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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서
구 분

사
업
개
요

내

용

사업명(국문)

▣ 베트남 탱화성 Ma강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명(영문)

▣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on Hydraulic
Works for Supporting Dam/Reservoir Safety Executive and Drought
Prevention in Ma River Basin of Central Vietnam (Thanh Hoa
Province)

대상국가
(대상국내 지역)

▣ 베트남 탱화성(Thanh Hoa province, Vietnam)

수원기관

▣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수자원총국(DWR)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 구분 : 신규
▣ 기간 : 2020-2024년
▣ 총 사업예산 : 900만불
· 900만불(한국), 66만불(베측 정부 부담)
※ 예비조사 결과 200만불 예산 증액 및 유지관리기간 연장

사업유형

▣ ① 프로젝트

사업분야

▣ ⑥ 산업에너지

사업 목적

▣ 베트남 마강 유역 댐 및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자원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므로써 홍수예방 및 안정적인 물공급
을 통한 탱화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베트남「관개수리법」에 부합하고, 베트남측 정부가 2021년 시행예정
인 ‘물사용자 비용부담 제도’를 실현을 통한 물공급 서비스 개선

* 핵심 검토사항
PCP 및
사전타당성
조사

정
책

수원국
수요 확인

부
합

타당성 조사

▣ 관계기관 PCP : (O)
▣ 수총기관 공문 : (O)
▣ 사전타당성조사 : (O)
▣ 수원국 요청서 접수:
2018.9.19. PCP 접수, MPI 요청(6600/BKHD-KTDN (2018.9.19.)
▣ 시기 및 주체 : ‘18.12.23.~12.29.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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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서용철(부경대학교 교수), 곽준근(한국수자원공사 차장), 박문현(동부엔
지니어링 상무), 박현철(지오씨엔아이 이사), 서나현(에이키 파트장)참여
- 수원국 본 사업에 대한 목표·목적·필요성 및 강한의지 확인
- Ma강은 베트남의 축소판으로 자연재해, 농업 중심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요 대상지로 적절함을 확인
- 통합수자원관리 정보화 마스터플랜, 통합 DB구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구체화
- 동 시스템을 표준모델로 타 유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확인
재외공관
사업계획 공유

 사업 발굴단계 정보공유 :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273, 2019.01.11.
기타 재외공관 의견 : 사업의 명확성 인정하며, 홍보를 통해 Ma강
유역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마련 기회로 추진 요청

연계･유사･중복
사업 해당여부

▪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검토 결과(ODA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
해당없음

정책 연계성

▣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 해당 여부 : O, (물관리 분야)
-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 감소’에 해당
▣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 O
-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 SDGs Goal 2. ZERO HUNGER(기아종식) - 2.4 가뭄 및 홍수에 대한 대
응역량 강화
- SDGs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깨끗한 물과 위생) –
6.1, 안전한 식수 확보, 6.4 지속가능한 물 사용 보장, 6.5 통합적 수자
원 관리 이행
- SDGs Goal 13. CLIMATE ACTION(기후변화와 대응) – 13.1 모든 국가에
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 강화,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 기타 대외전략(신남방정책 등) 관련 여부 : O
- 남방정책 핵심국가에 해당하며, 수자원 등 정책 핵심 분야에도 부합함

협업 여부

▣ 해당 없음

우리측
기대 효과

▣ 대표적 모범 시스템 개발 사례로 타 유역 및 주변 국가로의 수출 효과
▣ 한국의 수자원 관리 역량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이전하여 산업교류
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 한국-베트남의 수자원 관리 분야 교류 및 협력 증대

성

사
업
세

▪

우리정부
분담사항

사업관리
(PM)

사업관리

▣ 소요예산 : 65.4만불
▪ 사업기획 관리,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성과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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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관리, 사업홍보

부
내
용

사업수행
(PC)

Ma강 유역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 소요예산 : 94.8만불
▪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젼 및 목표확립,
수자원정보화 체계수립, 장단기 실행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등 수자원 정보화전략 기획

수자원정보
통합 DB

▣ 소요예산 : 151.4만불
▪ 강우ㆍ수위ㆍ염분ㆍCCTV영상 등 실시간
자료 DB, 댐ㆍ펌프장ㆍ관개수로 등 시설
물 DB, 관개구역ㆍ경작내용ㆍ물수요량 등
용수자료 DB 구축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243.8만불
▪ 관개급수지역 물공급 전망 및 시설물간
연계운영을 위한 물관리시스템, 최적 댐
방류 및 하류 범람방지를 위한 홍수예측
시스템, 댐ㆍ펌프장ㆍ수문ㆍ보ㆍ관개수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시
스템, 하류 염수침입 영향예측을 위한 염
수침입예측시스템 구축

기자재 공여
및 종합상황실

▣ 소요예산 : 269.0만불
▪ 강우ㆍ수위ㆍ염도 등 실시간 계측을 위한
모니터링 방비 및 중앙과 지방간 통합 및
연계를 위한 MARD와 DARD 종합상황실 설치

역량강화

▣ 소요예산 : 45.5만불
▪ 국내초청연수, 구축단계 현장교육, 운영단계
기술이전 등

프로젝트관리비

수원국
분담사항
산출물
(OUTPUT)
성
과

성과물
(OUTCOME)

관
리
성과 지표
및 설명

▣ 소요예산 : 30.0만불
▪ 사업평가 행정비용 등

▣ 분담금 : 0.66백만불
▣ 통관 및 행정지원/조사 자료 제공/파견자 보호 및 활동 지원/성과물 검토
▣ 파견 전문가 활동지원, 안전보장, 사무실 및 차량제공, 기타 행정지원 등
▣ 댐 및 저수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수자원 관리기관의 관리 및 연구 역량강화
▣ 데이터 수집율 및 공유시간 단축을 통한 수자원 관리 분석 정확도 제고
▣ 수자원 관리를 통해 농산물 생산량 향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획득
▣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대표 성과지표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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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 분

내

용

2020 2021 2022

평가계획/
실적
사후관리 계획
구속성/비구속성

담당자

수자원정보
DB화율

-

30% 40%

수자원 관련 DB
구축 건수

(분모) 사업전 DB화율

담당자
업무향상도

-

20% 30%
이상 이상

초청/현지연수
향상도 조사

(분모) 사업전 운영관리인력 수
(분자) 사업후 운영관리 인력 수

(분자) 사업후 DB화율

국가 통계자료/
현지 조사 및
관련 공무원
인터뷰

▣ 평가시점 : 중간점검 및 종료평가
▣ 평가주체 : KOICA 및 외부전문가 (필요시 수원국)
▣ 프로젝트 완료 후, 다른 하천 유역으로의 확장가능성 검토
▣ 유지보수 비용은 수원국 수자원 관리 담당 부서 자체 충당
▣ 구속성 여부 : 비구속성
▣
▪
▣
▪

(본부 담당자)

KOICA 동남아1실 김대환 실장, 031-740-0425, jjery97@koica.go.kr
(해외사무소 담당자)
KOICA 베트남사무소 김진오 소장, +84-91-238-4915, kjo@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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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지 지도
ㅇ 사업대상국가 지형적 위치 및 국가 개황

그림 1. 베트남 현황도
표 1. 국가 개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동경103° 27‘~109°28’,
북위 8°30‘~23°24’에 위치(중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접경)

건국일

1945년 09월 02일

수도

하노이(Ha Noi, 758.7만 명, 2015년 기준)

기후

연평균 기온은 24.1, 아열대성 기후(북부지역), 연대몬순 기후(남부지역)

종족

비엣족(낑족, 전인구의 86%), 타이족, 화교(약 100만명), 크메르족 등 53개 민족

면적

33만341㎢(한반도의 1.5배)

GDP

2,232억불(2017)

인구

9,742만 명(2019)

1인당 GDP

2,385불(2017)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동(VND)

종교

불교(12%), 카톨릭(7%) 등

언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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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대상지 위치(탱화성 Ma강 유역)

그림 2. 사업대상지 위치도

ㅇ Ma강은 베트남의 3대 하천으로 베트남 및 라오스 2개 국가에 걸쳐 분포되며, 총 하천
연장은 512km이며, 14개 군과 181개 구를 거쳐 흐르는 농업 및 산업 개발의 주요 수원
임. Ma강의 총 유역면적은 총 28,490㎢로 베트남 17,690(62.1%)㎢, 라오스 10,800㎢
(37.9%)로 분포됨.

ㅇ 본 사업 대상지는 Ma강 전역이 아닌, 탱화성 내 Ma강 유역으로 면적은 9,552.6㎢(56%),
하천연장은 약 200km이며, 유역 내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탱화성내 Ma강 유역 주요 현황

유역면적

9,552.6㎢

산업단지

56개 2,235ha

농업 지역

75,000ha

사탕수수 지역

32,000ha

수산양식 지역

6,600ha

유역내 인구수

시설물
현황

- 6 -

3.5백만명

저수지

610개

보

1,021개

펌프장

958개

제방연장

1,008㎞

3. 추진경과
ㅇ 2018.09월 PCP 접수(09.19)
ㅇ 2018.12월 예비조사 실시(12.23~29)
ㅇ 2018.12월 예비조사 결과 재외공관 보고(12.28)

4. 예비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2018.12.23.~12.29(5박7일)
ㅇ (조사지역) 베트남 하노이(MARD 외) 및 탱화성 Ma강 유역 일대
ㅇ (조사방식) 분야 별 외부전문가 섭외를 통한 조사단 구성 및 조사단에 의한 현지조사
ㅇ (주요면담자)
- 2018.12.24. VAWR(CWRS)의 Nguyen Quoc Hiep 센터장 외 2명 면담
- 2018.12.24. DWR의 Nguyen Anh Tu 수자원부총국장 외 14명 면담
- 2018.12.24. MARD의 Hoang Van Thang 차관 외 15명 면담
- 2018.12.25. DARD의 Le Duc Giang 수자원부총국장 외 32명 면담
- 2018.12.25. Thang Hoa PPC의 인민위원장 외 37명 면담
- 2018.12.26. Song Chu 국영기업 사장 외 15명 면담

※ 2018.12.27.~28은 MARD, DWR, VAWR(CWRS) 재방문 심층 조사 및 Wrap-up 미팅 실시

ㅇ (주요방문지)
- 2018.12.24. MARD, DWR, VAWR(CWRS) 방문
- 2018.12.25. DARD, Thang Hoa PPC 방문
- 2018.12.26. Cua Dat 댐 등 대상지역 주요 지점 현장 방문
- 2018.12.27.~28. MARD, DWR, VAWR(CWRS) 방문

ㅇ (조사단 구성) 총 7명
표 3. 전문가 구성

구 분

KOICA
(7)

성 명

소 속

직 위

주요 임무

김진오

KOICA베트남사무소

소장

조사 총괄

조정명

KOICA베트남사무소

부소장

조사 총괄 실무

서용철

부경대학교

교수

수자원 DBMS

곽준근
박문현

한국수자원공사
동부엔지니어링

차장
상무

수자원시스템 설치 및 운영
ISP/BPR

박현철

지오씨엔아이

이사

수자원시스템

서나현

애어키

파트장

성과관리 및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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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1. 국제사회(SDGs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Goal 2 (ZERO HUNGER)
: 기아의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세부 목표 2.4 : 농업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가뭄, 홍수 및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

☞ (검토의견) 베트남 Ma강 유역 인근의 대규모 농경지의 효율적 물 배분 및
홍수예측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도입을 통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물공급
기반 마련과 동시에 농업생산량 향상 등의 지속가능한 대응 능력이 강화됨
으로 SDGs 세부 목표 2.4 달성에 부합됨.
ㅇ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 세부 목표 6.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의 보편

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
- 세부 목표 6.4 : 2030년까지 물 사용의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물 사용 보장
- 세부 목표 6.5 :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이행

☞ (검토의견)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베트남

「관개수리법」은

수자원 업무의

과학적인 기술도입(Article 6),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Article 11) 및 자체
적인 물공급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데이터인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현재
수자원 시설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공급 서비스가 보장됨으로 SDGs 세부
목표 6.1과 6.4 그리고 6.5 달성에 부합됨.

ㅇ Goal 13 (ClLIMATE ACTION)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세부 목표 13.1 :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

원력과 적응능력 강화
- 세부 목표 13.3 :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

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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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주요 저수지 및 홍수빈도가 높은 지역의 수위, 강우량, CCTV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과 홍수예측지원 기술 지원에 따른 재해에 대한 능동
적 대응 능력이 향상됨으로 SDGs 세부 목표 13.1과 13.3을 달성하는 것에
부합됨.

2. 수원국(관련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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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립하고 추진 중임. 정책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
프라 확충을 3대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음.
ㅇ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6년 4월 국회 비준된 2016-2020 사회경제개발
계획(SEDP)은 연평균 6.5~7%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1인당 GDP 3,200~3,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자원·환경,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중임. SEDP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 성장률 제고, ▲경제구조
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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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의 주요 목표는

·

·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으로 본 사업 목표와 일치함.
ㅇ (관개수리법) 2017년 국회에서 제정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관개수리법」은

수자원 업무의 과학적인 기술도입(Article 6), 관개수리 마스터플랜 수립
(Article 11) 및 자체적인 물공급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 정책을 추구하며,

수자원 시설관리 및 물공급 서비스를 총괄하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하
수자원총국(DWR)의 체계상 관련법에서 명시한 정책 실현을 위한 정확하고
수치화된 수자원 근거자료 확보하고자 함.(Law on hydraulic works No.
08/2017/QH14)
◎ (Article 6) Science and technology in hydraulic work activities
① Advanced technologies shall be applied to building the capacity to forecast and warn water resource
developments,
desertification,

water
flood,

volume

and

inundation,

quality,

drought,

water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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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hortage,

sedimentation

and

saltwater
erosion

of

intrusion,
hydraulic

structures, river banks, coastal areas,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impacts in
river basins to serve hydraulic work activities.
② Advanced technologies shall be applied to water conservation and reuse.
③ Priority shall be given to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ydraulic structures management and exploitation,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control,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and eco-systems; to ensure safety
for dams and reservoirs.
◎ (Article 11)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①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serve as a basi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exploitation and
protection of hydraulic structures.
②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include:
a) General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which shall be formulated nationwide, for each
region, river basin, hydraulic structures system and administrative unit to address in an
integrated manner issues on water supply, irrigation and drainage and prevention and control
of water-related disasters;
b) Specialized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which shall be formulated for each region, river
basin, hydraulic structures system and administrative unit to address one of the issues on
water supply, irrigation and drainage, and prevention and control of water-related disasters.
③ Master plans on regional hydraulic work, master plans on hydraulic structures systems and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in administrative units must conform with the national master
plan on hydraulic work and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in river basins.
④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shall be formulated for every 10 years with a vision for 20
years or longer and periodically reviewed every 5 years.
⑤ Master plans on hydraulic work shall be adjusted when there are adjustments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or hydraulic work strategies or major changes
affecting their primary goals.

ㅇ (Ma강 유역 관개 계획) 2009년 10월 9일 총리가 승인한 “베트남 수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결정번호 No. 1590 / QD-TTg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7일, 수
자원총국장이 결정 발표한 "Ma강 유역 관개 계획 검토"에 의거 Ma강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 (댐· 저수지 안전관리규정) No.114/2018/ND-CP에 의거 댐·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한 댐·저수지에 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 평가 및 처리하고 적시에 적
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ㅇ (기타) 본 사업과 관련 베트남측의 농업, 수자원 분야의 개발 전략(농업생산량
향상, 체계적인 댐 및 저수지 모니터링, 홍수 대응기술 개발에 부합함.
- 2008년 9월 5일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발표한 결정번호 2730 / QD-BNNKHCN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실행계획 프레임

워크 2008-2020".
- 2009년 9월 9일 결정된 “2020년 수자원 개발전략”에 관한 결정번호 1590/
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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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정부(CPS 중점협력분야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2016년 12월에 발표한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중점협력분야를 제시하였음.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중점협력분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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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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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③

(교육)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고급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 및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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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PPP를 통한 고속도로 교통망 확충

ㅇ 본 사업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과 공공해정’ 목표에 해당될 뿐 아니라, 수원국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에 부합하는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자원·환경,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주요 선결 과제로
생산성 향상,

△농업분야의

△수자원분야의 물 배분, △재해 대응 능력 향상 등의 역량강

화를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4. KOICA(분야별 중기전략 해당여부 및 세부내역)
ㅇ 본 사업은 KOICA 물 중기전략(2016-2020)의 비전
과 미션

『안정적인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

물 공급, 물 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경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복원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를 위한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의 물 분야의 사업 기획, 실행
및 성과관리를 시행하고자 계획함.
- 물 공급과 위생 서비스 (WASH,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 수자원관리 (WRM, Water Resources Management)
- 물 관련 재해 관리 (WDM, Water-related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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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OICA 물 중기전략(2016-2020) 체계도

ㅇ 세부 전략 주제(3-Water)의 경우
-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표 4.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전략목표/성과/주요프로그램

전략목표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 시킨다.

성과

주요 프로그램

1.1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구축을 통해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안전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우물파기, 지하수 관정개발, 상
수도 시설개발, 물 저장탱크 설치, 가정 및 마을단위 급수시
설 구축
▪ 기초위생시설인 세면기, 개수대, 화장실 설치 및 하수
도 정화시설 구축

1.2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등 물 환경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증대한다.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시설, 폐수
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 물 환경 및 자원보존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수질보전 교육 및 계획수립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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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위생 교육제도 및
정책지원 등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 위생적인 행동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손씻기, 노생
배변 금지, 배설물 처리 등의 청결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마을 수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 지원

- 수자원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표 5. 수자원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전략목표/성과/주요프로그램

전략목표

성과

수자원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주요 프로그램

2.1
수자원 정보시스템 및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 국가수자원의 이용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통합수자원 정보화시스템(IWRIS) 구축, 유역관리
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 물과 에너지의 연계강화를 위한 수력시설 및 물 순환 시설 구축
▪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저수지축조, 관개수로 및 관개
시스템 개선, 댐 등의 용수관리 시설 구축

2.2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등
국가수자원 관리역량을 강화시킨다.

▪ 통합수자원관리(IWRM),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 건설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의 정책수립
▪ 수원함양 토양보존 활동, 용수유지보존 관리 기술 등의
교육 지원

- 물 관련 재해관리를 통해 국가 재해 대응력 향상
표 6. 물 관련 재해관리를 통해 국가 재해 대응력 향상 전략목표/성과/주요프로그램

전략목표

성과

주요 프로그램

3.1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련
인프라구축을 통한 재해대응
재해관리를 통해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킨다.
국가 재해
3.2
대응력을
향상 시킨다. 재해대응에 효과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해위험저감능력을 강화한다.

▪ 홍수, 태풍 등의 재해모니터링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수리수문 및 기상정보 데이터수집 시스템 등 구축
▪ 수집된 수리수문, 기상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프로그램
활용기술 및 의사결정방법 전수 등
▪ 물 재해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가 재해
저감능력 인적역량 강화 지원
▪ 지역단위 대상의 재해대응,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시
대피방법 교육 등을 지원

ㅇ 베트남 물 문제 현황 및 해결방안
표 7. 베트남 물 문제 현황 및 해결방안 전략목표/성과/주요프로그램

나라

베트남

현황

접근 방안

▪ 연평균 강우량이 한국보다 많으나, 배수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침수피해가 빈번
▪ 식수위생분야 지원 비율은 높으나, 지하수
오염이 심각, 안정적 취수원 및 상수시설 등이 필요
▪ 특히 하수처리시설 미흡으로 수질오염 심각
▪ 국가 3대 개발분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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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및 하수처리
▪ 배수시설 및 하수도
▪ 통합물관리(IWRM)
역량강화 지원
▪ 하천관리 및 메콩강

시설 구축 및 관리
분야 지원 강화
및 물 거버넌스 등
유역개발

5. 기타 정책 관련사항
ㅇ (신남방정책) 2017년 11월의 ASEAN회의를 통해 천명된 한국과 ASEAN을
전략적 동반자에서‘공동체’로 격상시켜 기존 4강외교 수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우리정부 대외경제전략의 핵심기조로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외교정책과 틀을 함께함.

ㅇ 향후 2020년까지 ASEAN과의 교역액을 2,000억 불로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시장을 탈피하여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으로서, 수자원, 에너지, 교통, IT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도모하며, 2022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1억 달러 수준
으로 조성할 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베트남은 정책핵심국가(베트남, 필리핀, 인도네
시아)에 해당하며, 동 사업의 주요 협력분야인 수자원, 에너지 분야는 정책 핵
심 분야에 부합하여 향후 관련 분야 국내기업 현지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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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추진 여건

1. 문제/수요 분석 및 해결 방안
ㅇ 문제/수요 분석
베트남 Ma강 유역 내 기후변화에 따라 가중되는 재해취약성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

┃

┃

┃

수자원정보관리 미흡

물공급 및 물수요
관리 기반 미흡

댐/저수지 안전관리
역량 부족

자료(DB) 기반
과학적인
수자원관리체계 부재

┃

┃

┃

┃

∙ 효율적
수자원관리의
기본이 되는 실시간
수문정보계측 미흡
∙ 현장 근무자의
육안계측, 기록 및
유선보고 방식으로
자료의 정확도, 관리
및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의사결정
및 대응이 어려움

∙ 자료부족과 경험에
의존하는 시설물
운영으로 물공급
과잉 및 부족 반복
∙ 물사용자별
물사용량에 대한
정보구축 미흡으로,
관개수리법에 따른
물수요관리
정책실현이 어려움

∙ 사업 지역내 610개
저수지 중 약
126개소(약 20%)에
대해 안전이 미확보
되어, 부분적인
용수공급만 가능
∙ 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손실이 우려되고 댐
하류지역의 홍수
안전도 확보가 미흡

∙ 홍수, 가뭄,
염해피해 등
복합적인
재해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관리 및
분석 역량이
부족하여 과학적
근거기반의
의사결정 및 대응이
곤란

ㅇ 해결 방안
베트남 Ma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운용을 통한 재해 대응능력 강화
┃

┃

┃

┃

체계적인
수자원정보관리 실현

효과적인 물공급 및
물수요 관리 기반조성

댐/저수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실시간 정보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현

┃

┃

┃

┃

∙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수자원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 체계적인
수자원정보 관리 및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

∙ 객관적으로 물공급을
전망하고 시설물간
연계운영으로 물관리
최적화 실현
∙ 물수요관리
정책실현에 필요한
객관적인 물사용량
정보관리 구현

∙ 체계적인
시설물정보 관리로
효율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유지관리 구현
∙ 댐 유입량/방류량
및 그에 따른 하천
홍수예측으로,
홍수를 사전
대비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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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가뭄,
염해피해 등
복합적인
재해관리에 대한
실시간 정보기반의
의사결정지원
∙ 과학적인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재해상황을 정량적
으로 평가 및 예측

ㅇ (사업대상지역의 중요도) 본 사업대상지역인 탱화성은 베트남 중북부지역의
요충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Ma강은 탱화성 지역경제발
전에 중요한 농업, 공업, 생활용수 공급의 핵심 자원으로 지리적 중요성(
베트남 정부 신농촌사업의 대상지,

△

△국가 3대 하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자원 규모의 Cua Dat 저수지를 포함한 국가 수자원 요충지) 및 관개
수리법(The Law on Hydraulic Work) 시행(2018.7월)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및 시의적절성, 타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 추진 필
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탱화성은 산맥, 고원, 국경 및 해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국제공유

하천, 타국 접경지역, 농업지역을 포함하는 베트남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음.
- 탱화성은 베트남 직할시 및 성 63개 중 인구가 3번째(3.5백만)로 많으며, 베트남

정부가 신농촌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Ma강의 56%를 내포하고 있음.
- Ma강은 베트남에서 6번째로 긴 하천으로, 많은 수리시설물(저수지, 댐, 펌프장

등)들이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Cua Dat 저수지가 위치하는
등 하천규모 측면, 수리시설물 측면, 지형학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대표적 유역임.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베트남 정부의 관개수리법 실현을 위한 기

반 사업으로, 수원기관 및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가 매우 높으
며, 향후 전국 단위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초가 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이 높음.
ㅇ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가중) Ma강 유역에서는 홍수와 가뭄의 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류부에서는 염수침입에
따른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 유역내 홍수취약지역은 약 8,476 ha이고, 가뭄취약지역은 약 20,666 ha로,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수자원시설 용량 대비 약 40~50%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활용가능한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음.
ㅇ (체계적인 수자원정보관리 미흡) Ma강은 대규모 저수지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 지역주민 급수, 전력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이나, 이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용량을 관측하는 도구 및 시스템 보급이 저조한 실정임.
- 탱화성 Ma강 유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피해가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며, 상류의 댐건설 및 하류 하천의 골재채취로 인한 염수침입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인프라가 미비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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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역량이 부족하여 과학적 근거기반의 의사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ㅇ (비효율적인 관개시설물 운영) 관개시설물 운영상 불연속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정보관리와 경험에 의존한 시설물 운영으로 농업용수의 공급과잉 및 공급부
족이 발생함.
- 감시, 모니터링, 기능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조정을 위한 시스템 부재로

가용 수자원 집계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확한 용수 수요량 평가가 이뤄
지지 못해 정보의 신뢰도가 낮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 확보와 관개서비스 관련 비용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사용 계획을 위한 정보 부재로 수자원현황에 따른 작부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음.
ㅇ (법제도실현 도구 부재) 2017년 개정(2018년 7월 시행)된 관개수리법(Law on
Hydraulic Works)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자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부담은 현행 정부보조방식에서 물 사용자 비용부담방식으로 변경예정임.
-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관개관리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값 징수를 통해 충당하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조
하고 있음.
- 물사용자 비용부담방식은 산업, 생활, 관광용수에 대한 물값을 현실화하고

관개관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임. 단, 농업용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정부가 보조함.
- 물사용자 비용부담방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물사용량에 대한 많은 분쟁이

예상되나, 수요처별 물사용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물을 아껴 쓰는 수
요관리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툴이 없는 상태임.
- 또한, 자체적인 물공급 서비스 총괄 관련 명시된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정확

하고 수치화된 수자원 근거자료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ㅇ (댐/저수지 안전관리 역량부족) 유역내 소규모 저수지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시설물 안전등급평가, 저수지 유입유량 예측, 하류부 홍수위험 평가 등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탱화성 지역내 610개 저수지중 257개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신규 투자가 이

루어짐. 그러나, 많은 수의 소규모 저수지들은 건설된 지 오래되었으나 시설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안전이 미확보된 저수지는 126개소로 부
분적인 용수공급만 보장하고 있거나 담수를 하고 있지 못함.
- 저수지 건설당시 문헌정보가 남아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저수지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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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모니터링은 대부분 수동
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설물 손실이 우려되고 댐 하류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며,

저수지를 최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수자원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ㅇ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부족) 기후변화로 가중되는
홍수와 가뭄 위험성에 신속하고 대처하고 복잡해지는 용수수요와 공급간 최
적운영에 대한 요구가 국가적, 지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임.
- 최근 10년간 수원국 정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물공급, 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농업생산량 증대 및 국민생활의 질 향
상을 도모 및 투자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화전략계
획과 효율적 업무절차 개선 및 조직관리방안 수립이 미흡한 현실임.
ㅇ (해결방안) 동 사업은 베트남 탱화성 Ma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

유역의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젼 및 목표확립, 수자원정보 체계 수립, 장단기
실행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홍수와 가뭄 대응 핵심 기초정보 확충을 위한 실시간 계측시설확대 및 운
영상황실 추가, △실시간 수문정보, 시설물 정보, 용수정보의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물관리시스템, 홍수예측 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염
수침입예측시스템 구축 등 수자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과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국내초청연수, 구축단계 현장교육,
기술이전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원기관 수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홍수예방 및
안정적인 물공급을 통한 탱화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과업에 대한 기존 PCP 자료와 현지방문 및 담당자 조사 결과, 수원기관이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PCP대비
모형 및 하천측량,

△계측장비 확대, △홍수

△수자원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등이 발생한바, 추가적인

예산과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공기 확보가 필요함.

2. 법∙제도적 여건 분석
ㅇ (수자원관련 법체계) 베트남의 수자원법(Water Resource Law)에 따른 통합
수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은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가 갖고 있으며, MARD는 관개수리법(La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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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Works), 제방법(Law on Dikes), 자연재해통제법(Law on Natural
Disasters and Control)에 따라 관개, 배수, 홍수방어를 포함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음.
- (관개수리법) 수리사업과 관계된 활동사항들, 관련된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관리사항을 규정
- (제방법) 제방이 있는 강의 홍수방지 및 예방계획, 제방이용, 보호,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연재해통제법) 관련기관의 권한과 의무사항, 자연재해예방 및 통제활동에

관계되는 주민, 정부 관리사항, 관련 자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대상지 분석
ㅇ (Ma강 유역현황) Ma강 유역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역 안전성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산업화 및 근대화시기에 걸친 베트남 전체 개발에 따라
사회경제적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유역개황) Ma강은 베트남과 라오스를 관류하는 국제하천으로 유역면적은
28,490

㎢이며,

베트남내 면적은 17,690㎢임. 북쪽으로는 Da강과 Boi강을, 남

쪽으로는 Hieu강을, 서쪽으로는 Mekong강을 경계로 하며, Tonkin만을 통해
동쪽 바다로 흘러나감.
- (산업현황) 베트남에서 Ma강은 Dien Bien, Son La, Hoa Binh, Nghe An
and Thanh Hoa 등 총 5개 지역을 흐르며, 특히 응이손(Nghi Son)과 같은

경제특구, Thanh Hoa, Lam Son - Sao Vang 등과 같은 산업도시지역들이
형성되고 있음. 관광산업 또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발전
하고 있음. 산악지역의 농업에 있어서 작물체계는 사탕수수와 커피와 같은
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작물로 변화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삶은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도시지역들이 확장되고 가고 있음. 강력한 사회경제
적 발전에 따라 본 유역에서의 용수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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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a강 전체 유역도

ㅇ (탱화성 현황) 본 사업대상지역인 탱화성은 산맥, 고원, 국경, 해안 등 모

지형조건을 갖고 있는 베트남의 축소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

- (지역개황) 탱화성의 면적은 11,130㎢ (베트남 전체에서 3.37% 차지)으로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Son La, Hoa Binh and Ninh B

과 접하고, 남쪽으로 Nghe An province와 접하며, 서쪽으로 라오스지역

Hua Phan province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Gulf of Tonkin만을 두

있음. 인구는 약 3.5백만명으로, 베트남에서 3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

성의 수도는 탱화시이며, 24개 구(district)로 나뉘어져 있고 최고 행정기구
탱화성 인민위원회임.

- (하천 현황) 탱화성내에는 Ma강, Yen강, Bang강, Hoat강 등 4개의 큰 하천

관류하고 있고 Ma강의 주요 지류로는 Chu강, Cau Chay강, Buoi강이 있음

- (수자원시설 현황) 탱화성내에는 총 610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 중 M

유역에 속하는 저수지는 총 351개이며, 지역내 891개의 펌프장 중 Ma강
역에 395개의 펌프장이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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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탱화성내 수자원시설 현황
Quantity
No

Total
1
-

Service area (ha)

Works

Reservoir
Special (Waverage≥1,000x106m³;
H≥ 100m)
Large
(3x106

Waverage

<1,000x106m³; 15≤H <100)
Medium
(0,5x106
≤Waverage
<3x106m³; 10≤H <15)
Small (0,05x106 ≤ Waverage<0.5
* 106 m³)

In province

Ma river basin

In province

Ma river basin

2,524

1,524

331,000

232,697

610

351

134,873

100,754

01

01

86,862

86,862

26

16

23,822

4,697

71

26

6,104

3,674

512

308

10,790

5,521

1,023

778

76,885

71,488

-

-

2

Spillway

-

Special dam (H ≥ 100 m)

-

-

Large dam (15m ≤ H <100 m)

01

01

50,000

50,000

-

Medium dam (10m ≤ H <15 m)

01

01

23

23

-

Small dam (H <10 m)

1,021

776

26,862

21,465

3

Pumping station

891

395

119,242

60,455

-

Large (ΣQ≥72,000 m³/h)

01

01

4,662

4,662

598

254

111,329

54,927

292

76

3,251

866

-

Medium (3,600 m³/h≤ ΣQ
<72,000 m³/h)
Small (ΣQ≥3,600 m³/h)

- (관개 및 배수구역 현황) 탱화성내에는 6개의 주요 관개구역과 15개의 배수

구역이 있음. 6개 관개구역(Bai Thuong, Song Muc, Yen My, Hoang Khanh
, Nam Song Ma, Xa Loan)의 면적은 6,000ha ~ 50,000ha에 달하며, 15개 배

수구역(Hoat강 배수구역, Hoang강 배수구역, Nhom강 배수구역, Cau Khai
배수구역 등)의 면적은 2,000ha ~ 24,000ha에 달함.
- (수자원사업 계획) Cua Dat 저수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Chu강 북부 및
Ma강 남부지역 수로정비 사업(31,846ha), 염수침입 방지를 위한 Len 댐의

관개지역 개발 사업(26,214ha), 댐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2,240ha),
Nong Cong 지역 배수개선 사업(15,519ha)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수력발전 사업) 5개의 수력발전소(Trung Son, Ba Thuoc 1, Ba Thuoc 2,
Cua Dat, Bai Thuong)가 운영중이며, 현재 4개 수력발전소(Hoi Xuan,
Thanh Son, Cam Thuy, Xuan Minh)가 건설중임.
- (수자원관리 조직 현황) 태화성내에는 331,000ha의 경작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 2,524개의 관개시설이 있으며, 관리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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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 : 탱화성 관할 3개의 관리회사가 423개 관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탱화성 전체 관개면적 중 약 70%에 해당하는 234,000ha를 관리하고 있음
군급 : 탱화성의 전체 관개면적 중 약 30%에 해당하는 96,000ha내 2,101개
관개시설에 대해, 3개 관개관리조직(399개 관개시설관리)과 489개 협동조직
(1,702개 관개시설관리)이 관개와 배수를 관리함

ㅇ (수재해 발생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본 Ma강 유역에서의 홍
수와 가뭄 등 수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홍수발생 현황) 2007년 10월 홍수시 15명의 사망과 1,110 billion VND의 경

제적 손실을 입음. 홍수취약지역은 약 8,476ha로 Tihn Gia(913ha), Yen
Dinh(1,141ha), Ha Trung(1,635ha), Nong Cong(1,230ha), Tho Xuan(1,044ha),
Vinh Loc(898ha), Ngoc Lac(536ha), Trieu Son(444ha), Thiue Hoa(200ha),
Nga Son(168ha) 등에 분포되어 있음.
- (가뭄발생 현황) 2009, 2010, 2013년 가뭄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하류부 지역에서 극심하게 발생됨. 가뭄발생 원인은 우기가 빨리 끝나고
년간 강우량이 평년기준 70~85% 정도로 작게 내렸기 때문이며, 하류부에서는
지속적인 하상저하로 인해 하천수를 취수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Ma강의 Ly Nhan 수위표는 기왕의 평균수위보다 약 1.41 m 낮은 2.53 m를
기록(2013년 5월 5일), Chu강의 Chu Khanh 수위표는 기왕의 평균수위보다
약 0.8m 낮은 1.37m를 기록(2013년 6월 20일), Buoi강의 Kim Tan 수위표는
기왕의 평균수위보다 약 0.27m 낮은 1.53m를 기록(2011년 4월 26일)함.
대부분 저수지들의 수위가 기왕의 평균 수위보다 낮아 관개를 위한 용수공
급에 어려움을 겪음.
내륙지역으로 염수침입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취수지점에서 생활용수 공급과
농업생산을 위한 하천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가뭄취약지역은 약 20,666ha로, 대규모 댐관리 지역내 5,878ha(Bai Thuong
관개지역, Muc강 지역), 양수장관리 지역내 10,650ha(해안평야지역, 중부
저지대)와 소규모 댐관리 지역내 4,330ha(산악지역)가 위치하고 있음.
ㅇ (재해대응 체계) 베트남은 기후 및 지형적 영향으로 태풍, 홍수, 가뭄 등 수
재해 관련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재
해 대응은 MARD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재난관리본부(State unification of
natural disaster management)를 주축으로, 중앙 정부부처들과 지방정부간

유기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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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베트남 재해대응체계

- (재해위험수준별 대응주체) 베트남은 재해의 위험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2단계까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지고, 3단계부터는 중앙정부 차

원에서 대응이 이뤄짐. 특히, 4~5단계 국가 재난수준에 대해서는 수상(Prime
Minister)이 재난대응을 주관함.

ㅇ (수자원정보 계측현황)
- Ma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규모 하천 및 물 관련 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현재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문제(비효율적 물배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
소 규모의 하천 및 물 관리 시설의 경우 노후화 진행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강수량, 수위관측 장비
등의 설치 미비 혹은 수동관측으로 인한 수자원 용량, 유량, 염도 등의 측정
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임.

댐 강우량계

댐여수로 방류량 조절밸브
그림 6. 수원국 수문관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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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류 수위계

(댐 강우량계) 댐내 강우량을 모은 용기를 실험실로 이동 후, 수동측정 실시
(댐여수로 방류량 조절밸브) 근무자가 현장에서 전동밸브 개도제어 실시
(댐하류 수위계) 근무자에 의한 현장 육안관측 및 기록(4회/일), 유선보고
(염도측정기) Ma강 하류의 염도측정은 현장에서 직접측정 및 기록 관리
- Ma강 유역은 현재 현장 근무자의 경험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계측오차 발생과

현장 근무자에 의한 육안관측, 기록 및 유선보고 방식에 따른 데이터 정확도 및
신뢰도가 저하된 실정으로 자동화된 실시간 수자원 정보 계측이 절실히 필요함.
ㅇ (수자원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중앙 정부의 경우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하 수자원총국(DWR)의 수자원

소프트웨어센터(CWRS)에서 자체적으로 수자원관리시스템(http://thuyloivietnam.vn)을
개발 및 운영 중임.

▲수자원 현황 보고 혹은 계획 수립 지원
시스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중) ▲댐 저수지 안전관리시스템(업그
레이드 중) ▲농촌 물 공급시스템(개발 중)으로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 수자원관리시스템의 주요 모듈은

·

웹 환경에서 서비스 중임.

수자원정보시스템(메인화면)

수자원정보시스템
(현황보고 및 계획수립지원시스템)

수자원정보시스템(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수자원정보시스템(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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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보시스템(댐·저수지 안전관리시스템)

수자원정보시스템(농촌 물 공급시스템)

그림 7. 수원국 수자원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반면, 탱화성 농업농촌국(DARD)의 경우 별도의 수자원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수자원관리시스템 일부 사용 또는 기
존의 원시적 방법을 통한 수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위관측 방식(수동-수기입력)

유량관측 방식(수동-통계치 이용)

그림 8. 현장 수위관측 방식

4. 수혜자 분석
가. 직접 수혜자
ㅇ (MARD) MARD내 수자원총국(DWR)은 장기적 관점에서 관개 및 배수시스
템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관개, 배수, 홍수방어에 대한 모든 투
자를 최적화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수자원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자원국은 물사용의 효율성과 물배분 공정성을 높이고, 댐안전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임. 또한, Ma강 유역에 대한 본 수자원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의 통일된 정보시스템으로 확장되어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국가단
위 통합수자원관리가 실현될 것임.
ㅇ (DARD) DARD의 관개사업 실행 및 관리는 일원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중앙
-지방간 동시 관리가 될 것임. 홍수전·후 시설물 점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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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는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평가될 것이며, 물수요와 공급간 균형있
는 배분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임.
ㅇ (관개관리회사) 실시간 수문정보는 관개관리회사의 시설물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 경험에 의존하던 물배분은 과학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최적화함으
로써 물의 과잉공급과 공급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게 될 것임.
나. 간접 수혜자
ㅇ 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는 궁극적으로 홍수와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이 향상되게 되므로 대부분의 탱화성
주민이 간접적인 수혜대상이 됨.

5. 수원기관 분석
가.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이하 MARD)
ㅇ 본 사업의 수원 파트너기관인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1995년 농업 및 식
품산업부, 산림부 및 관개부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
련된 국가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농업, 임업, 소금생산, 어업, 관
개/수도 및 농촌개발 분야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임.
ㅇ MARD는 4개의 총국, 8개의 전문 관리국, 9개의 관리부서, 5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자원총국(DWR)은 4개의 총국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ㅇ 금번 면담(Hoang Van Thang 차관) 시 베트남 측의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물
배분, 빈번한 홍수, 수동적 운영체계, 비전산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본 사업의 목적,
목표,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2020년 코이카 ODA 프로젝트 선정
기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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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업농촌개발부(MARD) 조직 구성도

나. 수자원총국 (Directorate of Water Resources, 이하 DWR)
ㅇ 담당 실무국인 수자원총국(DWR)은 MARD의 산하 조직으로 2010년 설립되었
으며, 지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의 수질, 수로, 연못, 습지, 홍수 등 국가의
수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MARD의 중요 핵심 기관임.
ㅇ DWR은 3명의 부국장과 9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행정

▲법, ▲하천유역개발 및 관리, ▲지하수 관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관리, ▲교육 및 인식증진센터, ▲수자원 및 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음.
및 계획,

- 전국 수자원 시설물 운영 관리 업무 수행

- 물 공급 및 계획 총괄 업무 수행 및 농촌의 위생, 깨끗한 물관리 업무 수행
- 수자원 사용료, 벌금, 수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업무지원
- 댐, 펌프장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네트워크 개발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수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금번 면담 시 주요 요청사항으로 최신의 관개수리법 재정에 따른

‘수자원 서

비스 가격 제도’를 실현을 정확한 근거 자료 확보, 지능적 물 관리/배분 및
수재해 대응능력 향상, 모범사례 구축을 통한 선제적 수자원 관리시스템 제시
등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한 DWR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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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자원총국(DWR) 조직 구성도

ㅇ (시스템 담당기관) 수자원소프트웨어센터 (Center for Water Resources Software,
이하 CWRS)는 DWR 산하 수자원아카데미(VAWR)의 3개 센터 중 한 곳으로
수자원 정보화(GIS 분석,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연산, 전자
통신의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전송) 및 수자원 기술 자문을 주 업무로 수행함.
- 금번 면담 확인 결과, 시스템 자체개발 및 관측장비 자체제작 기술 보유뿐만

아니라 개발 및 운영인력(약 8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CWRS에서는
기존 보유 시스템의 고도화(홍수예측, 용수사용, 염수침임방지, 데이터웨어하우스 등)와
실시간 계측장비 확충, 시설물 통합 DB구축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수행이 필요함.

그림 11. 수자원아카데미(VAWR)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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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탱화성 농업농촌개발국 (Thanh Ho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이하 DARD)

ㅇ DARD는 탱화성 인민위원회(Thang Hoa PPC)의 농업 관련 전략 및 계획
수립과 운영기관으로 8개 과, 9개의 지국, 29개의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인력은 약 2,000여명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관개사업의 실행
기구로 관개관리회사(Irrigation Management Companies, IMCs)를 모니터링
하고 감독함.
ㅇ DARD의 주요업무는 농업, 수산물, 빈공 퇴치 및 신농촌 개발, 수자원 시설물
(저수지 610개, 댐 1023개, 펌프장 891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홍수기 전·중·후의 시설물 점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실행,
수자원 확보 및 공급 관리, 수로 준설, 염수침입 및 침수방지
가용수자원에 따른 작부체계 개선, 물사용 개선 및 홍보, 가뭄시 수리권조정
ㅇ 금번 면담 시 주요 요청사항으로 효율적 농업용수 공급 어려움, 시설물 낙후 및
관리 소홀, 홍수·제염의 문제, 수동적 관측체계,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용수 조정
및 태풍 피해 예방, 가뭄 방지 등) 미비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요청 및 현장 방문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

그림 12. 탱화성 농업농촌개발국 (DARD)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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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해관계자 분석
가. 주요 이해관계자(Primary Stakeholder)
ㅇ 국가 물 분야 정책, 규제 및 물 배분 기관(MARD)
- (이유) 주관부처인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베트남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

‧

임업, 소금생산, 어업, 관개 수도 및 농촌개발 분야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 수자원관리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강점)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에 수자원전반 관리를 총괄하는 수자원총국
(DWR)과 수자원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수자원아카데미(VAWR), 수자

원정보시스템 구축과 계측시설을 자체 생산하는 수자원소프트웨어센터
(CWRS)로 구성되어 동 사업 수행 취지에 가장 적합한 기관임.
- (단점) IWRM 구현을 위한 계획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고 실현하

기 위한 기술적 한계가 있음.
- (전략)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수자원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자원국은 물

사용의 효율성 및 물배분 공정성을 높이고, 댐안전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
임. 또한 Ma강 유역에 대한 본 수자원정보시스템을 전국단위의 통일된 정
보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보다 체계적고 효율적인 국가단위 통합수자원관리
를 실현이 가능함.
ㅇ 국가 수자원 활용 및 개발 업무 수행기관(MARD-DWR)
- (이유) 지표수, 지하수, 저수지, 하천 수질, 수로, 연못, 습지, 홍수 등 국가

의 수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MARD의 주요 기관으로
MARD와 동일하게 현 수자원관리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진 기관임.
- (강점) 국가 하천 수문정보 관리 및 관측소 운영을 전담하는 총괄기관으로

본 사업을 통해 마강 유역의 자동화된 수문관측 정보 수집 및 범국가차원의
수자원정보의 관리가 가능함.
- (단점) 실시간 계측시설 인프라 부족과 이를 적용한 관리 등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
- (전략) 최신 관개수리법 재정에 따른 ‘수자원 서비스 가격 제도’를 실현을 위

‧

한 정확한 근거 자료 확보, 지능적 물 관리 배분 및 수재해 대응능력 향상,
모범사례 구축 등 IWRM 구현을 위한 선제적 기반환경 마련과 지속가능한
기관 업무 능력강화와 이미지 제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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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가 분류는 다음과 같음.
- 국가 물 분야 정책, 규제 및 물 배분 기관(MARD)
- 국가 수자원 활용 및 개발 업무 수행기관(MARD-DWR)
- 국가 수자원 시스템 개발 및 수자원 기술 자문기관(MARD-DWR-VAWR-CWRS)
- 탱화성 수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 수행기관(Thanh Hoa PPC-DARD)
- Ma강 주요 시설물(저수지, 펌프장) 관리 수행기관(Thanh Hoa PPC-DARD-IMC)
- 물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MONRE 등)
- 공여기관 (KOICA 베트남 사무소, ADB, WB 등)

그림 14.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석

나. 핵심 이해관계자(Key Stakeholder)
ㅇ 마강 유역 거주민
- (이유)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로 홍수, 염수 등 계측시설 설치와 수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자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물 배분과 재해예
측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들의의 인명 및 재산 보호가 가능함에 따라, 본 사
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판단됨.

‧

- (강점) 댐 저수지의 방류로 인한 물배분, 염수침입에 따른 농업용수 저감

등 주재국내 물 관련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로 본 사업 참여에 강력
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
- (단점) 홍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재해관리 등에 대한 역량

- 31 -

강화 및 교육활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전략) 사업 이해를 위한 사전정보 공유 및 교육, 캠페인을 지속 시행할 예

정임.
ㅇ 국가 수자원 시스템 개발 및 수자원 기술 자문기관(MARD-DWR-VAWR-CWRS)
- (이유) DWR 산하 수자원아카데미(VAWR)의 수자원 정보화 및 기술 자문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사업 관련 수자원관리시스템(GIS 분석,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연산, 전자 통신 어플리케이션 설정 및 전송, 계
측장비 생산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 (강점) 수자원정보화, 기술 기본 역량 및 자체 운영 가능 수자원관리시스템,

관련 인력, 계측장비 자체 생산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부족한 수자원 관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
- (단점) 실시간 계측시설 인프라 부족 및 이를 적용한 관리 기술의 한계가 있음.
- (전략) 본 사업의 실질적 수행기관으로 CWRS 인력의 본 사업 장기 참여를

통해 한국의 기술 이전 및 수자원 역량 강화를 실시함으로서 향후 지속가
능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함.
ㅇ 탱화성 수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 수행기관(Thanh Hoa PPC-DARD)
- (이유) 동 사업과 관련 대상지역의 물관리 총괄기관으로 농업 관련 전략, 계획

수립 및 농업, 수산물, 빈곤 퇴치 및 신농촌 개발, 수자원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함. 동 사업 수행 시 사업 대상지의 협조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강점) 동 사업 대상지의 현황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물 공급방

식, 시설물관리 및 운영 방식 등 사업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한 명확한 정보 제공
과 의견제공이 가능하며, 본 사업을 통해 수자원 관리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단점) 수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실시간 계측 인프라가 부족하며, 관련

시스템을 적용한 관리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
- (전략) DARD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시스

템에 반영하고 직원의 수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자체 유지관리가 가
능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이 가능함.
ㅇ Ma강 주요 시설물(저수지, 펌프장) 관리 수행기관(Thanh Hoa PPC-DARD-IMC)
- (이유) 탱화성 내 실질적인 시설물 운영기관으로 홍수기 전·중·후의 시설물

점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실행, 수자원 확보 및 공급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사업 현장 방문 시 가장 현실적 자료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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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 (단점), (전략) 등은 DARD와 동일함.

다. 2차 이해관계자(Secondary Stakeholder)
ㅇ 물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MONRE 등)
- 천연자원환경부(MONRE)는 라오스 국가 전체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수립 등 법적, 제도적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사
업과 관련하여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
ㅇ 공여기관 (ADB, WB 등)
표 9. 이해관계자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긍정적 영향
- 국가 수자원관리 DB 시스템화를
통해 중앙 모니터링 체계 마련
MARD
-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과학적이
주요
고 체계적인 관리 능력 확보
이해
- 국가 수자원관리 자료 시스템화
관계자
- 댐/저수지 및 주요 수자원시설
DWR
물 운영 자료 모니터링
- 재해 취약지역의 예측분석자료 확보
- 효율적 물 배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
- 수재해 피해 저감
- 수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관련 역량 강화
CWRS
- 댐/저수지 운영자료 관리 및
DB화
핵심
- 최적 댐 저수지 운영 및 하류
이해
지 재해방지
관계자
DARD
- MARD와 수자원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해 통합 수자원관리
기반 마련
- 댐/저수지 및 수자원시설 운영 자
IMC
료 공유 및 기상, 수문자료 획득
-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 정보 공유
2차
MORNE
- 공간정보 등 자료 취득
이해
- 유사사업 수행 결과 자료 수집
관계자 ADB, WB
및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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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

비고

-

-

-

-

-

-

-

-

-

-

-

-

-

-

-

-

7. 유사사업 분석(현지, KOICA)
가. KOICA
ㅇ KOICA는 보건, 농어촌개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물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물 분야는 젠더, 거버넌스, ICT 등 범분야

이슈와의 연계가 보다 중요함. 이에 KOICA는 물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통합적인 ‘물 중기전략(2016-2020)’을 수립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중임.
ㅇ KOCIA 중점협력분야(CPS) 중 하나로 물관리 및 보건위생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
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
보건위생 증진 지원,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원 등 4가지 요소 중 물관리가 포함됨.
ㅇ KOICA 통계조회서비스에서 물 관리 분야에 대한 사업금액을 살펴보면, 전 국가
중 베트남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2017년 지원 총액은 11,205달러로 아시아
(39,995달러) 지원 총액 중 약 28.02%에 달하는 비율임. 물 관리 분야 중 특히 식

수개발 및 위생처리 분야(77.0%)에 집중하고 있음.
ㅇ 2008년부터 2012년까지 KOICA 자금을 통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물 관련 사업은
끼엔장성 우밍 및 빙빙나지역 식수개발사업과 부온호 지역 식수공급시스템 확장
및 개선사업으로 총 79억원을 원조함.

그림 14. 코이카 수자원분야 지원 비전/미션/전략목표(자료: KOI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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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근 KOICA ODA 베트남 수자원 분야 지원 현황
사업명

기간

금액

추진 현황

붕타우시 해양환경 관리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2018-2021

350만불

진행 중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비소정수설비 개발

2018-2019

26만불

진행 중

후에시 향강 종합 개발 지원 사업

2014-2018

600만불

완료

자료: KOICA 홈페이지

나. WB(세계은행)
ㅇ World Bank(세계은행)는 물관련 분야에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음용수를 공급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 비율을
저감하기 위하여 연간 30억불 또는 총 융자액의 16%를 물산업에 투자함.
ㅇ 세계은행은 물산업을 물공급과 위생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수자원
관리 (Water Resources Management), 그리고 환경·에너지·농촌 등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함.
ㅇ 세계은행은 1997년에서 2013년 사이에 승인된 12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레드 리버 델타(Red River Delta)의 농
촌 용수 공급 및 위생 프로젝트가 대표적임.
ㅇ 세계은행은 글로벌 파트너십(GPOBA)의 East Meets West Foundation를 통해 450만
달러 지원을 통해 베트남 중부 75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
너십을 지원함.
표 11. 최근 WB ODA 베트남 수자원 분야 지원 현황
사업명

승인일자

GEF 메콩 삼각주
통합기후활성과 지속
가능한 생활 지원사업

2018.05.11

산림분야의 현대화 및
해안재활성 개선 사업
베트남 해안 도시 지속
가능한 환경 프로젝트
북부 삼각주 운송 계발
프로젝트 추가 자금
지원 사업

승인액

주요 내용

추진 현황

6.09

베트남의 메콩 삼각주의 특정 지역
의 기후 변화 대비 토지 및 수자원
관리 실천의 기후 복원력 향상

진행 중

2017.06.22

180.00

프로젝트 주들에서 해안 산림 관리
개선

진행 중

2017.05.05

273.6

도시의 위생 설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고 위생 설비의 운영 성과를 향상

진행 중

107.19

북부
수로
병목
프라
지속

2017.05.05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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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 지역의 두 개의 주요
통로에서 물리적 및 제도적
현상의 완화를 통해 운송 인
진행 중
및 서비스의 효율성, 환경 적
가능성 및 안전성을 향상
자료: WB 홈페이지

다. ADB(아시아개발은행)
ㅇ 2001년에 채택된 ADB의 "Water for All" 정책 및 비전은 물과 개발을 통해 포괄
적이고 평등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빈곤 감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이
익 도출을 위한 물사업 지원을 증진하고자 함.
ㅇ ADB는 2011-2020년 WFPF(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보완 및 WFP의
지속적 지원 보장을 위한 우선지원 사업을 선정함.
ㅇ ADB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물 분야 개혁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진

·

수자원 통합 관리체계 개선

·

수도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

물의 보전 촉진 및 시스템 효율 증대

·

지역 협력 증진 및 국가 간 및 국가 간 공유 수자원의 상호 이익이 되는
이용 증대

·

물 분야 정보와 경험의 교환 촉진

·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ㅇ ADB의 2012년 기준 연간 지원규모는 총 3,305.5백만 달러로 지원국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3,112백만 달러), 인도(2710.3백만 달러)순으로 지원함. 특히, 베트남은
ADB의 ‘국가파트너십전략(CPS) 2016-2020’에 의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가 진행 중임.
ㅇ ADB는 2011년 2월 7개 이상의 도시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상수도 시설 설치 사
업을 승임함. 2015년 12월에는 Da 강에서 하노이로의 식수 제공을 위한 물 처리
공장을 확장 사업을 승인함.
표 12. 최근 ADB ODA 베트남 수자원 분야 지원 현황
사업명

기간

금액
(백만불)

주요 내용

추진 현황

진행 중

호치민시 폐수 및
배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2016.10.14

5.00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정부가 폐
수 및 배수 시스템을 재정 지원함
으로써 베트남 남부의 사회 경제적
성장에 기여

수자원 투자 프로그램
PFR4

2015.12.16

235

빈민층의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하
는 데 필요한 수도 서비스 업그레
이드 지원

완료

제2차 메콩강 준 회랑
마을 개발사업

2015.12.01

121.67

메콩강 유역 내 남북 경제 회랑을
따라 위치한 몽콕(Mong Cai)과
사파(Bac Giang)에 도시와 물 서

진행 중

- 36 -

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베트남과
협력 중이며 폐수 처리 공장을 건
설 및 업그레이드하고 폐수 처리
서비스 제공

도시 환경 및 기후
변화 적응 프로젝트

2015.11.27

140.16

홍수 및 태풍에 취약한 3개의 해안
도시인 동호이(Dong Hoi), 호 이
안(Hoi An), 샘 손(Sam Son)의
환경을 개선과 도시의 물리적 환경
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탄
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하수
도 및 급수 시설과 홍수방지시스템
을 업그레이드 및 구축

중대한 메콩 지역 :
국경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수용량
개발 사업

2015.11.12

0.90

국경 간 경제 구역 (CBEZ) 개발을
통해 GMS 국경 도시 및 도시의
역량을 향상

진행 중

진행 중

자료: ADB 홈페이지

라. JICA(일본 원조기구)
ㅇ 일본은 개발원조위원회(DAC)기준 물분야 ODA 지원 순위에서 1/3 이상을 차지
할 만큼 수자원 분야에 높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 기반 시설(관개시설, 농촌
도로개선 등) 지원과 물리적 지원 외, 농수산품 품질(식품 안정성 포함)과 농업경
제활성화(부가가치 창출, 가치사슬 강화 등) 부문에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음.
ㅇ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베트남 지원 현황에 따르면 베트남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대부분의 지원을 유상원조로 하고 있음.
ㅇ 2011년부터 2015년까지 JICA의 베트남 수자원 세부 분야별 지원 규모 총 5억 8천만
달러로 연도별 지원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Water supply-large system (14021) 및
Sanitation-large system(14022)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ㅇ 최근 2018년 11월에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 호이안시에 JICA의 무상 자금 협력에
의한 하수 처리 시설 준공식이 개최되었으며, JICA는 총 사업비 11억 1000만 엔을
공여하였음.
ㅇ JICA는 경제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거버넌스 제고, 취약성 개선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2020 현대화된 산업 국가 진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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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도별 JICA 베트남 지원 규모 (단위 : 천달러)
지원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10

-

-

-

-

Water resources protection

3,657

3,569

1,837

892

773

Water supply - large systems

1,899

2,433

2,021

2,869

124,182

Sanitation – large systems

1,727

171,678

244,188

838

9,872

Basic drinking water supply

-

-

-

-

140

River basins development

171

60

1,510

667

1,162

Waste management/disposal

162

618

333

2,588

3,292

합계

7,626

178,358

249,889

7,854

139,421

Water resources policy/
administrative management

자료: OECD Statistics, 2017.7
표 14. 최근 JICA ODA 베트남 수자원 분야 지원 현황
사업명

Dong Nai성 상수도 시설 구축
사업
하노이시 Yen Xa 하수시스템
구축사업

North Nghe관개 시스템 개선 사업

Ha Long시 물 환경 개선 사업

매력적인 관광 섬, Cat Ba에서
수생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협력
구조를 조직하기 위한 공동 지원
베트남 하노이 하수 처리 관리 개선

색조 도시 수 환경 개선 사업

기간 및

주요 내용

추진 현황

2021.07

Dong Nai의 51번 국도를 따라서
물 공급 시설 건설
(금액 : 1억 2,226만 달러)

진행 중

2020.12

일일 처리 규모 270,000㎥ 규모 하
수처리시설 건설
(금액 : 한화 약 6,462억원)

진행 중

베트남 북 중부 지역에 있는 Nghe
An Province에 위치하며 Ca강에서
Do Luong Wier의 물공급(관개면적
27,666ha)

진행 중

Ha Long Bay의 공중위생 증진 및
수질 보존, 도시의 하수처리 능력
향상

진행 중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Cat
Ba 섬의 수생 환경 개선

완료

하수도 시설 및 수도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개선

완료

색조 도시의 하수 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홍수
피해
절감하며,
Houng강 남쪽 도시 지역의 하수
및 배수 시스템 개선

완료

승인연도

2014.08~
2020.08

2018.05

2015.01~
2017.03
2014.02~
2016.12
2008.04~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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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요코하마 안전 수도 관리

2014.02~

사업

2016.11

Da Nhim 수력 발전소 확장 사업

2016.08

베트남 중부 및 남부 지역의 급수
회사 관리 및 일본과 베트남의 민관
파트서 중 “Water Business
Network” 공식화

완료

발전기 추가 설치로 베트남 남부 지
역의 Da Nhim 수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능력 증대

완료

자료: JICA 홈페이지

마. GIZ(독일 원조기구)
ㅇ GIZ는 기술 협력 및 금융 협력을 포함하는 폐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
능한 위생 개선 사업(2005~2014)을 지원하였으며, 국무 총리가 제정한 폐수 관리
법령 88/2007을 통한 위생에 관한 국가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함.
ㅇ GIZ는 기업 개발 계획 수립과 하수도 및 폐수 처리 시설의 자금 조달을 통해 9
개 성의 인민위원회와 폐수 회사를 지원하였으며, 그 대상은 Lang Son, Son La,
Hoa Binh, Bac Ninh 및 Hai Duong, 센터의 Vinh, 메콩 삼각주의 Tra Vinh, Soc
Trang 및 Can Tho임.
표 15. GIZ ODA 베트남 수자원 분야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액

폐수처리 2단계 프로젝트 관리

2010-2011

USD 104,000

지방의 폐수 및 고체폐기물 관리

2012-2015

EUR 4,000,000

폐수 배수 및 고체 폐기물 프로젝트 대비

2013-2017

USD 400,000

2013-2017

VND 143,520,000,000

2014-2017

EUR 5,200,000

2015-2017

EUR 3,500,000

기후변화에 대비한 베트남의 도시 및 해안
범람 방지

프로젝트

베트남 해안지방에서의 배수프로젝트
준비와 홍수 방지
베트남의 도시폐수관리(4단계)

비고

자료: KOCA 베트남 사무소 보고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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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복여부 및 협업가능성 분석
가. 국내 ODA 지원 방향
ㅇ KOICA 자금(2008~2012기준) 베트남의 물 관련 사업은 크게 2건으로 끼엔
장성 우밍 및 빙빙남지역 식수개발사업과 부온호 지역 식수공급시스템 확장
및 개선사업으로 총 79억원의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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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하고 있음.
ㅇ 해당 사업은 수자원 관리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현 KOICA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국내 무상원조(Grant Aid)와 유상원조(EDCF)사업간 연계 강화
ㅇ 최근 10년간(2006~2015) EDCF 지원의 주요 분야는 교통(34.8%), 수자원 및 위
생(17.5%), 에너지(9.9%) 3개 분야임.
ㅇ EDCF의 국가별 총 지원실적은 베트남이 전체의 19.5%인 2조 4천억원 규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가 방글라데시 7.9%인 9천8백억원, 3위가 필리
핀 6.11%인 7천6백억원임.
ㅇ 최근 10년간(2006~2015) EDCF 자금을 통한 물 관련 사업은 총 9건으로 상수도
사업이 6건, 상하수도 건설 사업 1건, 하수 및 폐수처리 사업이 각 1건으로 총
2,507억원의 예산이 승인됨.

ㅇ 해당 사업은 마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 방식의 개선과 역량 강화 등 우수 지원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타 유역으로 확대(무상 혹은 유상원조)가 가
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다. 국내 무상원조(Grant Aid) 기관 간의 협업 가능성
ㅇ KOICA는 보건분야 식수 개발 사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빙빙남 지역, 부호온
지역에 대한 식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후에시 향강종합개발 지원 사업
완료 중에 있음. 기존 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사업이나 향강 종합개발 지원사업
등과 접목하여 수자원 정보화 관리 확장과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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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트너 재원유치 가능성 분석
가. 주요 공여기관 활동
ㅇ 최근 5년 동안 WB, GIZ, JICA는 베트남 도시관리(물관리 포함) 역량과 시스템
강화 지원 사업을 다수 수행함.
ㅇ 특히, 도시 하·폐수 처리 정책/제도 개선, 고형폐기물처리(쓰리기 수거, 소각 등)
기술자문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시스템개선을 주로
지원함.
ㅇ 향후, 지원분야의 유사성과 수원기관의 유역확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타 공여기관의 재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프로젝트 실행 재원 유치 가능성
ㅇ 동 사업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의 신속한 추
진이 강조되고 있는 바, 타 원조 기관에 우선하여 한국(KOICA) 및 베트남
양국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향후 유역확대 등
의 지속적 사업을 위해서는 EDCF 차관(2013년 이후 EDCF 최저 금리(0.01%)
가 적용) 및 PPP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검토가 필요함.

10. 국내 여건 분석
가. 국내 산업 현황
ㅇ 수자원 정보화 분야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은 하천지도전산화사업(1999년)을 시작으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하천대장, 하천측량도 및 부도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
인 공동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http://www.river.go.kr/을 통해
하천관련 공간 및 속성정보 DB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는 물관련 정보인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이수, 수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탈시스템으로 지도기반
의 수위, 우량자료, 수문 자료를 중에 있으며, 웹사이트 http://www.wamis.
go.kr)을 통해 서비스 중임.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는 12개 물관련 기관의 수자원 정보를 온라인

으로 공동활용하기 위한 구축시스템으로 http://www.wins.go.kr/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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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는 지하수상식, 지하수개발, 지하수관측망(공간데

이터, 수위, 심도, 수온, 통계, 그래프 정보 제공), GIS공간데이터 서비스(지하
수정보지도 지하수 관측망)를 http://www.waternow.go.kr/web을 통해 서
비스 중임.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는 농촌수리시설물, 농촌용수 이용현황, 농

촌용수 수요량/공급량, 수질정보 제공 및 GIS공간데이터 서비스(농촌수자원
종합계측 정보 시스템 지역/저수율)를 https://rawris.ekr.or.kr/main.do을
통해 서비스 중임.
- 물환경정보시스템은 물환경전문정보, 물환경 측정자료 조회, 물환경지리정보
(조류정보, 녹조정보 제공), 수질등급 등을 http://water.nier.go.kr/main/mai
nContent.do을 통해 서비스 중임.
- 그 외, 홍수예경보시스템, 물 유통관리시스템, 국가하천유지관리지원(KORIMIS),
4대강 하천관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수자원관련 정보시스템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산업계가 활발히 활동 중임.
나. 국외 산업 현황
ㅇ 원조사업 분야
- KOICA 및 EDCF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공적원조 및 대외협력기금을 통하여
ODA 국가의 국가개발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며, 그

중 중요 사업 중 하나가 물관리 사업임.
- KOICA는 필리핀 팜팡가유역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메트로마닐라 홍수예·

경보시스템구축사업 등 수자원관련 정보화 시스템 및 기자재(수위, 강우량
관측소 등)을 원조 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국내 공기업, 정부 연구기관, 수자원
분야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KOICA와 베트남 MARD의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국내 수자원

전문 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및 선진 수자원관리 기술 이전을 하는데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국내외 여건 분석을 통한 사업 발주
- 국내·외 수자원 정보화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해당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국내에 다수 있음.
- KOICA 사업 중 필리핀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필리핀 홍수예경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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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축사업, 인도네시아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 등 물 분야 정보화 시
스템 구축 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이 입찰과정

에서 유찰 가능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 43 -

Ⅳ. 사업 수행계획
1. 사업목표(Impact) 및 성과(Outcome)
가. 사업목표
ㅇ 베트남 마강 유역 댐 및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제공함으로써 홍수예방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탱화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나. 사업성과
ㅇ (성과1) 마강유역 데이터(DB) 기반의 수자원 정보관리체계 강화
- 수자원 DB와 실시간 계측정보를 기초로, 중앙-지방간 수자원정보를 통합하

고 연계운영할 수 있는 수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와 가뭄예방에 대
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 (산출물)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한 DB(실시간

지원시스템(물관리,
비(강우,

, 의사결정

자료, 시설물자료, 용수자료)

, 실시간 모니터링 장

홍수예측, 시설물 유지관리, 염수침입 예측)

, 종합상황실(중앙정부

수위, 염도, CCTV)

상황실, 지방정부 상황실, 서버장비)

- 300개 이상 저수지 중 수원국 지정 주요 저수지 25개에 대해 실시간 계측장

비 설치 예정

※

그 외

저수지는 위성사진으로

저수지별 현황(규모, 재료 등)을 파악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해 관리 계획 수립 예정

ㅇ (성과2) 마강유역 수자원관리 및 물 재해대응역량 강화
- 마강유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정보화목표 및 전략과 실

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원기관 역량을 강화
- (산출물) 마강유역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환경
수자원정보화 체계수립, 장단기 실행계획, 법제도

및 현황분석, 비젼 및 목표설정,

개선방안)

, 전담인력 역량(수자원관리

역량,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

다. 기대효과
ㅇ Ma강 유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및 나아가 물관련 산업의 지속성장 발전 도모에 기여
- 동 사업의 최성 성과물인 수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물 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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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류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됨.
- 과학적인 재해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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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논리모형(PDM)
표 16. 사업논리모형(PDM) 요약

사업목표 (Impact)

SDG 6.5관련, 라오스 통합수자원관리(IWRM) 실행에 기여

마강유역 내 수자원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물 관리 및 재해관리 능력향상

é
성과 (Outcome)
1. 마강유역 데이터(DB) 기반의 수자원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 마강유역 수자원관리 및 물 재해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é
산출물 (Output)
통합수자원관리 정보화

수자원 통합 DB 및

기자재 지원 및 종합

수자원 분야 기술이전

마스터플랜 수립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상황실 구축

및 역량 강화

é
활동/Activities
1. 통합수자원관리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1-1. 환경 및 현황분석(수자원관리, 수자원정책, 기존 수자원정보시스템)
1-2. 비전 및 목표설정
1-3. 수자원정보화 체계수립(수문기상, 물정보, 시설물, 의사결정, 공유체계 등)
1-4. 장단기 실행계획 수립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2-1. 강우․수위․염분․CCTV영상 등 실시간 자료 DB
2-2. 댐․펌프장․관개수로 등 수자원 시설물 DB

2. 수자원 통합 DB 및

2-3. 관개구역․경작내용․물수요량 등 용수자료 DB 구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2-4. 물 관리시스템

구축

2-5. 홍수예측 시스템
2-6.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시스템
2-7. 염수침입 예측 시스템

3. 기자재 지원 및 종합

상황실 구축

4. 수자원 분야 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

3-1. 수위, 강우량, 방류량, 염분측정, CCTV 등 수문 자동관측장비 설치
3-2. H/W, S/W, N/W 등 도입
3-3. DWR 및 DARD내 종합 상황실 구축
4-1.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현장교육
4-2. 현장교육, 국내초청연수, 기술이전 등 베트남측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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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국문 PDM (Project Design Matrix)
사업명 : 베트남 탱화성 Ma강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0~2024년/ 900만불)
작성자 : 베트남 사무소, 사업품질성과관리팀

작성일 : 2019.01.

양식번호 : Version 1.0
검증수단
(MOV: Means of
Verification)

객관적 검증지표
(OVI: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요약 (Narrative Summary)

중요 가정 (Important Assumption)

영향 (Impact)
ᄋ 수원국은 지속적으로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
ᄋ 수자원정보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운영되
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짐

1. SDG 6.5관련, 베트남 통합수자원관리
(IWRM) 실행에 기여
2. 마강유역 내 수자원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물 관리 및 재해관리 능력향상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4, 마
강유역 관개계획)
성과 (Outcome)

1-①. 사업연차점검표,
PM/PC 업무보고서, 사업 ᄋ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효율적 물 배
분, 재해 관리 등 수자원정보화에 대한 지
중간/최종 보고서
속적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함.
1-②. 수원기관 업무보고서, ᄋ 수원기관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1-②. 자료품질관리비율(%)
전담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PM/PC 업무보고서, 사업
ᄋ 성과관리용 지표 근거를 위한 수원기관
중간/최종 보고서
자료 제공 등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2-①. 기존대비 분석 시간체크
2. 마강유역 수자원관리 및 물 재해대응 2-①. 감소된 자료분석 시간(분)
함.
역량 강화
2-②. 수자원시스템 운영관리 조직 및 담당자 비율(%) 2-②. 조직도 및 담당인력 조사
1. 마강유역 데이터(DB)기반의 수자원 정 1-①. 수자원 정보 이용률(%)
보관리체계 강화

산출물 (Outputs)
1-1.
1-2.
1-3.
1-4.

수자원정보화 통합 DB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종합상황실 2개소

1-1.
1-2.
1-3.
1-4.

수자원정보화 통합 DB 구축 세트 수(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세트 수(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 수(개)
종합상황실 구축 수(개소) 및 운영기자재 설치 수(개)

1-1.
1-2.
1-3.
1-4.

시스템개발보고서
시스템개발보고서
기자재설치보고서
상황실구축보고서

2-1. 마스터플랜 보고서
2-1. 마강유역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2-1. 마강유역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건)
2-2. 향상된 역량의 MARD, DWR 및 2-2. 구축된 수자원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조직 수 및 2-2. 조직도 및 담당인력 조사
담당자수(명)
DARD 수자원관리 분야 인력
2-3. 신규 양성된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 2-3. 신규 양성된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 인력 수(명) 2-3. 조직도 및 담당인력 조사
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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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마스터플랜 수립시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함
ᄋ 현지에서 ICT 기반 물관리 시스템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기반통신 구축을 위한 통
신업체와 정부간 협력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ᄋ 정부 관계자의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
과 활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함(비용수
반)

활동 (Activities)
1-1-1. 수자원정보시스템 상세설계
1-1-2. 수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1-1-3. 수자원정보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
(통신망 포함)

투입(INPUT)
KOICA측
1. 사업기간 : 2020-2024
2. 사 업 비 : 900만불
3. 프로젝트 시행 인력

1-2-1.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상세설계
1-2-2.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1-3-1. 실시간모니터링 장비설치 상세설계
1-3-2. 실시간 수문자료모니터링 장비
(수위계, 우량계, CCTV 등) 설치
1-4-1. 종합상황실 2개소 설치 상세설계
1-4-2. 종합상황실 운영기자재 설치
2-1-1.
2-1-2.
2-1-3.
2-1-4.
2-1-5.

수자원정보화
수자원정보화
수자원정보화
수자원정보화
수자원정보화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젼 및 목표설정
체계수립
장단기 실행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수원국측
4. 분담재원 : 66만불
5. 수원기관 투입인력 :
PMU(약 10-15명)
- 부지(2개동)
- 회계, 총무
- 재정계획
- 기술 담당

KOICA
사업기간: 2020 - 2024
사업비: 900만불
수원기관
분담재원: 66만불
기타재원: 상황실 설치 부지(2개소),
PMU(약 10-15명)
- 회계, 총무
- 재정계획
- 기술 담당

2-2-1. 국내 초청연수 계획수립
2-2-2. 국내 초청연수 실시
(관리자급, 실무자급)
2-2-3.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현지 워크숍 계획수립
2-2-4.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현지 워크숍 실시
2-3-1. 현지 기술자 시스템 연수 및
운영관리 교육 계획 수립
2-3-2. 현지 기술자 시스템 연수 실시
기술자(시스템/수문분석) 현지연수
2-3—3. 장비유지보수 운영관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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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Pre-conditions)
ᄋ 수원기관 MARD/DARD의 적극적인 프
로젝트 진행 지원 및 협조
ᄋ 현지 담당자의 기술수준 파악
1)수자원분야
2)관측시스템, 정보시스템 분야
ᄋ 각 분야별 현지교육/초청연수 계획 및 대
상 그룹 확정
ᄋ 현지 전담 인력 및 사무 공간 확보
ᄋ 기자재 통관 관련 행정절차 및 일정계획 수
립
ᄋ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자료 수집 협
조
ᄋ 수원국측 법률 근거 부합 및 여타 사업
타당성 확보

3. 사업수행 및 의사결정체계
ㅇ (사업주관) 동 사업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요청사업으로 추후 실
시협의 진행시, R/D(Record of Discussions)는 농업농촌개발부(MARD)와
KOICA간 체결하고 정부간(베트남 외교부와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간) 합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공식화함.
ㅇ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하 수자원총국(DWR)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총괄관리기관
(Project Manager) 및 관련 수행업체(Contractor)를 선정하여 추진함.

ㅇ 사업 수행은 수원국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협조를 바탕으로 통합수자원관리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통합 DB 구축, 수자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초청 및 현지연수)를 통하여 체계적인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수행함.
ㅇ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총괄관리기관(PM)이 KOICA 본부 및 현지 사무소와
업무협조 및 연락체계를 갖추며, 수원기관인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수자원
총국(DWR)과 실무적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를 수행함.

KOICA

사업추진협의

MARD

사업수행
업무지원

KOICA
베트남 사무소

보고협의
사업수행
업무지원

사업지원

DWR

VAWR(CWRS)

보고협의

PM
(Project
Management)

사업
관리
보고
협의

DARD

PC
(Project
Contractor)

기관 협의 및 협조

Thang Hoa
PPC
기관 협의 및 협조

기타 관계기관

현장사무소

기관 협의 및 협조

그림 15.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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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자 간 업무분장 및 역할
ㅇ 기관별 역할 및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표 18. 기관별 역할 및 책임

기 관

역할 및 책임
·원조사업 대외창구

KOICA 본부

·사업총괄 및 감독 진행관리
·PM, PC기관 선정 및 관리
·본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에 대한 파트너 국가 정부와의 협의

KOICA
베트남 사무소

지원
·수원국과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 지원
·사업 시행 전담 및 총괄
·사업승인

주 베트남
대사관

·양국간 우호협력 지원
·파견직원 행정적 업무 지원
·수원국 초쳥연수 대상자 비자발급 지원
·사업관리기관은 KOICA와 계약한 PM 기관임

대한
민국

·총괄책임자는 1~2급 수자원전문가로 배정
·수자원, 시스템, GIS, 통신, 기자재 등 전문가 참여
사업관리기관
(PM)

·Ma강 유역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기획 관리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성과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검토 및 관리
·사업홍보
·사업실행 주체는 KOICA와 계약한 PC 기관임

사업수행기관
(PC)

·총괄책임자는 1~2급 수자원전문가 또는 시스템전문가로 배정
·수자원 통합 DB구축 및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기자재 납품 및 설치 및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수원국 사업 총괄 협력
(사업관련 인력들에 대한 출/입국 등 행정사항 포함)

베트남
MARD

·사업의 제도적/정책적 추진사항 지원
·유관 부처와의 의사소통 및 조정
·사업수행의 의사결정 및 TWG 미팅 참석
·시스템개발/DB 구축/기자재 설치 등 사업의 모든 방면에 걸쳐

베트남

기준제시
·TWG는 베트남 내 수자원관리에 관련된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말함
TWG
(Technical
Working
Group)

·주요 구성 기관은 MARD를 주체로 VAWR, CWRS, DARD, Thanh
Hoa PPC 등으로 구성함(향후 수원국 협의하여 기관 추가)
·주요 역할은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에 필요한 자료 공유 및 제공
·사업전체에 대한 Milestone 제시

- 50 -

5. 활동별 세부수행계획
ㅇ (기본방향) 본 사업은 베트남 신농촌사업의 대상지이며, 3대 중요지역인 탱화
성 Ma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자원관리시스
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수행계획을 수
립하였음. 또한 베트남 중앙정부인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수자원총국
(DWR)과 지방정부인 탱화성 인민위원회(PCC), 탱화성 수자원총국(DARD)

및 여타 공기업등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모범사례
정립 후 타지역 확장을 위해 수원국측 담당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담당자
역량강화가 사업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범위)

①탱화성

Ma강의 홍수 및 가뭄 방지 등 통합수자원관

리 실현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
량 등 통합관리를 위한 DB 구축,
정지원시스템 구축,

④실시간

상황실 등 기자재 지원,

②수문자료,

③홍수,

수자원시설물, 용수수요

가뭄 평가 및 예측을 위한 의사결

자료취득 및 현장감시를 위한 강우계, 수위계,

⑤수자원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역량강

화로 구성
- (KOICA) 본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동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의 제반여건 지원, 현장교육, 초청연수, 기술이전, 기자재 등을 제공
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현지상황을 고려한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을 수원기관
인 MARD와 협의하며 사업 결과의 평가를 시행
- (베트남 MARD) 사업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분석에 필요한 수자원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통관에
협조. 또한, 현지 파견인력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행정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역량강화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 전반에 있어 사업수행자의 의
견과 요구사항을 처리
ㅇ (변경사항) 당초 PCP상 해당 사업 24개월 700만불이었으나,
대응 핵심 기초정보 확충을 위한 실시간 계측시설확대,

△홍수와 가뭄

△중앙-지방간 통합

△탱화성 MA강 유역의 종합
홍수관리를 위한 하천홍수예측모형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신규 시스템 혹
은 개발방향 변경, △베트남 수자원분야 역량강화 필요에 따라, 200만불 증
연계운영을 위한 탱화성내 운영상황실 추가,

액 및 36개월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후 2년(2023-2024)간 분기별 2주씩 전문가(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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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분야) 현지파견을 통한 유지관리
- 홍수기 댐 유입량/방류량 및 그에 따른 하천 홍수예측으로, 홍수를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시설을 확대함.
강우관측장비(15->50개소), 수위관측장비(30->33개소), CCTV관측장비(15->16개소),
방류량관측장비(0->25개소), 염도측정장비(0->3개소), 종합상황실(1->2개소)을
추가 설치
- 홍수와 가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수자원 DB와 실시간 계

측정보를 기초로 한 홍수․가뭄 평가 및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모형 개발 및
의사결정시스템 신규 구축
Ma강의 상류지역 댐부터 하류지역까지 종합 홍수관리를 위해 신규 하천측량과
하천홍수 예측모형을 적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추가 개발
Ma강 하류부 염수침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류 댐 방류량과 하구 조위
변동에 따른 염수침입예측시스템 추가 개발
시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사전예방 차원의 운영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추가 개발
- 베트남 수원기관에서 시스템 자체운영이 가능한 기술이전과 사업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확대
실무자급 연수(1->2회), 현지연수(0->1회), 교육생(30->40명), 유지관리 기간
(0->2년)을 확대 연장하여 실시
- 사업기간은 통합수자원관리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약 9개월) 이후 산출물(업

무분석 및 설계)을 기반으로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추가 시스템(염수침입예측시스템 등) 개발 기간 확보, 계측장비 확대 설치에
따른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과업기간을 PCP기간 대비 약 36개월을 연장하여
추진되어야 함.
ㅇ (Ma강 유역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 환경 및 현황분석(수자원관리,
수자원정책, 기존 수자원정보시스템), 비젼 및 목표확립, 수자원정보화 체계
수립, 장단기 실행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등 수자원 정보화전략 기획
- (수립범위) 본 마스터플랜 수립은 Ma강 유역 중 탱화성 지역을 대상으로, 통

합수자원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화된 정보화 전략을 수립
- (환경 및 현황분석) 정보화 목표설정을 위해, 수자원관련 이슈와 관련 정책

을 분석하고, 타 공여국에서 기구축 운영중인 수자원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연계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
- (비젼 및 목표설정) 수자원 정보화의 비젼 및 목표는 효율적인 물공급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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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홍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탱화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산업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정
- (수자원정보화 체계수립) 수자원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체

계(수문기상, 물정보, 시설물, 의사결정, 공유체계 등)를 마련하여 업무담당자
에게는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정책수립담당자에게는 종합적인 정보제공
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
한, 각 기관 및 부처별 정보와 공유와 장기적으로 다른 유역까지 확장을 고
려한 연계 및 통합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물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

그림 16. Ma강 수자원정보화 비젼 및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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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ity criteria on water supply
• Permit criteria on water apportionment
• Comprehensive water consumption management
• Flood mitigation using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 Real time water balance analysis
• Drought analysis
• Actual water usage gaging and management
• Precise flood forecasting
• Conjunctive operation of water facilities
• Data warehouse
• Real time hydro-meteorological data
• Water facilities information
• Water demand inventory
• Real time Water use monitoring

그림 17. Ma강 유역 수자원정보화 범위(안)

그림 18. Ma강 유역 수자원정보화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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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 실행계획) 본 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수행되는 단기 실행계획과,
Ma강 상류유역으로 확장 및 국가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

을 제시
- (법제도 개선방안) 효율적인 수자원 정보화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
ㅇ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한 통합 DB 구축) 강우ㆍ수위ㆍ염분ㆍCCTV영상 등 실
시간 자료 DB, 댐ㆍ펌프장ㆍ관개수로 등 시설물 DB, 관개구역ㆍ경작내용ㆍ
물수요량 등 용수자료 DB 구축
- (DB 구축 범위) MARD와 DARD 및 관개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대상

으로 정보의 취득, 품질, 처리, 제공에 수반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DB를 구축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특히, 하천 및 관개
수로망, 시설물 위치, 관개지역 등 기 구축된 기초 GIS 정보를 면밀히 파악
하여, 이를 연계 운영
- (실시간 자료 DB) 실시간 자료 DB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꺼닷(Cua Dat) 댐과 같이 기구축 운영중인 DB는 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취득되는 강우ㆍ수위ㆍ염분ㆍCCTV영상 등 DB는 댐,
저수지 및 관개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효율화와 과학적인 용수공급여건 조성
을 위해 자동 관리
표 19. 실시간 자료 DB구축 방안

As Is

To Be

비고

․

댐 강우량계, 수위계 노후화

․

댐 강우량계, 수위계 교체

실시간 자동계측

․

댐 영상감시(CCTV) 일부 실시

․

관개시설 영상감시 신설

수문, 수위영상 감시

․

강우량, 수위 현장측정 및 기록

․

TM 설비, 무선통신망 신설

원격측정 및 전송

․

펌프장 설비 노후화

․

펌프장설비 개선(3개소)

․

현장근무자에 의한 염도측정

(계측기, 현장판넬, 통신망 등)
․

염도계측장치 신설

원격감시 여건조성
실시간 자동계측

- (수자원 시설물 DB) 댐, 저수지, 펌프장, 웨어 등과 같은 수자원 시설물 기

초정보를 GIS기반으로 DB화
KOICA는 시설물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ㆍ구현하며, MARD는 관
개관리회사를 통해 시설물 기본정보(baseline)를 조사 입력.
건설된 지 오래되어, 저수지에 대한 내용적 정보(수위-수면적-용량)가 없는
소규모 저수지들에 대해,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내용적 정보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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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저수지별 수면적을 자동계산할 수 있는 툴

을 개발하며, MARD는 관개관리회사를 통해 위성영상 촬영시기별 저수지
들의 수위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내용적 정보를 구축. 이때에 활용되
는 위성영상은 주기적인 확보가 중요하므로, Sentinel과 같이 해상도는 다
소 낮더라도 무상공급되는 영상을 활용
- (용수자료 DB) 관개구역ㆍ경작내용ㆍ물수요량 등과 같이 용수관리를 위한

정보를 DB화
관개구역정보는 기구축된 공간정보를 기초로 하되, 미구축된 지역에 대해
서는 관개수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GIS상에 맵핑
용수수요량 추정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경작정보는 관개구역별로 조
사하여 DB화 함.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경작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며, 영상분석을 위한 툴을 개발ㆍ적용
관개지역별로 경작정보에 따른 용수수요량을 추정하고, 이를 DB화
ㅇ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관개급수지역 물공급 전망 및 시설물간 연계운

△물관리시스템, 최적 댐방류 및 하류 범람방지를 위한 △홍수예측
시스템, 댐ㆍ펌프장ㆍ수문ㆍ보ㆍ관개수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하류 염수침입 영향예측을 위한 염수침입예측시스템 구축
영을 위한

- (물관리시스템) 저수지 및 관개수로 등 현장의 실시간 계측자료와 관개지역

별 물수요량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실시간 물수지 분석툴을 개발ㆍ적용
하여, 관개급수지역에 대한 물공급을 전망하고, 가뭄상황에 대한 관개지역별
공급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현. 또한, 시설물간(저수지, 펌프장
등) 물배분 모의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역 전체의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토록 구현
- (홍수예측 시스템) Cua Dat댐의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수지 모의운영에 따른

하류지역 홍수(홍수량, 홍수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홍수예측 시스템을 개발
-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본 지원사업을 통해 GIS를 기반으로 DB화된 시설

물정보를 바탕으로, 관개관리회사의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설물관리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 유지관리 이력사항에 대
해 MARD는 관개관리회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DB화 함.
- (염수침입 예측 시스템) Ma강 하류부 염수침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류

댐 방류량과 하구 조위변동에 따른 염수영향지역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
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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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자재 지원) 강우, 수위, 염도 등 실시간 계측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및
중앙과 지방간 통합 및 연계를 위한 MARD와 DARD 종합상황실 설치
- (현장 모니터링 장비) 댐 안전관리를 위한 강우-수위-방류량 자동관측장비(25

개소), 마강유역내 강우자료 확충 및 집중호우 계측을 위한 자동 강우관측장
비(20개소), 마강 홍수상황관리를 위한 하천내 수위-강우 관측장비(5개소), 펌
프장 운영 상황관리를 위한 자동 수위관측장비(3개소), 하류지역 염도 자동
관측장비(3개소), 관개수로 현장감시 및 수문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CCTV(16

※

개소)를 설치(

하며, 이를

기자재 구성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위한 구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현장데이터(강우량, 수위, 염도)는 댐 운영실, MARD내 상황실, 탱화성 (DARD)내
상황실에서 원격감시토록 구성
② 현장데이터(강우량, 수위, 염도)를 전송하는 통신방식은 무선통신(GSM, GPRS)
또는 인터넷을 사용 (현지 통신서비스업체와 협의하여 추진)
③ 현장데이터(우량, 수위, 염도) 수집, 처리, 전송을 위한 RTU 설비는 데이터와
영상을 함께 취득, 전송토록 구성
④ 댐 수위계, 강우량 등의 수문관측국 설비는 설치위치 및 계측항목을 감안하
여 현장 맞춤형 일체형으로 제작, 설치
⑤ 현장근무자는 운영실내 컴퓨터, 휴대용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조기인
지를 통한 비상대응여건 마련
⑥ 관개수문 운영에 필요한 수문자료는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운전화면을 구성으로 신속한 분석 및 의사결정기반 조성
- (종합상황실 설치)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중앙과 지방의 통합연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DWR)와 지방정부(DARD) 내 별도 상황실을 구축하
며, 상황실 구축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상황실(MARD)내 의사결정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실시
간 정보공유 추진
② 통합관제센터(MARD) 내 의사결정시스템은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정보시스
템과도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주요데이터는 공유 실시
③ 상황실내에는 통합운영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영상운영서버, 예측분석용 서버
등을 설치 (현지 여건에 따라 일부서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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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및 종합상황실 운영 개념도

ㅇ (역량강화)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국내초청연수, 구
축단계 현장교육, 운영단계 기술이전 등 베트남측 역량강화를 시행
- (국내초청연수) 통합물관리와 수자원정보화에 대한 관리자급 및 실무자급 초

청연수를 각각 2회씩 실시하여, 현업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구축단계 현장교육)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단계 및 시스템 구축단계

별로 총 3회에 걸친 워크샵을 시행하여, 사업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환류함으로써 수원기관 및 관계기관의 역량을 강화
- (운영단계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후 실제 운영단계 업무담당자와 시스템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고 유지관리에 신속하
게 대응하여 본 시스템의 안정적인 업무 정착 및 타 유역으로의 확대 방안
을 지원함. 이를 위해 2년간 분기별로 2주씩 전문가(수자원분야, 시스템분야)
를 파견하여 시스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원국 업무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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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표 20. 사업 추진일정

2021

2020

2022

2023

2024

활 동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PM, PC 기관선정
(활동 1) 사업관리

■ ■

■ ■ ■ ■ ■ ■ ■ ■ ■ ■ ■ ■ ■ ■ ■ ■ ■ ■

사업기획 관리,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성과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검토 및 관리, 사업홍보

(활동 2) 통합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 ■ ■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젼 및 목표확립, 수자원정보화
체계수립, 장단기 실행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등
수자원 정보화전략 기획

(활동 3) 수자원정보 통합DB 구축

■ ■ ■ ■ ■ ■ ■

강우ᆞ수위ᆞ염분ᆞCCTV영상 등 실시간 자료
DB, 댐ᆞ펌프장ᆞ관개수로 등 시설물 DB,
관개구역ᆞ경작내용ᆞ물수요량 등 용수자료 DB 구축

(활동 4)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물관리시스템, 홍수예측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염수침입방지시스템(시스템 안정화, 운영 및
유지관리기간 포함)

(활동 5) 기자재 공여 및 운영상황실 구축

■ ■ ■ ■ ■ ■ ■ ■

강우ᆞ수위ᆞ염도 등 실시간 계측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및 중앙과 지방간 통합 및 연계를 위한 MARD와
DARD 종합상황실 설치

(활동 6) 역량강화

■ ■ ■ ■ ■ ■ ■ ■ ■ ■ ■ ■ ■ ■ ■ ■ ■

국내초청연수, 구축단계 현장교육, 운영단계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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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속가능성
ㅇ 제도적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및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의

복지·삶의 질 개선

▲시민 안전

·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등 근본적인

실행수단 및 제도적 지속가능 요소로의 최우선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MARD, DWR, VAWS(CWRS), DARD, Thang Hoa PPC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공감하고 있음
-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의 성과로 수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물 관련 법안

개정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여 수자원 관리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관개수리법」은

수자원 업무의 과학적인 기술도입

을 통한 자체적인 물공급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수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서 베트남 측에서는 그 성과를 타 유
역에 확산하고자함.
ㅇ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수자원총국(DWR)은 현재 수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 완료 후에도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인력지원, 관측기자재 정비와 유지관리, 교육 계획 수립 등 자체
운영 가능한 환경 마련 계획을 수립함.
- 수자원아카데미(VAWS)의 수자원소프트웨어센터(CWRS)는 자체적 관측장비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관측장비의 노후화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물 배분과 물 손실의 최소화를
통해 장기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탱화성 Ma 강 유역의 산업시설, 발전시설, 정수 시설 및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에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물공급 및 배분을 통해 탱화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시
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Ma강 주요 하천이 분포하고 있는 탱화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휴양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어 연간 8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효과적 물관리와 재해
관리를 통해 안전한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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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의 긍정적인 성과도출을 통해 후속사업으로 우

리 민간기업과의 PPP형태 또는 WB, ADB 등의 차관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지역으로 확대 가능한바, 원조효과성과 동시에
투자기반 마련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물 사용과 분배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수원국 Ma강 유역 주

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로, 물 부족 지역의 물 분쟁을 감
소시키고 지역 및 국가간의 수자원 활용 규약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농업생산성 및 교육 참여 증가에도 상당부분 기여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동 사업의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토됨.
ㅇ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수원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인근의 나라는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해

취약지역이나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능력은 부족한 상태로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후 홍수 등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향후 베트남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으로의 초석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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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과관리 계획
1. 성과관리 계획
ㅇ (성과관리 지표 근거를 위해 수원기관 자료제공 및 지속 관리 필요)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정량, 정성적인 기대효과를 PDM에 담기위한 수원국측
자료 공유 필수이며, 수시평가, 중간평가 및 종료평가 실시하여 사업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현상을 지표화하여 모니터링 실시
ㅇ (수원국 및 원조기관별 역할 분담 및 각 기관별 지속적 협의 필요)
- 동 사업 종료시까지 수원 기관 실무담당자 역할 지속 필요. 담당자 연수 역

시 해당 사업팀에서 선발하여 성과관리의 지속성 유지
- 수원국측 PMU와 KOICA, 사업수행조직 간의 명확한 협의 및 효율적 의사

소통에 의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 보고체계 구축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동 사업 추진 시 각 기간별, 단계별로 평가된 모니터링 결과를 정량화하여

지속적으로 PDM 수정 및 지표 반영 활동 필요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사업 품질제고 및 연계방안 모색
-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간 협의 이후, 사업 과정 중간 시점 수행 중간평

가, 종료 후 사업 목표 및 수행과정 적절성 평가의 종료 평가 및 사업의 중
장기 성과와 파급력등을 점검 후 향후 사업 교훈 도출을 위한 사후 평가등
의 정기적 평가 진행
ㅇ (PDM 을 반영한 성과관리 모니터링)

･

-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달성 공정율관리 및 사업 추진성과 점검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 관리
- 기술자문단 자문과 Workshop을 통한 과업의 성과품질 향상 추진
- 과업 모니터링을 통한 보고체계, 실시간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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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PDM 성과관리 모니터링 지표

PDM 객관적 검증지표

모니터링
시기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사업목표
· 홍수예방 및 안정적인
물공급을 통한 탱화성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
착수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현지여건 및 상황파악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개선에 기여

수자원정보화

수시평가
(정기)

마스터플랜

실적, 주요추진실적, 미진시

·수원기관의 협조도

사유와 만회대책 등

·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원기관 유구사항의

- 강우, 수위, 염분,

- 수자원 시설물 DB

정성적, 정량적 평가 실시

·월별, 분기별 진도보고에 의한
진행상황 점검

위한 DB

실시간 DB

외부전문가의 분석에 의한

·계획공정의 달성도

·수자원통합관리를

CCTV 영상 등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과업 계획공정 대비

산출물
·Ma강 유역

·파견전문가의 현지조사

중간평가
(중간
보고서)

- 용수자료 DB

반영도
·계획공정의 달성도 및
중간보고서의 완성도
·수행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사업계획 대비 진도 분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기술평가
·중간보고서 정성적 평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물관리, 홍수예측,
·중간평가 결과 반영

시설물 유지관리,
염수침입예측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최종평가
(계획안)

및 종합상황실

여부
·수원기관의 사업 만족도
·사업의 완성도 및
지속가능성

·사업지속가능성

·외부전문가 및 수원기관에 의한
정성평가
·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최종보고서 정성적 평가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종료평가
(최종
보고서)

·사업의 실시,
연수교육의 만족도,
최종성과보고서 제출후
사업 전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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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공정율, 전문가 및
수원국의 의견반영 및 만족도
평가
·기술이전, 연수과정 등의
품질평가

Ⅶ. 위험분석 및 대응방안
ㅇ 위험관리 대응 및 관리 방향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분석으로 대응 방안 강구 및 대처능력 확보
- 사업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방지 또는 발생된 문제에 대한 확산 방지
- 단계별(사업 착수, 수행, 완료, 기타 등) 잠재위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ㅇ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중요성
-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위험에 적절한 대처능력 확보
- 과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정지연요소 차단
- 문제발생 방지 또는 발생된 문제에 대한 확산방지 가능
- 위기관리 지침과 신규파견자 안전교육을 통한 발생가능 위험요소의 효과적 관리
-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 도모

그림 20. 사업단계별 위험요소 관리 점검사항

ㅇ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표 23.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치안

· 업무외 사적인 외부활동 및 야간활동 통제
· 외출시 카메라 등 귀중품 노출되지 않게 유의

질병

· 풍토병,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응급 상황을 고려한 응급병원 및 약국위치 사전 파악 및 교육

안전사고

· 사업착수전 안전교육 및 근무지침서 제공, 위험지역 접근금지 및 현지 운전사 고용
· 베트남 KOICA 사무소 및 한국대사관, 현지 관련기관 및 관공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불가항력

· 한국대사관 및 KOICA 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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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연락체계 구축
- 파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과업지연 리스크에 따른 대책 마련
- 수원국의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대한민국 대사관, KOICA 사무소와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신속한 위험관리 대책마련

그림 21. 위험요소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ㅇ 사업착수/수행/완료 단계별 위험분석 및 대응방안
표 24. 단계별 위험분석 및 대응방안

단계

구분

사업

정책

착수

변경

영향도

가능성

위험
등급

위험 요소
·사업타당성 및 부합성

상

하

상

변경

대응방안
·수원기관이 사업 성격 및
부합성에 맞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수원기관의 의사결정
지연
상

하

상

·주/월/상시 보고체계 확립
및 사전 의사결정 요청
·의사결정 요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이해

·수원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협력 저조

사업

사업

수행

관리

·KOICA 사무소, PM기관,
수원기관과의 협력체
구성하여 주요 쟁점사항
협의 등 담당자의 적극적인

상

중

참여 유도

상

·동 사업 담당하는 MARD내
각 파트별(사업관리,
시스템, DB, 기자재 등)
사업 전담자 1인씩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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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영향도

가능성

위험
등급

위험 요소
·사업 수행기관의
투입인력 변경

중

하

대응방안
·신속한 대체 업무자를 위한
인력풀 확보
·대체 인력에 대한

중

업무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트레이닝
·성과 불만족

실시
·수행기간 동안
정기/상시/수시 협의를 통한

상

하

요구사항 충족

상

·설계단계/개발단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중복 기능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하락

중

중

중

설계사항 이해 도모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시
부터

산출물 면밀히 검토

·단위/통합 테스트와
안정성을 위한 사전 충분한

시스
템

·요구사항 변경
상

중

중

시간확보
·요구사항 협의 및 변경통제
체계로 협의체 운영

개발
·유관기관 보유 시스템
연계 어려움
중

중

중

·기관별 각 연계 시스템간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사전에 호환성과 운용성
조사하여 충분한 연계

·유관기관과 유사한
중복 DB 구축
GIS
DB

테스트 시간 확보
·수원기관에서 필요한 DB
항목과 유관기관 보유 항목
점검

하

중

하

·TWG, 유관기관 등과 사전

구축

협의를 거쳐 항목별로
신규·편집·연계를
·통관 및 세관 지연

고려하여 수행
·관련기관을 통해 ODA
기자재 공여 내역 및 정보

상

중

제출하여 사전 협조요청

상

·수원기관 및 KOICA
베트남사무소와 협력하여

기
자

·기자재

재
상

하

중

통관/세관 시기 확인
·수원기관 및 공급업체의

(H/W, S/W, N/W 등)

공여기자재 내역 및 수량

누락 항목 발생으로

사전 확인

추가 비용 및 계약변경
중

중

중

·인프라 도입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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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안정화에 대한

단계

구분

영향도

가능성

위험
등급

위험 요소
제품간 호환성 문제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

대응방안
충분한 기간 확보

·수원기관의 수자원관리
능력 및 필요한 교육과목
사전 조사 후 시행

초청
연수

상

하

·1단계 사업과 비슷한

중

프로그램 중복 방지
·수자원 관리(물 분석, 배분,
홍수예측 등) 위주의 교육
구성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사업

유지

완료

보수

·수원기관의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시스템, DB, 기자재

중

하

중

유지보수 담당인력 배정
·자체 운영 가능한 충분한
유지관리 기간 확보 및

불가
항력

·전쟁, 시위, 자연재해
상

하

상

등의 불가항력 발생
·현지 불완전한 치안

사업비 포함
·현지 공관, KOICA 사무소
협의 후 신속한 대응
·현장 방문시 수원기관
담당자 동행

치안

상

하

·업무 외적인 개인 외부활동

상

자제
·유기적인 현지 비상연락망

기타
·안전사고

구축
·KOICA 사무소 현지
예방교육 숙지

안전
사고

상

하

·현지병원, 긴급전화,

중

비상연락망 가동
·택시이동시 운전기사의
ID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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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범분야 관련사항
ㅇ 범분야 관련사항 사업수행 계획
- 국가재정 및 국제기구 원조전략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시급성에 따른 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 젠더/인권, 기후/환경,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기술자의 육성으로

수원국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역량강화 수행
ㅇ ICT(정보통신기술)
- 베트남의 통신/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 1단계: 수문자료 취득 자동화(수위관측소, 강우량관측소, 유량관측소 등)
- 2단계: 유역단위 취득 전문화(유역별 수자원관리 및 물공급, 배분 등)
- 3단계: 통합 고도화(전유역 통합관리 및 물공급, 배분 및 홍수예측 등)
- 각 단계별 ICT 기술력 향상을 위한 초청 및 현지 연수 실시
- 남녀 구분없는 현지 전문 인력의 능력 향상

ㅇ 젠더/인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통합수자원관리(IWRM) 전문교육 실시
- 사업 수행기간 중 여성인력 채용 확대
- 이해관계자, 정부 및 특히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견 반영
-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참여 보장(초청연수, 워크숍 등)

ㅇ 기후/환경
- 현지조사를 통한 베트남에 적합한 수자원관리 계획 수립
- 부족한 물 배분 지역을 고려한 이수 대책 마련
- 사업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환경의식 증진(물절약 등 수자원 중요성)
- 베트남 환경계획 중점분야 지원 및 물 문제 해결에 집중
- 환경의식 배양

ㅇ 사회/문화
- 실현가능한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프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물관리 능력 향상
- 수자원관리시스템의 이용가치 극대화로 주민의 물 분배 만족도 및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수자원 최적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단위, 국제

사회 대응 및 협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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