 교체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1월 또는 1분기 내 공산당서기장 선출 후 5월
에 국회의장, 국가주석, 총리를 확정하고 다음 국회와 정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現지도부의 정치 서열은 1위 응우엔푸쫑(Nguyen Phu Trong) 공산당서기장(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가주
석 겸직 중), 3위 응우엔티낌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 이어 응우엔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 순이다.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