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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 농촌개발운동 1단계 (2010-2015) 사업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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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tage(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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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 as to exam ine the accom plishm ents and problem s of N ational Target Program on N ew
Rural D evelopm ent(NTP-NRD ) of the Vietnam governm ent during the 1st stage(2011-2015).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 the follow ing suggestions w ere draw n w ith related to 19 criteria and 39 indicators; 1) the relationship betw een the overall goal and 19 criteria as its m easures seem s to be inconsistence, so that the m eet of
the 19 criteria regarded as the goal of the N TP-N RD , 2) there w as no m easures for the com m unes, w here m et the
requirem ent of 19 criteria early, 3) m ost indicators w ere output oriented, w hile outcom e level w ere little, 4) it needed
to adjust for the som e indicators as the im plem entation unit from com m une level to m ore w ider spatial level.
Key w ords: NTP-NRD, New Rural Development, Vietnam

1. 서 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와 농촌, 환경조건이 다른 지역 간 성장격차를 낳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시장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 도이모이

실정이다. 또한 2013년(추정) 현재 베트남 인구의 약 67.8%가

(Doi Moi)정책에 착수한 1986년 이후, 베트남은 매우 높은 경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15세 이상 고용인구 중 46.8%가 농림수

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연간 평균 GDP성장률이 1990년에서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2013년 국가통계연보), 농업 및 농촌의

1997년 기간 동안에는 8% 수준을, 2000년에서 2005년 기간에는

발전이 국가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평균 7% 수준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

농업분야의 경우 소규모 필지의 분산, 낙후된 영농기술, 새로

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추정치로 1인당 명목

운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등의 문제가, 그리고

평균소득(GDP)도 2,105$(PPP 기준 5,630$)에 이르고 있다. 기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빈곤, 실업, 환경오염, 낙후된 인프라,

대수명, 교육수준, 소득지수를 반영하는 인간개발지수(HDI)도

열악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 개발에 대한 동기부족, 협

1985년 당시 0.561에서 2013년에는 0.638로 높아졌다).

동조합에 대한 낮은 흥미와 성과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 요 어 : 베 트 남 신 농 촌 개 발 운 동 , NTP-NRD
* 이 글은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요청으로 실시된 베트남 NTP-NRD 사업의 2단계 사업 자문활동의 결과물인 정기환⋅ 최찬호⋅ 고순철
(2015)의 연구보고서 중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요약,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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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Luan, 2013; Jan Rudengren⋅Nguyen

사업성과의 성패를 측정하기 위한 19가지의 국가 기준을 설

⋅Anna, 2012).

정하게 된다. 한편, 신 농촌개발사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한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에서 그 성과

2006년 개최된 제10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모든 주

와 문제에 대한 고찰은 넓게는 농촌개발, 좁게는 지역사회개

민들에게 민주주의 및 평등에 기반하고, 합리적 경제구조에

발 이론과 실천의 전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부합하는 생산구조를 발전시키고,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인

이라 본다.

프라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개발”의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벤

중요성을 결의하였고, 이후 2008년 8월 5일에 개최된 제10회

치마킹하여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의 신 농촌개발 사업이 어

공산당 집행위원회에서는 “농업⋅농민⋅농촌(Tam Nong; 3

떠한 특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

농)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위치를

엇인지를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지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3농 발전을 주요 국가 이행과
제의 하나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및 농촌발전을

2. 연구 방법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발표되었고1)), 2020
년까지의 NTP-NRD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이 연구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

Development, 이하 ‘신 농촌개발사업’이라 함)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부의 요청으로 ｢한국국제개발협력단｣이 의뢰한 신 농촌개발

베트남의 신 농촌개발운동은 그 출발 당시부터 한국의 새

운동에 대한 정책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습

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였고2),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이후

득한 자료와 그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자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운동이 전개되는 곳이 전 세계적

2015.1.11.~17 동안 이루어졌는데, 방문 전에 관련 문헌 및 인

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

터넷을 통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지 방문 동안 추가의

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에 베트남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자료가 대부

정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베트남 형 새마을운동

분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모델을 지원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

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방문 동안 자료 내용을 검

제연구원의 자문으로 베트남 농업계획 및 예측연구소(NIAPP

증하였다. 현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베트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가 주

남 농업농촌개발부 및 관련 연구기관인 베트남 농업계획 및

관하여 2001-2002년 동안 7개 마을에서, 그리고 2007-2009년

예측연구소(NIAPP; National Institute of Ag. Policy and

동안 2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Projection), 농업⋅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연구소(IPSARD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에서는 2001-2005년 동안 생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태환경이 서로 다른 18개의 면 단위 시범사업을 주도하였고,

Development), 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및 현장을 방문하였다. 특

2007-2009년에는 1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Luan,

히 중앙조정사무소 및 2개 연구소에서는 워크숍 형태로 관련

2013:6).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과는 달리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전개하며, 이 사업의 성과와

사업추진단위를 마을이 아닌 면(commune)단위로 정하였고,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

2)

베트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획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s : 2012-2015)은 ① 고용과 직업훈련, ② 지속가능한 빈곤감소, ③
깨끗한 식수와 농촌환경 위생, ④ 보건, ⑤ 인구와 가족계획, ⑥ 안정과 식품위생, ⑦ 문화, ⑧ 교육과 훈련, ⑨ 약물사용 예방과 퇴치, ⑩ 범죄예방
과 퇴치, ⑪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이용, ⑫ 기후변화 대응, ⑬ 새 농촌개발, ⑭ HIV/AIDS 예방 및 퇴치, ⑮ 산악, 오지, 국경지역, 섬에
대한 정보 전달, 
 환경오염 개선 등과 같은 16개로 되어 있다(FAO, 2014:13). 이 중 ② , ③ , ④ , ⑦ , ⑧ 등 5개는 NTP-NRD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Decision 800/QD-TTg 에 반영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⑬ 새농촌 건설이라는 기획 사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NTP-NRD
추진을 위한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기획 프로그램의 추진에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신농촌 건설 운동과 새마을 운동과의 관계 및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는 박승우외 3인(2015) 및 정기환⋅ 최찬호⋅ 고순철(2015)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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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2. NTP-NRD 목표달성의 기준

3.1. NTP-NRD 개요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신 농
촌개발사업을 위한 11개 사업 내용을 5개 영역의 19개 기준

3.1.1. NTP-NRD 목적과 목표

(criteria), 39개 측정지표를 설정3))하였는데<자세한 사항은 부
록 참조>, 이러한 기준의 충족을 위한 활동이 이 사업의 핵심

새 농촌 건설을 위한 NTP-NRD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지표를 5개 영역별로 구분

까지 10년 동안 베트남 전국의 9,001개(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보면, ① 계획영역은 1 개 기준, 3지표, ② 사회경제 인프라

면 단위를 실천 단위로 정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영역은 8개 기준(도로 4 지표, 관개 2 지표, 전기 2 지표, 학교

사업은 ① 새 농촌발전 계획, ②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③ 농

1 지표, 문화시설 2 지표, 농촌시장 1 지표, 우체국 2 지표, 주택

촌경제개발 및 소득증대, ④ 빈곤감소와 사회적 보호, ⑤ 생산

2 지표), ③ 경제활동 및 생산조직 영역은 4개 기준 (소득 1

조직의 개혁과 개발, ⑥ 교육과 훈련개발, ⑦ 의료보장, ⑧ 농

지표, 빈곤가구 1 지표, 노동구조 1 지표, 생산조직 1 지표),

촌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⑨ 깨끗한 식수와 농촌 환경,

④ 문화-사회-환경 영역 4개 기준 (교육 3 지표, 의료보장 2

⑩ 지방의 당과 정부체계 운영개선, ⑪ 농촌의 안전과 공공질

지표), 문화적 삶 1 지표), 환경 5 지표), ⑤ 정치체계 영역은

서 확립 등과 같은 11개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농촌개발

2 기준 (정치 사회체계 4 지표, 치안 및 사회질서 1 지표)으로

계획으로서, 2010년 6월 4일 발표된 총리의 Decision

분류된다.

No.800/QD-TTg (National Target Program on Nong Thon Moi:

대체로 신 농촌개발사업에서 설정된 지표는 농촌 환경 개

2010-2020)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현대적 사회경제 인프

선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속성이 많으며, 당 조직의 솔선수범

라, 적절한 경제구조, 성장산업 및 서비스와 연계된 농업발전,

을 강조하는 점이 다른 농촌개발 사업의 지표와 다른 점이다.

풍요로운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가진 안정적 농촌사회, 주민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 및 달성 기준의 관계를 살펴보

의 지식 및 정보 개선, 생태적 환경의 보전, 당 이념하의 정치

면, 국가가 설정한 19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Decision

적 체계가 강화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

No.800에 기술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

로 하고 있다.

다. 한편 19개 기준의 충족 수준은 사업 착수 당시의 지역적

이 사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7개 지역(북부산악, Red Rever Delta, 북
부중앙해안, 남부중앙해안, 중부 평야, 남동부, Mekong River
Delta)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표 1> NTP-NRD의 단계별 목표

하나라고 할 수있다.

1단계 (2011-2015)

2단계(2016-2020)

⋅전체 면의 20%에서 국가 설정 기준
충족
⋅계획 수립 완료
⋅국가 설정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
경제 인프라 개발의 촉진
⋅지방 공무원 100%가 NRD에 대한 훈련
이수
⋅농촌주민 소득 1.5배 증대
⋅빈곤가구 8% 이하로 감소

⋅전체 면의 50%에서 국가 설정
기준 충족
⋅국가 설정 기준에 따라 기본적
인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완료
⋅농촌주민 소득 2.5배 증대를 통
한 삶의 조건 개선
⋅빈곤가구 3% 이하로 감소

출처 : Tang Minh Loc(2013).

3.1.3. 관계법령의 제정
신 농촌개발사업은 2010년 6월 4일 제정된 Decision No.
800/QD-TTg를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된 여러 법령 및
시행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총
리 결정문이 16개, 중앙추진위원회의 지침이 4개, 정부 부처
법령 및 지침이 14개, 농업농촌개발부 법령 및 지침이 20개
등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와 관련된 핵심 법령으로 농촌주민
에 대한 직업훈련(Decision No. 1956/2009), 농촌개발을 위한

3)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각 기준에 따른 지표 및 측정 방법을 2013년도에 일정 부분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지표는 농촌시장(기준 7),
소득(기준 10), 노동구조(기준 12), 교육(지표 14.1), 의료보장(지표 15.1) 등 5개 지표다. 또한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장관의 시행령(Circular)를
통해, 각 지표의 충족기준 및 산식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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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책(Decree No. 41/2010), 농촌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장

펴보면, 중앙단위 조정위원회는 총리의 Decision No. 1013

려(Decree No. 61/2010), 농촌정보화 및 커뮤니케이션 개발

/QD-TTg/ 2010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위원장은 부총리이고,

(Decision No. 1119/2011), 소규모 사업을 위한 특별 투자 메커

24개 정부부처, 5개의 중앙단위 사회정치 조직, 소수민족위원

니즘(Decision No. 498/QD-TTg/2013) 등이 제정되었다.

회, 베트남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실천단위로서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내에 중앙조정사

3.1.4. NRD 사업 추진체계

무소(Central Coordination Office)를 두고 있다. 중앙조정사무
소는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Decision No. 2501/QD-BNN-

새 농촌개발 사업은 사업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부의

TCCB(2010.9.17.)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MARD의 국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을

장이, 위원으로는 11개 정부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위해 중앙 단위의 사업조정위원회(PSC; Program Steering

성(Province) 단위 이하의 각 조직은 MARD, MPI, MOF 장

Committee)의 의장은 부총리가 맡고 있다. 이 사업에 관계된

관의 공동 Circular No.26/2011/TTLT-BNNPTNT-BKHDT-BTC

정부의 13개 부처는 해당 기준 및 지표설정과 충족수준에 대

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데, 성 단위 이하의 조정위원회의 의

한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고 있는데, 부처별 책임 영역은

장은 공산당 서기 또는 인민위원회 의장이 맡고 있다. 성 단위

다음의 <표 2>와 같다.

의 조정사무소는 크게 ① 국 수준과 동등한 NRD 위원회(5개

부처별로 구분할 때, 농업농촌개발부가 5개의 기준을, 건설

성 및 시), ② 성 조정사무소(54개 성 및 시), ③ 조정위원회

부가 3개의 기준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사회복지부

지원 팀(4개 성 및 시)의 형태로 전국 63개 성 전체에 조직이

가 각 2개의 기준을, 그리고 나머지 부처들이 1개의 기준을

되어 있다. 현(District) 조정위원회는 현의 경제과 또는 농업농

담당하고 있다. 기준별로 볼 때 특히 계획부분은 농업농촌개

촌개발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619개 현 중 583개가 조직되어

발부, 자원환경부 및 건설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

있다. 면에는 면 인민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으로, 관련 조직 및

한편, 이 사업은 범정부가 참여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

마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 농촌개발사업 관리팀이,

하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조직도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개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

행정단위 수준에 따라 중앙정부-성 정부-현-면-마을에 이르기까

마을의 약 71%에서 조직되어 있다. 위원장은 마을 주민의 투

지 조직이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크게

표로 선출된다.

사업조정조직(Streering system)과 실행 조직(Implementation

면(Commune) 단위에서의 NTP-NRD 사업의 추진을 위해

Unit)으로 조직되어 있다. 먼저, 중앙단위 사업 수행조직을 살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① 조정위원회 및 관리 체계의 설치,
② 선전 및 정보 전달, ③ 19개 기준에 대한 면의 현황 분석,

<표 2> NTP-NRD 기준별 실천 책임 부서
중앙 정부 부처
Ministry of Ag. and Rural Development

④ NRD 기본 종합계획의 수립, ⑤ 면 개발계획의 수립, ⑥
기준(criteria)

1.계획 3. 관개 10.소득
13. 생산 17. 환경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계획(부분)
Ministry of Construction

계획 7. 농촌시장 9. 주택

Ministry of Transport

2. 도로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4. 전기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5. 학교 14. 교육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6. 문화시설 16. 문화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13. 생산조직

개발활동의 실천, ⑦ 모니터링과 평가 및 보고이라는 일곱 단
계의 공통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 단위
기본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은 면 프로그램 관리팀의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8. 우체국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11. 빈곤가정 12. 노동구조
Affairs
Ministry of Health

15. 의료보장

Ministry of Home Affairs

18. 정치사회체계

Ministry of Public Security

19. 치안 및 사회질서

출처 : Decision No. 800/DG-TTg (2010.6.4.일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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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 되어 있다. 그런데 팀 위원장이 면 인민위원회의 의장

<표 3> 신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원 별 예산투자 비율

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 단위 기본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

Decision No.800

립은 면 인민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3.1.5. 예산 확보 및 활용
Decision No.800/QD-TTg 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은 크게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40%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23%는 신 농촌개발사업 내용과 관련된 정부의 다
른 사업 및 프로그램의 예산을 활용하고, 17%는 신규로 편성되
는 직접 투자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채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둘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0%를 조달하고, 셋째는 기업,
협동조합 및 다른 분야의 자금으로 약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 자
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
발적인 출연을 권장하고 있다. 넷째, 주민 부담금을 통해 10%
를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실제 투입(2011-2014)

정부예산

40%

32.52%

신용

30%

48.35%

기업

20%

5.39%

주민부담

10%

11.63%

기타

-

2.1%

* 정부예산은 다른 프로그램 및 사업예산 포함
출처 : MARD (2014). p.4

주민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비록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
다른 자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150,00억 VND(약 7.5억
달러) 상당의 정부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였지만, 정부 예산
중 NRD 사업을 위해서 직접 투자된 예산은 610,290억 VND
(10.3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 중 중앙 정부 예산은 101,750억 VND (공공경제
서비스 29,900억 VND, 개발투자 24,200 VND, 정부채권 47,650
억 VND)이고, 지방 정부 예산은 508,540억 VND이었다.
전국 7개 지역별로 투자된 예산액과 비율은 <그림 2>와 같은데,
북쪽 내륙 및 산간지역, Mekong River Delta 지역이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 및 사업예산, 신용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독특한 정책 중의 하나
는 성 인민위원회에서 면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70%를 유

3.2.2. 국가 기준 달성 수준

보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주민에게 할당할 때 징수
하는 세수(필요경비 제외)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 인민

국가가 설정한 19개의 충족 기준별 달성수준은 <표 4>와

위원회에 결정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모법에서는 예산 지원

같다. 2014년 말 현재, 달성 수준이 90%를 넘는 기준은 계획

및 사용지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97.2%)과 치안 및 사회질서(91.0%) 등 2개 기준인데, 특히 계

2년 이내이거나 30억 동(약 14만 달러) 이하의 면 및 마을의

획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중

인프라 시설 건립사업은 경제적-기술적 보고서만 필요한데,

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Decision No.800/QD-TTg 에

여기에는 사업설계 도면 및 예산 추계내용과 함께 사업 명, 투

서 실천 단계에서 계획수립을 먼저 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

자목적, 건립위치, 기술적 규모, 공사기간, 완료시점, 자금원 및

으로 보인다.

자금 증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승인권은 현 인민
위원회가, 30억 동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면 인민위원회에서

<그림 2> 지역별 자금원 동원구조 (2011-2013)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3.2. NTP-NRD 추진 실적과 성과
3.2.1. 예산 투입
2011-2014년 기간 동안 신 농촌개발사업의 실천에 투자된
예산은 총 5,911,700억 VND (약 295.9억 US$) 이다. 당초 계획
에 비해 정부 예산 및 기업의 기여가 미흡한 반면에, 신용 및

출처 : Nguyen Do Anh Tu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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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수준이 80%대에 달한 기준은 우체국(86.2%) 하나이

현재), 계획이 93.7%, 정치체계 영역이 73.4%, 생산-소득-빈곤

고, 70%대의 기준은 전기(75.6%)와 노동구조(72.2%) 등 2개,

감소(41.5%), 문화-사회-환경(39.0%), 사회경제 인프라(35.3%)

60%대의 기준은 정치사회체계(68.2%), 50%대의 기준은 생산

로 나타나,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에서의 달성수준이 낮

조직(58.5%)과 문화적 삶(56.5%) 등 2개, 40%대의 기준은 교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육(47.67%), 의료보장(45.9%), 농촌시장(45.0%), 관개(44.5%),

한편, 2014년 말 현재 19개 국가 설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소득(44.5%) 등 5개이다. 이어 주택(38.2%), 빈곤가구(36.4%),

면의 수는 785개 면(8.9%)이고, 1,285개 면(14.6%)이 15~18개

학교(30.8%), 도로(23.3%), 문화시설(17.9%), 환경(26.8%)의 순

기준을, 2,836개 면 (32.2%)이 10~14개 기준을, 2,964개 면

이다.

(33.6%)이 5~9개 기준을, 945개 면 (10.7%)이 5개 기준 미만을

이러한 기준별 달성 수준을 영역별로 비교하면 (2013년 말

달성하였으며, 1개도 달성하지 못한 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 4> 국가설정 기준별 달성 수준
영역

기준

1. 계획

계획

2. 사회 경제
인프라

주요 성과

2014년 충족 면
(%)

2015년 예측
(%)

97.2

100

도로

◦ 5,000개 현장 70,000㎞

23.3

35.3

관개

◦ 3,000개 현재 7,000㎞

44.5

52.7

전기

◦ 98.6% 면에서 전기 이용가능
◦ 96.6%의 농촌가구 전기이용 가능

75.6

80.9

학교

◦ 198개 고교 신축, 25,794 유아원 교실, 39,480 초등학교 교실,
21,899 중학교 교실, 5,018 고교 교실 추가 건설
◦ 2008년 대비, 유아원 아동 수는 대비 15.8%, 유치원 아동 수는 11.4% 증가
◦ 소수민족 학생의 7~12%가 기숙사 이용 가능

30.8

42.0

문화 시설

◦ 44.8%면이 문화회관과 스포츠 센터 보유
◦ 48.65%의 마을은 문화마을로 인정받음
◦ 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기 및 축구장은 36,141개, 체육관은 1,593개,
수영장 348개, 스포츠 클럽 38,371개 조직됨

17.9

31.0

농촌 시장

◦ 57.6% 의 면에 시장 개설
◦ 지역 및 성 단위 농산물 도매시장은 84개
◦ 전통적 시장운영 방식 외에 194개의 협동조합, 401개의 기업참여 시장운영
방식 도입

45.0

51.2

우체국
(IT 인프라)

◦ 55%의 면에서 공공 인터넷 접속 가능
◦ 인구의 80% 이상이 3G 에 접속 가능
◦ 97%의 면에 공중전화 설치

86.2

88.6

주택
소득
빈곤 가구
3. 생산 소득
빈곤 감소

38.2*
◦ 2013년 농촌주민의 소득을 2010년에 비해 1.8배 증대

44.5

51.0

◦ 2013년 말 현재 농촌 빈곤가구의 비율은 12.65로서 2008년 기준 매년 2%
정도 낮아지고 있음

36.4

45.6

72.2

76.0

노동구조

생산 조직

◦ 대개 농업에 기초하여 개발됨
◦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합병, 도로 및 관개 체계의 재설계(영농기계화에 적합한)
에 초점
◦ 협동조합의 활동 강화를 통해 생산조직 강화 (대규모 농장)
◦ 농촌관광 관련생산조직 사례

교육

47.7*

의료보장
4. 문화 사회
환경

문화적삶
환경

5. 정치 체계

58.5*

45.9*
◦ 1,600만 가구가 문화가족 인정받음

56.5

66.5

◦ 1천개이상의 식수사업
◦ 500개의 쓰레기처리장 및 1,200개의 생활 하수 처리

26.8

37.7

정치사회 체계

68.2

79.5

치안 및 사회질서

91.0

94.5

* 자료가 없는 것은 출처에 기술되지 않은 것이고, * 표시가 된 %는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기준을 인용한 것임
출처 : MARD(2014). NTP-NRD 2016-2020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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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 농촌개발운동 1단계 (2010-2015) 사업의 성과와 한계

고 있어, 1개 면당 평균 10개 기준(2010년 당시는 5.38개)을 달

점이다. 그 결과로 인프라개선 중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guyen Do Anh Tuan, 2015). 지역

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활용

별로는, 19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면은 평야지대 및 경제수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면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3.3.평가와 모니터링

이와 관련하여 농업농촌개발부는 신 농촌개발사업의 1단
계 목표 기간인 2015년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5개 현 및 1,800

이 사업 관련 각종 법령 및 지침에서는 결과중심 평가를

개 면 (20%)이 기준을 충족하고, 1,527개 면 (17.33%)이 15~18

도입한다는 것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개 기준을, 600개 면에서 5개 미만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것인가를 지정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의 진도 및 성취 수준의

예측하고 있다.

질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점검 등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즉,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보고와

3.3. NTP-NRD 추진에 따른 문제점

승인체계에 대한 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평가와
모니터링 과정에 수반되는 교훈 찾기(사업추진의 효율성, 효

2011년부터 신 농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천된 후 3년

과성, 창의성, 전파되어야 할 성공사례, 지방단위 조정위원회

동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준(criteria) 설정의 문제가

및 관리팀의 활동 상황 등)나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평가 및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천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과정적 요인(관계자의 능력 형성, 개선 정도 등)에 대한 평가

나타났다. FAO(2014)와 같은 공여기관과 Rudergren(2012) 등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주로 기준의 비 탄력성, 인프라 중심, 평가와 모니터링 등

특히 IPSARD(2014)의 발표 자료에서는 이 사업의 결과를

과 같은 사업의 특성과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

평가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비 일관적이고 서로 다르게 나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에서는 예산의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준 충족을 위

부족, 주민 참여의 부족 등 사업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한 지표의 불완전성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치안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및 안전질서, 정치사회조직, 효과적인 협동조합 운영 등에 대

과 같다.

한 평가가 대표적인 불완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3.3.1. 기준 적용의 비 탄력성

3.3.4. 예산 확보

기준 적용의 비 탄력성은 국가가 설정한 19개 기준이 다양

예산 확보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서 언급할 정도

한 농업의 생태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로 사업추진의 제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

지역의 조건(특히 산간, 오지 및 소수민족 지역)을 반영하지

는 당초 Decision No.800/QD-TTG에서 의도한 대로 자금원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 충족을

로, 특히 정부 예산 및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위한 수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트

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채권을

남 정부에서는 2013년 2월 (Directive No, 342/QD-TTg)에 19개

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Luan(2013)의 연구에서는

기준 중 일부(농촌시장, 소득, 노동구조, 교육, 의료보장)에 대

투자기획부(MPI)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1-2015년 동안 중

한 기준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지역별 기준 충족의 수준을 완

앙정부의 예산은 대략 568백만 달러 정도로 전체 필요 예산의

화하지는 않았다.

11%만을 확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있다. 이 금액은
2011-2013년 3년 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을 56개 성(7개

3.3.2. 인프라 중심의 사업 내용

성은 자체 조달)으로 나눌 경우, 평균 3년간 4.1백만 달러 정도
만 투자된 셈이다. 한편, 기업의 투자 기여가 낮은 이유로서

설정 기준 19개 중 많은 부분이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농업 및 농촌개발

있고, 소득증대 또는 빈곤감소와 관련된 기준은 극소수라는

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의 부족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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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개 지표에서도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

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주관부서는 농업농촌개발부이며, 훈

가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련내용 및 교육자료 개발, 훈련실시를 맡게 되어 있다. 이 지

반면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포함한 융자/신용 기여율이 당

침에 따르면, 2012년까지 NRP-NRD와 관련된 모든 주체(공무

초 기대했던 것(30%)보다 훨씬 높은 48.4% 정도로 높아졌는

원, 당, 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 주민)에 대해 100% 교육을 완

데, 이는 농가에 대한 부채압력으로 존재할 우려가 있을 것으

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로 판단된다.

사업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과 실천 기술이 낮은 것으로

3.3.5. 주민참여와 인센티브 부족

평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획수립의 대부분을 컨설팅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조국

NTP-NRD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는 크게 자본, 노동, 토지

전선, 여성연맹, 농민연맹, 청년연맹, 재향군인회와 같은 대중

의 기여 및 계획수립에서의 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정치조직도 각자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실질적인 참여는 이

지고 있다. 하노이 지역 5개 면과 남부 2개 섬마을 및 해안

루어지지 않고,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중점을 둔 것으로

1개 마을 등 2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연구한

지적된다.

Trang 등의 연구결과(2014)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
한 의결과 참여가 낮은 원인을 ① 주민들은 NRD 프로그램이

3.3.7. 기타

자신과 가족 및 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
하게 될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피력하고 있으

이외에도 사업대상 면의 선정에 있어 기준충족이 용이한

며, ② 주민참여와 자조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계

면을 선정함으로써 사업 대상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획 수립에 있어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도, 그 수용

성장격차로 인한 불평등성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③ 응답자의

Luan(2013)은 이에 대해 많은 성에서 목표연도의 기준, 즉

25% 정도는 주민들의 자본, 노동력, 토지 등의 자본기여에 있

2015년 20%, 2020년 50%의 면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어서 투명성과 민주적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

실정이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선정된 면에만 투자하거나 사

으며, ④ 또한 약 18%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본 기여가 월례

업대상 면을 사전에 선정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서 불평등성이

회의 또는 마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주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들의 기여에 대한 사후 인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

또한 농촌개발 분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촌주민의 소

타나고 있으며, ⑤ 주민들의 55%는 자본보다는 노동력으로 사

득 증대를 위한 생산-가공-소비를 연결하는 value-chain 정책

업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80% 이상은 토지를 기여하고

이 미흡하여, 소득 및 농업계획이 주로 농업생산에 초점을 두

싶지 않다는 의견을 지적하고 있다.

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토지법, 정부 예산법, 기업투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부족은 크게 ① 면이라
는 사업추진 단위와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과의 부정합성에

자촉진법 등 관련 정책의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
기가 적절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른 직접적인 수혜의 부족, ② NTP-NRD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③ 주민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 등 인센티브의 부족,

4. 결 론

④ 계획수립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과 피드백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의 새 농촌개발 운동은 국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3.3.6. 사업 관계자의 역량과 낮은 관심

실행하고 있는 전국 대상의 농촌개발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각 5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1단계

NTP-NRD의 교육과 훈련은 Joint Circular No.26/TTLT-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훈을

BNNPTNT-BKHDT-BTC (2011.6.13.)의 제13조에 기술되어 있

찾고자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을 하기 전에 우리

는데, 중앙에서 말단 수준까지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

나라의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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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농촌개발 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성과를 측정하

화가 필요하다. 지표는 분명한 산식에 기초하여 성과를 측정

기 위한 5개 영역의 19개의 국가 기준과 39개의 측정 지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일부 지표는 계획을 주민의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2011년 동안 전국의 11

참여 없이도 물리적 인프라만 구축되어도 달성이 가능한 것

개 면을 대상으로 시법사업이 전개되는 동안, NTP-NRD 프로

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승우 외 3인(2015: 131)이 지적한

그램이 발표된 관계로 시범사업의 교훈이 계획단계보다는 실

바와 같이, 산출(output)만이 강조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나 태

행 단계에서 수정, 보완되어 결과도 보이고 있다.

도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outcome)에

이 사업은 국가가 설정한 19개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새마을 운동

“현대적 사회경제 인프라, 적절한 경제구조, 성장산업 및 서비

당시 마을 유형화 기준에 사용된 8개의 지표가 객관적(물리

스와 연계된 농업발전, 풍요로운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가진

적) 지표였던 것과 유사하다.

안정적 농촌사회, 주민의 지식 및 정보 개선, 생태적 환경의

넷째, 지표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단위의 조정이 필

보전, 당 이념하의 정치적 체계가 강화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요하다. 현재는 사업의 실행 단위가 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

달성할 수 있다는 목적-수단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

에, 충족기준이 되는 인프라 설치 기준도 면으로 되어 있다.

에, 사실상 기준에 제시된 지표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그러나 특히 환경과 관련된 일부 지표(폐기물 처리, 공동묘지

있다.

계획 등)는 보다 광역화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특성을 가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NTP-NRD의 개요, 1단계 기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 수준에서 기준이 설정되어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사업목적과 기

있다. 또한 일부 지표들은 마을이나 개인 단위에서 실천되어

준 및 지표와의 관계에서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야 할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 실행단위의 혼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는 결국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사업의 완성

첫째, 사업목적 진술문과 기준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목적-수단이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목적 진술문 자

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는 것으로 보인다.

체가 바람직한 농촌 공간의 특성을 나열적으로 기술되고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사업 진행

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전개하는 단계적 접

국 19개 기준과의 관계가 정합성이 띈 것으로 판단되기 어렵

근을 취한 점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고, 어느 면에서는 기준 충족 여부가 사업의 목적이 되는 현상

전국적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농촌개발 사업을 전

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기준 19개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에 대한 지

의 초기 당시 전국의 마을을 8개 주요 지표(안길, 농로, 소하

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이 사업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천, 농업용수, 농업기계, 협동조합, 마을기금, 농가저축)의 충

향후 지역사회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족 수준에 따라 기초-자조-자립(1980년부터는 자립-자영-복지
마을로 구분)마을로 구분한 방식(정지웅과 최상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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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TP-NRD 지표의 충족기준 및 산식
기준

충족 조건

1. 계획

◦계획 작성 및 해당 권한기관의 심사승인 여부
◦계획안의 공개
◦인프라 관리 및 주택관리 규정

2. 교통

◦면간 도로 : AH 수준 및 2대 트럭(2.5톤 이하) 역도
◦면과 마을 도로 : A 수준 및 2대 트럭(2.5톤 이하) 역도
◦마을 내부 도로 : A 수준 및 1대 트럭(2.5톤 이하) 역도
◦농로 : A 수준 및 1대 트럭(10톤 이하) 역도
※ 교통부 규정은 AH, A, B, C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각 포장을 위한 세부적인 사양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AH 수준이 가장 높음

3. 관개

◦생산 및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관개체계 : 80% 이상의 효과, 정상적 기후에서 85%의 물 공급 및 배출, 건축물 및 인프라에 대한
관리기관의 지정과 점검활동
◦관개수로의 콘크리트 시설 수준
※ 해안, 섬, 댐 설치지역, 간척 지역은 제외
※ 관개 체계가 없는 마을 및 콘크리트 공사 대상이 아닌 지역은 달성으로 인정

4. 전기

◦전기시스템 : 변압소, 승압 및 하압 전기선, 전기계량기 등 포함
◦안전한 공급 : 평일 공급 가능

5. 학교

◦교육부 기준 충족 : 유치원은 레벨 1, 초등학교는 레벨 1, 중등학교는 국가기준

6. 문화 시설

7. 시장

8. 우체국

◦문화회관 및 스포츠시설 구축
◦문화회관 및 스포츠 시설 갖춘 마을 비율
※ 기존 문화회관이나 소수 민족의 Rong 집이 기준을 충족하면, 마을회관으로 인정
◦건설부 기준 충족
◦운영 및 관리 :
- 관리팀이 있고,
- 면 인민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 정확한 계량을 위한 표준저울이 1개 이상 있고,
- 판매물건 및 가격 등이 게시되어야 하고,
- 법률로 규정된 판매금지 물건이 없어야 함
◦최소기준의 정보통신 서비스 대리점 1곳 설치
※ 섬의 경우, 주민 200명 이상일 대 대리점 설치 적용
◦면 내 마을의 30% 이상인터넷 인프라 설치 및 가구의 10% 이상이 인터넷 활용

9. 주택

◦폐가 또는 임시 주택이 없음
※ 임시주택 : 5년 이하 내구성, 화재에 취약한 자재, 면적 부족 및 화장실 불비 주택
◦건설부 기준 농촌주택 기준 충족 :
- 면적 24㎡ 이상(화장실, 부엌 제외)
- 10년 이상의 내구성
- 부엌, 화장실, 전기와 식수 시설 구비
- 민족 및 지방의 문화에 다른 건축 및 디자인

10. 소득

◦1인당 연평균 소득=(총수익-생산비용)/가족 성원 수
- 총수익= 농업소득+비농업소득+이전소득
- 사회적 지원, 전기세 지원, 자산 판매, 저축은 소득에서 제외
※ 현의 통계사무소 지침에 의해 면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현에서 검토하여 인정하여야 함

11. 빈곤 가구

◦농촌의 빈곤가구 기준 : 1인당 월 400,000 동(약 20$)
※ 현의 인민위원장이 면의 조사결과를 승인함

12. 노동 구조

◦정기 취업 기준 : 생산연령대의근로자가 면에 등록하여 거주하며, 주35시간 또는 월 20일 활동하는 것

13. 생산 조직

◦합작사(협동조합)이 최소 1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거나, 전체의 50%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가구의 30% 이상이 합작사 및 합작조의 회원이어야 함
※ 협동조합의 효과성 :
- 2012년 개정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며,
- 관개/농자재/종료/농약/판매 등에서 최소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 지속적인 이익을 내어야 하고,
- 자본이 매년 3% 이상 증가하고,
- 면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합작조 : 관련 의정서 및 규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승인된 수익 경영사업을 수행함

14. 교육

◦중등교육의 보편화 : 연간 졸업생 비율이 90% 이상(빈곤 면은 70%)이고, 15~18세 청소년의 중등학교 졸업비율이 80%(빈곤 면은 70%)
이상
◦정규 훈련 농촌근로자 : 단기 및 장기 직업훈련과정을 바고, 증명서를 받은 자

15. 의료 보장

◦의료시설은 보건부의 기준에 맞고, 승인이 되어야 함
◦의료보험 가입비율 = 의료보험가입자 수/면 전체 인구
※ 의료보험은 정부 지원 보험, 의무 보험이나 임의 보험 포함

16. 문화 적 삶

◦면 내 마을 중 70%가 문화마을로 인정되고, 그 지위가 3년 유지될 때, 문화 면으로 인정
※ 문화마을 : 범죄, 마을의 안전, 유흥 및 혐오 시설, 주민 간 불화 등을 매년 조사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문화마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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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

◦깨끗한 식수: 정수과정을 거치거나,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색무취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끓인 후 마실
수 있는 물
북쪽 산간 및 Thay Nguyen : 상수 가정 80% 중에서 깨끗한 식수 사용 가정 45%
홍강 평야, 동남부, 구룡강 평야 : 상수 가정 90% 중에서 깨끗한 식수 사용 가정 50%
북중부 및 남중부 해안 : 상수 가정 85% 중에서 깨끗한 식수 사용 가정 50%
◦면의 친환경 개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영 생산업체가 없음
※ 경영생산 업체가 생산 및 가공과정 중에 배출한 폐기물, 폐수, 악취, 매연, 소음 등이 자원환경부가 지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마을에 공동 쓰레기장이 있고, 수거 및 처리 서비스 팀이 있음
해당되는 경우, 호수는 친환경적으로 관리
100%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정원이 없고, 울타리가 개선되고, 골목이 깨끗하여야 함
◦환경오염 활동이 없음
가정마다 목욕실, 화장실, 식수저장시설, 위생 처리된 농장 및 헛간 중 3개의 시설을 보유하여야 함
폐기물 및 폐수 수거 및 처리
⋅각 가정에서 공기와 주변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생활 폐기물,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면/마을주민 거주 지역에 공동배수 시스템 보유
⋅면/마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동 쓰레기장에서 처리함
◦ 공동묘지 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 관리됨
마을 / 면/ 면 클러스터별로 공동묘지 계획이 현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공동묘지 세부 계획 및 관리 규정(묘지 면적과 규격, 관리자 지정)이 있어야 함
집 주변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는 면 인민위원회에서, 공동묘지 매장 또는 화장을 홍보하여야 함

◦ 다음의 4가지 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면 공무원은 100% 내무부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학력 : 평야 및 도시지역은 고교졸업, 산간 및 섬 지역은 중학교 졸업 이상
⋅전문경력 : 업무와 관련 된 전공 2년제 중급학교 졸업장
⋅컴퓨터 수준 : A 급 이상 자격증 소지
⋅소수민족지역 근무자: 최소한 1개의 소수민족 언어 능통
⋅임용 후 정치이론과 국가관리 과정에 참여
18.정치 사회 체계
⋅면 군대장과 공안장이 전문 법률 규정에 기재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현급 공산당은 매년“청렴한 공산당 조직”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야 함
⋅현 인민위원회는 “청렴한 면”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야 함
- 규정에 의한 기본 정치조직이 있음
⋅공산당, 정치사회단체(조국전선, 호치민 공산청년단, 여성연맹, 농민협회, 재향군인회)가 있음
- 면 에 청렴한 공산당원 및 정부가 있음
- 면 의 우수한 사회정치 조직이 우수 표창을 받음

19. 치안 및
사회 질서

◦다음의 5개 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반정부, 경제파괴, 불법 선교, 장기간 많은 주민들의 고소활동이 없음
강도, 절도, 도박, 마약,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통제하거나 그 빈도가 감소되어야 함
주민에 의한 심각한 형사사건, 교통사고, 화재가 없음
현 인민위원회에서 안전한 정치⋅사회 마을로 인정됨
면 공안에 대한 우수표창 이상 수여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3). 베트남 새농촌개발전략(NRD)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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