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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조 성과 평가

□ 베트남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1-2015) 개요

ㅇ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베트남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ㅇ 베트남의 개발수요, 우리의 강점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i)환경 및

녹색성장, (ii)기술 및 직업 훈련, (iii)교통인프라 등을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최소 70%를 집중하기로 함.

<베트남 제1차 CPS 중점협력분야>

구분 내용

1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마련 ⇒ 환경 및 녹색성장

2 성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 기술 및 직업훈련

3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 ⇒ 도로 등 교통인프라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지원 현황

ㅇ 2013-2015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 추이는 아래와 같음.

ㅇ (총괄) 지난 3년간(2012-2014년) 38개 이상의 부처·기관에서 8억 8,475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참여 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경상남도교육청, 관세청, 교육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통계청, 특허청,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국립종자원,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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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

상

약정 22.62 24.05 20.61 48.63 108.14 224.05
집행 32.45 30.08 33.89 35.95 50.34 182.71

유

상

약정 270 181.6 253.12 216 123.63 1,044.35
집행 68.75 116.37 173.7 206.51 136.71 702.04

계(집행) 101.2 146.45 207.59 242.46 187.05 884.75

구분
운송/
저장

보건 교육 환경보호
식수공급

/위생
통신

기타
다부문

금액 486.29 114.49 69.44 56.32 54.62 27.47 20.30
비율(%) 55 12.8 7.8 6.4 6.2 3.1 2.3

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의 對베트남 지원 추이(2010-14)>

(백만 달러,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 무상원조 사업으로 이 기간 총 1억 8,271만 달러를 지원했음.

- 유상원조 사업은 이 기간 총 7억 204만 달러를 집행하였으며, 총

10억4 ,435만 달러 규모를 신규 약정함.

ㅇ (분야) 2010-2014년간 對베트남 지원은 운송 및 저장 분야(55%)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 교육, 환경보호,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 OECD 통계기준 상 농어촌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은 다부분에 해당하며, 베트남

다부문은 도시개발 사업 8.6백만 달러, 농어촌개발사업 3.3백만 달러를 포함.

<한국의 對베트남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 달러, 집행액, 명목가격)

출처: OECD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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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 반

ㅇ (개황) 인도차이나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인구는 9,170만 명(2015)에

달함.

ㅇ (정치)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신정부가 출범 하에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이

유임되었으며, 국가주석에는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총리로는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이 선출되었음.

ㅇ (빈곤감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감소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며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2010년 20.7%에서 2014년 13.5%까지

감소했음.

ㅇ (MDG 달성) 절대빈곤 감소(목표 1), 보편적 초등교육(목표 2), 양성평등

증진(목표 3), 말라리아, HIV/AIDS, 결핵 발생률 감소(목표 6)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보건 관련 지표(목표 4, 5)를 일부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개발 파트너쉽 구축 목표(목표 7, 8) 달성을 위해 경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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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 달러 1,556 1,706 1,859 1,988 2,148
1 인 당 G D P 달러 1,753 1,902 2,051 2,171 2,321
경 제 성 장 률 % 5.2 5.4 6.0 6.5 6.4

실 업 률 % 2.7 2.8 2.5 2.5 2.5
대
외
거
래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9,267 7,745 9,144 1,342 -1,871

F D I 순 유 입 〃 7,168 6,944 8,050 8,460 8,300

외 환 보 유 액 〃 25,400 26,000 34,296 - -

□ 경 제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ㅇ (거시경제) 2010년 하위 중소득국에 진입하였으며, 경기부양정책,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감소했으나 금리 인하, 동화 평가절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외국인 투자확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세 등으로 인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됨.

ㅇ (산업구조)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 생산과 섬유․의류 중심의 제조업에서

점진적으로 전자․화학․철강 등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중임.

- 삼성전자가 현지 진출한 이후 휴대폰이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면서 그간

베트남의경제를견인해온섬유의류산업과함께베트남의핵심산업으로부상함.

-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부재함.

* 산업구조(2014) : 서비스업 44%, 제조업 38%, 농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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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575 0.733 0.653 0.657 0.660 0.663 0.666 -

1인당 GNI (Atlas, 달러) 400 680 1,270 1,390 1,550 1,740 1,900 1,980

초등학교 순등록률 98.2 90.2 98.0 99.3 98.1 98.0 - -

초등학교 수료율 99.0 93.2 - 102.7 102.0 99.2 106.2 -

중학교 순등록률 - - - - - - -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68.3 86.7 - 77.9 78.4 77.4 93.8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81.0 61.0 58.0 56.0 56.0 55.0 54.0 54.0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3.8 28.5 24.8 24.2 23.5 22.9 22.3 21.7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7.4 84.5 91.3 92.6 93.8 95.1 96.4 97.6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52.9 61.4 69.7 71.4 73.1 74.7 76.3 78.0

* 주요수출품(2014) : 의류, 신발, 수산물, 원유, 쌀, 커피, 목재제품

* 주요수입품(2014) : 기계류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원자재, 플라스틱류, 자동차

ㅇ (국가신용등급) OECD는 국영기업 개혁과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지연 등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2015)으로 유지하고 있음.

* S&P(BB-), Moody's(B1), Fitch(BB-)

□ 사 회

ㅇ (인간개발) 지난 10년간 1인당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지수는

177개국 중 105위(2005, 0.733)에서 188개국 중 116위(2014, 0.666점)로 중급

인간개발 성취 정도(medium human development)를 유지하여 소득증가 대비

인간개발 지수 개선이 미흡함.

* 2005-2015년간 1인당 GNI 590달러(2005)→1,980달러(2015)

<베트남 주요 사회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Human Development Index

ㅇ (균형발전) 절대 빈곤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소수민족 및 중부

소외지역 등 취약그룹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가 주요 현안임.

- 지니계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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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높은 수준임.

* 지니계수 : 0.427(2010) → 0.387(2012년) → 0.376(2014)

ㅇ (교육) 베트남은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였으나, 중등교육의

보편화, 접근성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보건) 정부의 집중 투자 등으로 보건인프라 개선 및 보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큰 개선이 있었으나,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불평등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 인프라

ㅇ (전체) 현재 33% 수준인 도시화률을 38∼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시스템 개선 및 법체계 정비 등이 예상되며, 특히 도시

간 고속도로, 철도, 상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도로(89위, 3.5/7점), 철도(52위, 3.1/7점), 항공(86위, 4.1/7점),

항만 (77위, 3.8/7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2015-2016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5점/7점(140개국 중 99위)

* 2016-2017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8점/7점(138개국 중 85위)

ㅇ (교통)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인 도로는 전국에 걸쳐 도로망이 개발되었으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베트남 정부의 철도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메트로), 지역간철도및고속철도등이빠르게개발될것으로예상됨.

ㅇ (에너지) 산업화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 경제 발전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수요,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에 부응하고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보급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임.

* 전력부문 경쟁력 순위 : 4.1/7점, 87위/140개국(2015년) → 4.4/7점, 85위/138개국(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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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수요가 45.6TWh(2005)에서 128.4TWh(2014)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생산량도 53.6TWh(2005)에서 145.5TWh(2014)로 동반 성장하였음.

- 전력 보급률은 1995년 50%에서 2014년 98%로 증가하였으나,

송배전 손실률은 8.6%에 달함(2014).

ㅇ (상하수도) 정부의 노력으로 안전한 식수 보급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며 지역격차가 감소함.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가능 인구 : 77.4(2000년) → 97.6%(2015년)

* 지역별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가능 인구 비율 : 도시 93.6%(2000년) → 99.1%(2015년),

농촌 72.2%(2000년) → 96.9%(2015년)

□ 범분야

ㅇ (환경)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국가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메콩 지역의

염수화에 따라 농업피해 및 식수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부 노력을 통해 산림 확대,

오존파괴물질 소비 감소,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 성과를 보였음.

-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증가된 산림의 생물 다양성

측면이 다소 미흡한편이어 베트남 산림 및 맹그로브림의 생물 다양성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산림비중 : 36%(2003) → 41%(2013)

ㅇ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 2011-2020(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2011-2020)을 수립하고 양성평등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보여 왔음.

- 소녀와 여성의 초·중등 교육 및 정치(여성 국회의원 비율) 참여 지표 등

MDG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불평등 정도가 성장수준이

비슷한 국가그룹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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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국회의원 비율(2016) : 24.3%

* 2014년 베트남 성불평등지수 : 0.308(188개국 중 60위), medium human development

- 다만, 남성에 비해 어려운 취업, 높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참여, 낮은

임금 및 임원 승진 기회 등 성차별이 존재하며, 만연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ㅇ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 달러 달성과 함께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했으며 하부 계획으로

사회경제개발계획 2016- 2020(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정책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을

3대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음.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ㅇ 2016년 4월 국회 비준된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은 연평균 6.5~

7%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1인당 GDP 3,200~3,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경우, 연평균 7-8% 성장률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1인당 GDP 2,1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자원·환경,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를선정하고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를 바탕으로추진되었음.

- (주요 목표) SEDP 2016-2020의 주요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

성장률 제고,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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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국가안전 보장, ▲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임.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ㅇ 베트남은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ODA 주무

부처로 원조 계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관련 부처는

원조예산 배분과 채무관리를 담당하는 재무부, 다자채무를 담당하는

베트남 중앙 은행, 창구역할을 하는 외무부 등으로 구성됨.

ㅇ 베트남은 일본, 한국 등 주요 공여국과 세계은행, ADB 등 주요 다자금융

기구가 참석하는 원조 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여 베트남 경제성과 및

목표를검토하고 차년도 원조 규모를 양허하는 자리를마련하고 있음.

□ 수원 현황

ㅇ 2010-2014년간 국제사회의 對베트남 해외원조액은 총 222억 2,924만 달러*로,

동 기간 중 동남아시아에서 해외원조액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기타

국가들과 비교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총지출 기준(gross disbursement) : 당해기간 중 지원된 총 금액으로 유상원조 차관

상환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ㅇ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가 약 50억 2,804만 달러로 22.6%를, 유상 원조가

172억 120만 달러로 77.4%로 무·유상 원조 비율이 비등한 수준(집행액 기준)

- 순지출 기준으로 총 189억 7,237만 달러*의 원조가 지원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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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출 유상 원조 139억 5,805만 달러**를 반영한 금액임(집행액 기준).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당해기간 중 지원된 총 금액에 유상원조 차관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 분야별로는 운송 및 저장(28.6%), 에너지(13.6%), 상수도 및 위생(8.5%),

교육 (6.2%),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5.8%), 환경(5.7%)가 상위를 차지함.

ㅇ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일본(33%), IDA(28.1%), ADB(7%),

프랑스(4.9), 한국(4.4%), 독일(3.5%) 순임.

Ⅲ. ODA 추진시 고려사항

□ 베트남 ODA 지원시 고려사항

ㅇ 신규 발표된 2016-2020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SEDP)을

고려가 필요함.

ㅇ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후발국들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국가로서 저개발국에서 중소득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탄력적으로 호응하는 맞춤형 원조

방안이 필요함.

- 베트남은 고부가가치로의 가치사슬을 강화화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

자원개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경우

향후 경제적 파트너십구축을 위한 환경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판단됨.

ㅇ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및 산업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원조의 특성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 및 기초자료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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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체제전환국 또는

후발국들에 대한 원조의 좋은 선례 및 사례로 활용이 가능함.

- CLMV(Cambodia-Laos-Myanmar-Vietnam) 국가들에 대한 원조사업의 현황

및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해 범주화하여

필요한 사업의 형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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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20

SEDS ‘11~’20

사회경제 개발전략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

(1인당 GDP $3,650~36,750 달성)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공정경쟁 체제/행정개혁)

② 고급인력 양성 (교육제도 혁신)

③ 인프라 확충 (수송, 도시 인프라)

사회경제

개발계획

SEDP ‘16~’20

경제-사회 모델 개혁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시장경제 발전
- 거시경제 안정
- 시장기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수출촉진,
수입적정관리

경제구조조정
- 공기업 및

은행체계 개혁
- 농촌 및 농업

개혁
- 산업화.
현대화 촉진

인프라.자원개발
- 지역특화 발전
- 도시화
- 투자재원 활용
- 교통 개선
- 인적자원 개발
- 과학기술 활용

사회.환경 개발
- 일자리. 소득

정책 개선
- 의료

서비스개선
- 환경지 속성

강화

거버넌스 개선
- 부정부패 감소
- 자유. 민주주의,

안전 향상
- 안보, 주권 강화
- 우호적 대외

관계 형성

한국의

지원목표

 베트남 정부의 중기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지원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

 보건위생 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교통인프라 및 정책·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중
점
분
야
별

지
원
방
향

공공행정
분야

▪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 시장경제의 근간이되는법치 시스템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지원

▪취약계층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교육
분야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각분야 고급인력양성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 기관 설립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기후변화에따른물관리 및 질병관리 역량강화

▪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보건위생증진 지원

▪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원

교통
분야

▪교통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및 관리역량강화

▪철도(메트로 포함) 분야 협력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Ⅳ.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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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표)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및 5개년 사회

경제 개발계획(SEDP, 2016-2020)에 발맞추어 베트남의 중소득 국가에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증진

ㅇ 베트남 정부의 기본목표인 2020년까지 국가 기간 교통망 건설 및

현대화, IT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 등의 목표 달성에 기여

□ (중점협력분야 선정기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양국 간 금융

협력 MOU 및 조정위에서(2015.6) 제시된 개발수요, 한국의 원조역량, 예상

재원 규모,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분야 간 연계성 등 고려

□ (중점협력분야) 베트남의 개발수요, 우리의 원조역량, 기 지원 사업의

원조 효과,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지원

① (교통) 철도, 항만, 내륙수로 등 종합적 국토개발을 위한 교통정책,

교통 인프라 개발 지원 및 PPP를 통한 고속도로 교통망 확충

② (공공행정) SEDP 2016-2020의 목표인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역량 강화

및 수자원, 폐기물 관리, 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④ (교육)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고급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 및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



- 14 -

□ 실행 전략

ㅇ 對베트남 지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 사업효율성: 원조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속가능성: 지원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전략 및 추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베트남 정부의 운영 능력 향상

* 원조조화: 체계적인 현장 기능 상화를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공여국/기관들과의

협력, 정보공유 및 원조분업 강화

□ 전략 기반

ㅇ 원조사업 전 과정에서 SDGs, 부산 글로벌파트너쉽 이행전략 등 국제

원조 규범, DAC 권고사항 및 ODA선진화방안 등을 준수

- 정책일관성(PCD) 제고 노력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과의 상호 조화 및 조정을

위한 협력 강화

ㅇ 과거 한국의 개발 전략을 참고하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경제·사회·

환경의 균형발전 및 포용적 개발 전략(inclusiveness) 지향

□ 주요 가정 사항

ㅇ 신정부 출범 및 신국가개발 이행계획 채택, ODA Decree 변경에

따른 사업형성 및 베트남측 사업승인 기간 지연 최소화

ㅇ 이상기후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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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협력분야

(1) 교통 분야

□ 개발수요

ㅇ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로 인해 주요 도시(하노이, 호치민시

등)의 교통 인프라 대비 교통량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

ㅇ 베트남 정부는 도로교통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할 목적으로 여타 운송

수단과의 연결이 원활하고 현대화된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함.

- (도로) 남북 고속도로, 호치민-붕따우 고속도로 등 2020년까지 약 2,500km

건설 등

- (고속철도) 하노이-빙, 호치민-나짱 등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남북구간

고속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사

- (도시철도) 하노이 호치민 도시철도사업 시행 촉진

- (기존철도) 남북구간 철도노선 평균 운행속도 향상*, 여객·화물 수송

용량 개선, 품질·서비스 향상 등

* 목표 : 여객열차 시속 80~90km, 화물열차 시속 50~60km (현재 30~40km 수준)

- (신설철도) 아시아 내륙철도, 비엔화-붕따우 항만, 하이퐁-락후옌 항만 등

- (내륙수로) 북부지역 홍강, 메콩델타 지역 하우강 등 주요 내륙수로

개선

- (항만) 북부 락후옌 신항만(10만 DWT급 선박 접안) 건설, 물류창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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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Noi Bai 공항(하노이) 및 Cat Bi 공항(하이퐁), 떤선녓

공항(호치민) 개선, PPP 방식을 활용한 롱탄 국제공항 건설 재원 마련

□ 한국의 원조역량

ㅇ 베트남 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도로 분야 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의

도로 및 교량 건설 기술 및 역량은 충분히 검증되었음.

* 빈틴교량 건설사업(‘14.6월 완공),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15년말

완공), GMS 1차(‘14.12월 완공) 및 2차(‘15.7월말 완공)

- 최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및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이 확보됨.

ㅇ 철도분야에서 한국은 사업관리 토목, 차량, 신호, 통신, 금융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함.

- 한국은 자체기술을 통해 한국형 고속열차(KTX-산천, HEMU-430X)를

개발하여 운영 중임.

(2) 공공행정 분야

□ 개발 수요

ㅇ SEDP 2016-2020은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함.

- 시장경제메커니즘의 성공적 안착화를 위해서는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공정한 법치(Rule of Law) 시스템 구축과 정부행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입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함.

* WJP(World Justice Project)의 2015년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 64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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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국), 동아시아태평양국가 중 12위(총 15개국)로 저조

-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영기업(SOE) 합리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토지

사용 제도 개선, 시장거래비용 감소 등에서 괄목할 성과가 있었으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개혁이 지속되어야함.

- 베트남 민간부문의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통합이 진전

되었으나, 심각한 기업구성 불균형(대기업 2%, 중견기업 2%, 소형/영세기업

96%) 해소 및 의류 및 수산물 중심의 핵심 수출산업 다양화가 필요함.

* 최근 삼성 등의 투자 유치로 전자분야에서 산업화가 기대됨.  
- 특히, SME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혁·재정,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기대됨.

- 한편, 산업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산업화

양립이 가능한 'Green Growth' 전략 및 정책 추진이 고려 되야 함.

ㅇ 베트남의 빈곤율은 MDGs 기간 동안 급감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성장의

성과가 사회에 고루 미치고, 시정경제체제에 대한 동의(legitimacy)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빈곤층 및 소수민족)의 사회통합 정책 및 도·농간

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어야함.

□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국가가 발전을

주도하였기에 시장경제 발전, 경제구조 조정, 인프라 및 자원개발, 사회

개발,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하는 SEDP 2016-2020 지원으로 ▲전략 수립

및 제도 구축 경험 공유, ▲경제-사회 모델 개혁 추진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이 가능함.



- 18 -

(3)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개발수요

ㅇ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기후 변화

적응 및 위험예방을 중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메콩강 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는 환경 분야를 경제·사회분야와 함께 3대 개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 확충, 상하수도 시설 신설 및

확대를 추진 중임.

- 하노이․호치민을 비롯한 대도시 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안정적인

취수원 및 상수도 시설이 절실한 상황임.

- 하수처리시설 및 위생적 폐기물 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많아

미처리 하수가 강이나 수로에 직접 방류되고, 폐기물의 방치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매우 높음.

ㅇ 베트남의 보건위생 인프라(의료인력, 병원설비 등)는 대부분 하노이·호치민

등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매우 크며,

병원 및 병상수 등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 수준*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 보건부 자료(2013) : 병상수 만명당 25개, 의사수 만명당 11.6명 수준

*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자료(2012) : 병상수 만명당 110개, 의사수 만명당 91.7명 수준

- 이에 따라, 베트남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 및 현대화하여

실질적인 국민보건 의료서비스의 향상, 의료시스템 인프라 구축,

주요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보건의료 환경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해소를



- 19 -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위생매립·소각 등 폐기물처리 및 상하수도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는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장 사업

및 티엔탄 상수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수원국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ㅇ 한국은 3차 종합병원 건설,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기술력,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시스템 및 질병관리 프로그램 구축 경험을 보유함.

ㅇ 한국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농촌종합개발 사업에 지역 보건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1차 의료서비스를 향상한 경험 보유하고 있음.

(4) 교육 분야

□ 개발 수요

ㅇ SEDS 2011-2020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화

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집약적 포괄적인 지식기반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 특히 ASEAN 회원국 내 국가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국제적 가치사슬을 구축을 목표하고 있음.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주요 국가발전 요소로 설정함.

ㅇ 국제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자 관리자 역량강화 및

과학 기술 개발을 통한 고급기술자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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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BT, 신소재기술, 환경기술 등 혁신적 산업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대학 학과 연구소 육성 및 R&D 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아세안 시장통합(AEC) 대비 노동시장 재편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요를

충족을 목표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전 사회계층을 포용하는 산업 국가 진입을 위한 베트남 교육 분야의 당면

과제는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임.

- 취약계층을 고려한 균등하나 교육기회 제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산업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 지원이 가능함.

* 다만 베트남 TVET 제도의 한계 고려 필요

ㅇ 또한, 우리나라의 IT, BT, 환경 분야 등 향후 수요가 증가할 미래 혁신

사업에 대한 R&D 역량 및 산-학-연 협력 체계는 국제적인 수준임.

ㅇ 한-베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민관협력파트너십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고 추진이 가능함.



- 21 -

3  분야별 지원방안

(1) 교통 분야

□ 기본방향

ㅇ 베트남 교통부문 정책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ㅇ 베트남의 교통부문 전략과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메트로를 포함한 철도 및 항만 인프라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ㅇ 기존 철도 및 전철 네트워크의 개량(개선) 지원을 통해 베트남 고속철도

기반 구축에 기여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교통 분야 개발 컨설팅(DEEP) 사업 및 고속도로 관리․제도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정책 및 제도 구축 경험

전수

ㅇ 2020년까지 베트남 철도 표준궤 전환을 지원하고, 주요 항만으로부터

베트남 대도시 및 라오스 내륙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 신설을

지원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 한국의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베트남이 철도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기술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



- 22 -

ㅇ 또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여 베트남의 철도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구축, 전략수립, 인력양성, 인프라개발 등 지원

- 철도분야 협력사업으로 Khenet 및 Hoa Duyet-Thanh Lyuen철도개량

사업 등을 EDCF 지원사업으로 지원 예정

ㅇ 베트남의 공공부채 관리 계획에 맞춰, 교통인프라 부분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EDCF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

ㅇ 주요 대도시 및 인근 고속도로 등에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및 도로교통 시스템을 지원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공공행정 분야

□ 기본방향

ㅇ SEDP 2016-2020 계획 이행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ㅇ 특히 ▲시장경제 발전, ▲지역 및 사회개발, ▲거버넌스 개선 부문별

정책 개선 및 공공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베트남 정부의 SEDP 2016-2020 부문별 이행을 위한 연구․혁신 지원

- 베트남 미래비전 DEEP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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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 효율화 강화를 위한 IT 부분 역량강화 지원

- 공무원 IT 역량강화, 정책 자문, DB 구축을 위한 F/S 등을 지원

ㅇ 시장경제발전 지원

- 지가산정 및 전자조달, 외국투자관리 지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역량 지원

ㅇ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 낙후 지역공동체 개발 관련 지도자 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특화

발전 지원

-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보호를 위한 공공행정 역량 지원

ㅇ 거버넌스 개선 지원

- 베트남 사법개혁 2020에 지원을 위해 우리측 기 지원 법관연수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최고인민검찰원, 감찰원, 회계감사원등 사정기관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부패 감소 노력 지원

- 긴 전쟁으로 인한 전 국토의 불발탄․지뢰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토지의 산업적 이용 제고 및 국민 안전향상이 가능하도록베트남 정부의‘504

위원회 프로그램’ 집행 역량 제고에 기여

(3)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기본방향

ㅇ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



- 24 -

ㅇ 베트남의 동 분야 계획과 연계하여 베트남정부의 수자원 및 폐기물

위생적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

ㅇ 1차 보건의료에 기반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기여하며, 중증질환 치료

능력 확보 및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베트남 정부의 수요에 따른 중남부 지방 및 고원지방 지원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베트남 정부의 기후대응․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기후변화 관련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특히 메콩지역에서의 기후대응․적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노력에 공조

ㅇ 베트남 주요 대도시 및 산업공단 지역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계획

ㅇ 암, 심장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3차 의료기관

및 특수병원의 권역별 거점 도시 건립을 지원하여, 소도시 등에

거주하는 중증질환자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외국유출 환자의

국내 수용에 기여

- 또한, 현지 및 국내 교육기관 ·국공립 민간병원 · NGO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 기관역량 강화와 사후관리 도모를 통한 기초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에 기여

- 국내 유수 병원 및 대학 등 기관과 협력한 중장기 연수 시행 등을

통해 베트남 보건인력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에 기여

ㅇ 한편,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신농촌개발국가계획(NTP- NR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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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종합개발

새마을 사업 ‘행복프로그램’을 추진

- 동프로그램을통해지역보건체계구축을포함한 1차 의료서비스 향상을지원

(4) 교육 분야

□ 기본방향

ㅇ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다분야 공공 및

민간 고급인력 육성 지원

ㅇ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지원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고급인재 육성 지원

- 혁신산업 등 주요산업 분야 과학기술 R&D 역량지원을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지원

*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 지원 사업

- 전문교육/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

*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 사업 등

ㅇ 최근 베트남 정부의 수요에 따른 분쟁 해결 및 국제법 등 법 부문 전문인력

역량강화

- 환경 친화적 산업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ㅇ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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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교육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교육 역량강화

* 베트남 서비스 특화 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직업훈련교육 사업

* 안전에 기반을 둔 빈곤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교육

* 베트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활용한 취약계층 교육시설 확대

* 호치민시 도시빈곤지역 아동복지센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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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전략(2011-2020) / 베트남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 :
현대화된 산업국가 진입 달성 / 경제-사회 모델 개혁 및 지속가능성 제고
CPS 목표 : 분야별 목표 포괄
중점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교통

ㅇ교통인프라 개선및
확충을 통한 연결성 향상
ㅇ다양한 교통 인프라 시설

제공을 통한삶의 질 향상

- 교통인프라 이용 및
의존도가 도로 교통에
편중

-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

CPS
적합성

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
달성에
적절히
발굴

되었는지
여부

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
는지 여부

공공행정

ㅇ베트남 정부의 중기국가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ㅇ시장경제의 근간이되는

법치 시스템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ㅇ취약계층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 베트남의 특수한
구조와상황에맞게
재해석 및 적용이
필요

-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세부전략및 계획
수립

- 관련 인력양성
- 모범사업 사례

창출 및 전파

물관리 및
보건위생

ㅇ기후변화에따른물관리
및 질병관리 역량강화

ㅇ안정적인취수원 및
상수도 시설의 보급을
통한삶의 질 향상

ㅇ기초 보건위생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위생 체계
강화와정책개선

- 전반적으로열악한
물관리 정책및
인프라

- 지역간 및 보건위생
인프라 수준이편중

-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물관리
마스터플랜수립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

ㅇ다양한 산업화 고급
인재 육성

ㅇ교육을 통한취약
계층의 사회통합지원

- 중앙계획경제 체제에
따른민간부문(기업 및
전문가)의 기술선도
역량미약

- 국내시장(공기업-
민간기업 간)의 미흡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인해 특정 기술 및
기술자에 대한 집중
투자 환경 부재

- 명확하지않은 공산당
및 정부부처 간
업무분장으로 인한
통일된 고급인적자원
육성 전략부재

- 관련 법률제정필요
- 미흡한 관련

시행부처의 전문성
-취약계층의 학습역량

제한으로 인한
취업연계 성과 달성
미흡

- 인력양성 시설
구축

- 인력교육컨텐츠
및 자료화

- 고급인력 기대역량
달성도

- 취약계층에 제공된
교육기회

- 교육후취업,
학업 지속 등
교육성과활용

주요 가정 사항

1. 신정부 출범 및 신국가개발 이행계획 채택, ODA Decree
변경에 따른 사업형성 및 베측 사업승인 기간 지연
최소화

2. 이상기후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4  결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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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타 공여기관과 원조조화

ㅇ 중점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여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파트너쉽 강화 및

유망 협조융자 사업 발굴

- 교통분야 Working Group, 보건 파트너쉽 그룹 등 베트남 정부와

선진 공여국, MDB 등이 합동으로 운영 중인 회의체에 적극 참여

ㅇ 베트남에 대한 주요 ODA 공여기관 모임인 6 Banks(WB, ADB, JICA,

EDCF, KfW, AfD)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망 협조융자사업 적극 발굴

및 베 정부의 ODA 정책·제도 관련 의견 제시

- 2011-2015년 기간 동안 대 베트남 ODA 및 양허성 차관 공여액(L/A

체결기준)은 278억불, 베트남 최대 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6 Banks의

ODA 및 양허성 차관 공여액은 263억불 규모로, 베 전체 ODA 규모의

94% 비중을 차지

- 6 Banks는 1999년부터 매 격년마다 지원 포트폴리오 Review 결과를

베트남 정부와 공유하고, ODA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JPPR(Joint Portfolio Performance Review)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베

정부의 ODA 정책·제도 개선 등에 적극 제언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상 우선순위에 있고 WB,

ADB 등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교통,

도시개발, 기후변화대응 관련 분야에 대하여 협조융자 사업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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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여그룹 정책협의 플랫폼인 VDPF 및 직업훈련 등 이슈별 파트너십

그룹에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필요시 사업 조정 및 협력 추진

- 공여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을 강화하여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효과성 증진

* (예시) UNFPA, UN Women과 여성직업교육 및 여권신장 지원 등 사업 공동협력

□ 유무상 연계 강화

ㅇ 한-베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호치민 메트로, 하노이 메트로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F/S를 무상 추진 및 본 사업을 유상 연계지원 고려

ㅇ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IT 행정시스템지원 대한 정책자문

및 파일럿 사업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확산 사업을 유상으로 연계 추진

ㅇ 대규모 산업연구단지 조성, R&D 센터 구축, 주요 정책연구소 구축 등 인프

라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연계 노력

ㅇ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해 베트남과 공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

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 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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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ㅇ 장애인, 여성, 노인, 농촌빈곤층,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현지

CSO 등과의 협력

ㅇ 베트남 경제사회 개발정책 공동연구 실시, 전문가 파견 등 협력

ㅇ 베트남의 경제수준 향상, 사업의 대규모화, 채무관리 강화 등을 감안, 기업,

상업은행 등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NGO 등과도 협력 강화

- 고속철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대정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원조자금 정책금융 민간투자 등의 패키지형

금융수단을 마련해 베트남 측과 협상

- BOO, BTO, BOT 등 다양한 형태의 PPP사업 발주시 정부지분을

EDCF로 지원해 유망사업 수주를 지원

* 베트남 정부의 PPP 시행령 개정(‘15.3월)으로 민간투자 유치 및 PPP 사업

발주규모 확대에 우호적 환경 조성

- 국내 및 베트남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정보 공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원조 투명성과 국민 지지기반 확보

□ 비구속성 원조 채널

ㅇ 유상 차관 지원은 구속성 원조를 기본으로 하나, 제2차 한-베 금융협력

조정위(2016.9)를 통해 협의된 바, 향후 유상 차관 프로젝트의 비구속성

여부는 사업건별로 검토 가능

- 이에, 일부 사업의 경우 베트남 기업의 참여 여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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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원조 일치

ㅇ (베트남 개발계획과 일치) 우리 지원계획이 베트남 발전전략(SEDS 2011-

2020) 및 발전계획(SEDP 2016-2020)에 부합하도록 사업 형성 및 추진

- 공공행정 관련 유관 정부기관과 사업기획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문별 공공협력을 통해 우리 행정경험의 적극적 전파 기회 마련

ㅇ (정책일관성 및 연계가능성 제고)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 및 베트남 측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분야 간․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원조조화

ㅇ (원조 조화) 중점협력분야 해당 공여국회의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ㅇ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동일국가 사업의 경우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각부처 협력사업간 협업, 사업에 여러 분야 요소의 적용, 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등 형태별 사업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서 개발협력사업의 파급

효과 도모

ㅇ (우리 사업간 연계 강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체’ 등을통하여국내관련부처

및기관간의소통체계를활성화하여관련사업간의연계가능성을도모

□ SDGs 기여

ㅇ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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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새로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성별에따른노동활동패턴, 가정 및 사회내 성별간 관계와여성의 의사결정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예 :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③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계획된 성평등 관련 조치의 성실한 이행 및 다양한 관계자와공유
* 계획 외, 가용한 여성 참여수단 지속적 모색 및 활용

④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성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15.8.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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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
ㅇ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ㅇ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분기별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ㅇ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
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분기별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ㅇ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투입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분기별

Ⅵ.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ㅇ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ㅇ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

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ㅇ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ㅇ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리스크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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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ㅇ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
ㅇ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 시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ㅇ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ㅇ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연 1회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ㅇ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
ㅇ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상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ㅇ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분기별

2  평가 방안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ㅇ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ㅇ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의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실시

* 단 시행기관 자체평가시 그 결과에 대해 평가소위의 심의 의결 필요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국조실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6개월 전

국조실,
시행기관(자체평가)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서는 평가소위의 심의·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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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ㅇ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ㅇ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ㅇ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틀

평가 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ㅇ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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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달러 1,556 1,706 1,859 1,988 2,148

1 인 당 G D P 달러 1,753 1,902 2,051 2,171 2,321

경 제 성 장 률 % 5.2 5.4 6.0 6.5 6.4

국내총투자/GDP % 27.2 26.6 25.6 23.9 24.3

실 업 률 % 2.7 2.8 2.5 2.5 2.5

재 정 수 지 / G D P % -6.8 -7.4 -6.1 -6.9 -6.7

소비자물가상승률 % 9.1 6.6 4.1 2.2 3.1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천 D 20.9 21.0 21.2 21.9 22.5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9,267 7,745 9,144 1,342 -1,871

경상수지/GDP % 6.0 4.5 4.9 0.7 -0.9

상 품 수 지 백만달러 9,913 8,713 12,126 8,355 6,813

수 출 〃 114,694 132,032 150,217 146,779 165,723

수 입 〃 104,781 123,319 138,091 138,424 158,910

서 비 스 수 지 〃 -2,467 -3,109 -3,382 -4,225 -4,386

F D I 순 유 입 〃 7,168 6,944 8,050 8,460 8,300

유 입 〃 8,368 8,900 9,200 10,010 10,000

유 출 〃 1,200 1,956 1,150 1,550 1,700

외 환 보 유 액 〃 25,400 26,000 34,296 - -

외

채

현

황

정 부채무 / G D P % 48.5 51.6 54.8 57.1 -

국내정부채무/GDP 〃 21.5 25.1 28.4 30.4 -

해외정부채무/GDP 〃 27.0 26.5 26.4 26.7 -

총 외 채 잔 액 백만 달러 59,200 65,500 70,500 77,200 84,300

총외채잔액/GDP % 38.0 38.4 37.5 37.8 38.4

단 기 외 채 백만 달러 16,635 15,677 16,529 - -

외채상환액/총수출 % 3.5 2.6 2.9 2.7 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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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순위 지표값
전반적 인프라 85/138 3.6/7점
도로 인프라 89/138 3.5/7점
철도 인프라 52/138 3.1/7점
항만 인프라 77/138 3.8/7점
항공수송 인프라 86/138 4.1/7점
이용 가능한 항공 (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millions) 29/138 1,194.7

전력 공급 85/138 4.0/7점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40/138 130.6
100명당 유선전화 99/138 6.3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575 0.733 0.653 0.657 0.660 0.663 0.666 -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 20.70 - 17.20 - 13.50 -

1인당 GNI (Atlas, 달러) 400 680 1,270 1,390 1,550 1,740 1,900 1,980

초등학교 순등록률 98.2 90.2 98.0 99.3 98.1 98.0 - -

초등학교 수료율 99.0 93.2 - 102.7 102.0 99.2 106.2 -

중학교 순등록률 - - - - - - -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68.3 86.7 - 77.9 78.4 77.4 93.8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81.0 61.0 58.0 56.0 56.0 55.0 54.0 54.0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3.8 28.5 24.8 24.2 23.5 22.9 22.3 21.7

HIV/AIDS 발병률(15-49세) 0.2 0.4 0.4 0.5 0.5 0.5 0.5 0.5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197.0 176.0 155.0 151.0 147.0 144.0 140.0 -

기대 수명 73.1 74.1 75.0 75.2 75.3 75.5 75.6 -

홍역 예방접종 비율(12-23 개월) 97.0 95.0 98.0 96.0 96.0 98.0 97.0 97.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7.4 84.5 91.3 92.6 93.8 95.1 96.4 97.6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52.9 61.4 69.7 71.4 73.1 74.7 76.3 78.0

초,중등학교남학생대비여학생등록비율 - - - - - - - -

성불평등지수(GII) - - - 0.305 0.299 0.322 0.308 -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88.3 88.6 88.9 88.8 88.9 88.8 88.7 -

<참고 2> 베트남 주요 인프라 지표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6)

<참고 3> 베트남 주요 사회 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Human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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