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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ㆍ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김광임 ㆍ박태윤 ㆍ김윤정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
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
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
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
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에서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모델인 I-AID2E2 모형을 사용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
문결과 및 교육환경을 토대로 한국전문가 그룹 및 베트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설계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소에서 2010년 9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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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 실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
가되며 교육 참여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앞으로 공무원 시범교
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원 정규교육과정의 확립으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기간의 연장, 경제적으
로 수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정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의 확립,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
경자격제도 및 교육의무규정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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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베트남의 환경인력양성 필요성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의 유지 및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환경
의 보전, 환경과의 공생을 위해 국제 공조 등 세계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도에는 베단 베트남(Vedan Vietnam)사의
산업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였고,1) 2010년
5월의 유독성 폐수 방류사건 등 환경사고 발생 증가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
식이 증가하고 있다.2) 또한 세계은행이 2007년 2월 발행한 연구에서는 베

1) Vietnam News(2008. 9. 30).
2) KOTRA & globalwindow.org(2010. 6. 28); 2010년 5월 말, 빈증성 Viet Huong 공업단지에 위치한 3
개 대만기업 Taung Liang(가스레인지 생산기업), Jorn Technology(테이프 생산기업), 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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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그림 1-1 참고).3)

❚ 그림 1-1. 기후변화로 인한 1m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 ❚

자료: 세계은행(Susmita Dasgupta et al., 2007).

Knitting International(고무밴드 생산기업)이 유독성 폐수를 방류된 사례가 적발됨. 롱안성 Ben Luc
지역에 설립된 설탕, 주류 생산기업 Niv1 Joint Stock Company는 환경오염 적발로 벌금 1억 동
(5,263 달러)이 부과됨.
3) Susmita Dasgupta et al.(2007), p. 29. ; 침수예상지역인 메콩강과 홍강유역은 베트남의 인구와 경제
활동이 집중된 지역이다.

14│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
동 변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의 보호자이며 파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권력을 바탕으
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질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4) 베트남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무원
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환경법적․제도적 장
치의 마련 및 집행 능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환경문제 발생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때 환경 및 환경문제에 관한 공무원들의 올바
른 인식과 태도, 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나. 한국ㆍ베트남의 환경교육협력 필요성
베트남은 베트남전쟁 때에 한국과 대치국면에 있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ODA 수혜국 순위에서 2007년 2위, 2008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
요한 개발원조국이다.5) 한국은 베트남에서 2010년 기준 누적투자액 1위 국
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6) 베트남은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11위, 수입대상국 중 28위의 흑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로 자리하고 있다.7)

4) 오영석(1999), pp. 161-176
5) 한국국제협력단(2007; 2008).
6) 심나리(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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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
회의 ODA지원을 토대로 한 환경관련 투자가 적극화되는 등 환경시장이 급
성장하였다. 한국ㆍ베트남 양국은 2000년부터 정례 개최되고 있는 ‘한- 베트
남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환경전문가 초청연수사업, 지식전파사업 및 베트남
산업오염방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다. 베트
남은 정부차원에서 환경보전의 관심을 보이며 성장경로가 유사한 한국의 환
경정책 추진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해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에 환경인
력양성을 위한 베트남 환경훈련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베트남 환경훈련센터 건립사업이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사업으로 확정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8)
이러한 한국의 베트남 지원은 단순히 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교육
기관 운영방법을 전수하거나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지식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며 원조를 통하여 베트남 스스로 환경인력양성의 의지와
교육기관 운영능력을 배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조의 이행 자체보다 원조사업으로 해당분야에 어떠한
개선이 있었으며, 수원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에 중점을 두는 국
제기구 및 선진공여국들의 성과중심적 원조방향과도 일치한다.9)
본 연구는 베트남의 요구 및 기존 체제를 존중하고 활용하는 가운데 베트
남과 공동으로 공무원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범교육을 운영해 봄으
로써, 베트남 스스로 환경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운영능력을 배양하여 베트
남에서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7)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부 국별평가팀, p. 2.
8) 환경부 보도자료(2008. 6).
9) 박강호(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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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절차
가. 연구내용
베트남의 자연자원 및 환경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은 베트남 자연자원환
경부(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이며, 성
단위로 성 자연자원환경국(DONRE, Departments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을 두어 환경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10)
본 연구는 베트남의 환경 및 환경관리 조직, 환경교육현황을 파악하고, 지
방정부의 환경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을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 그림 1-2. 베트남 북부지역 ❚

자료: 베트남 카페(http://www.vietnamcafe.kr/encyclo/provinces).

10) 베트남의 행정단위는 Commune(면), Quan(군), Huyen(현), Tinh(성, 도) 또는 City(시)로 구성되고
Quan(郡;도시지역) 또는 Huyen(縣;농촌지역)은 통상 District로 불린다. 하이퐁은 Tinh(省)과 동급인
특별시이다. 특별시는 하노이, 호치민 및 하이퐁 3개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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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교육과정에서 교육 대상 공무원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지역을 중
심한 북부지역 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하노이의 주변 지자체인
박린성, 하이정성 등 북부지역 지자체로 한정한다. 베트남 북부지역은 정부
의 주요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지역으로 지형적으로는 산악지역과 홍강 델타
평야 지대로 구성되며, 산업적으로는 향후 화학, 광산, 전자통신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그림 1-2 참고).11)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일반현황, 환경현황, 교육제도 및 환경교육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무원 환경훈련 체계 및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설계
절차를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의 필요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요구분석을 위해 베트남 환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
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통해 교육 필요 영역을 도출한다.
셋째, 작성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센터와 공
동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의 환경교류를 확대하고 베트남에 공무원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베트남 환경현황과 환경관리행정기구에 대한 문헌검토, 비교연
구, 내용분석, 설문조사, 현장방문,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참여
및 시범교육 실시 등이다. 연구를 통해 작성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수체제
설계(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 Evaluation)의
기본단계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에 공무원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11)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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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검토’와 ‘기획’ 단계를 추가한 I-AID2E2 모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요구검토’단계는 의견조사와 교육수요조사 실시를 반영한 것이며, ‘기획’단
계는 공무원 환경교육이 외부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
획의도를 분명히 하여 기획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기에 기본단계에서 분리된
것이다. 작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한 시범교육은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
소(IMHEN, Institute of Met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에서 이
루어지며 베트남 지방 환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일간 진행한다.
이 사업의 연구기간은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며 연구절차는
베트남 측과의 협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작성, 한국 전문가와
의 검토 작업,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
된다(그림 1-3 참조).

❚ 그림 1-3. 연구절차 진행도 ❚

교육내용 협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운영계획 검수(한국, 베트남 공동수행)

교육대상 선정
및 공지

강사 선정

교육대상 선정
및 공지

강사 선정

교육장소협의 및 교육수행

교육 평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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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트남 현황

1. 베트남 국가 개황
가. 민족 및 지리적ㆍ자연적 환경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33만 1,690㎢, 인구는 8,602만 697명이다(2009년 추
정).12) 베트남에는 54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존재하며, 이 중 비엣 족이 전
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비엣 족 사람들은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고, 유교적 가치로 인해 가족을 중시하며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오랜 농경생활에 뿌리
를 두고 있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들 수 있다.13)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개 직할시와 59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12)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 pp. 11-13.
13) 클레어 엘리스, 옮긴이 김양희(2008), p. 72,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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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하노이시, 호찌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껀터시 등이 있다. 북부의 홍
강과 남부의 메콩강이 주요 생활중심지가 되고 있다. 베트남 북부는 고온의
몬순기후이고 5~9월은 우기이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건기이다. 길게
뻗은 지형으로 인하여 남과 북의 기후차이가 심하며,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도 매우 상이하다.
베트남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
의 10%의 조류와 포유류가 발견되는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베트
남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해 미 기록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베트남
의 자연환경은 세계적으로 보존의 가치에 있어 우선순위를 인정받고 있다.14)

❚ 그림 2-1. 베트남과 주변국가 ❚

자료: 한국브리태니커 온라인; “베트남”(http://www.britannica.co.kr).

14) Wordbank(200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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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 및 경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80년간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던
베트남은 2차 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1945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지속하였으며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남ㆍ북으로 분할된다. 남ㆍ북간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무력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실패하고, 1976년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된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
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5) 현재 베트남은 공산당만을 합법적인 정당으
로 인정하는 정치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로
정부 고위직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며 주요 정책은 전권을 가진 공산당 정
치국이 결정한다.16) 임기가 5년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있고 이 중
에서 주석이 선출되며 주석을 비롯한 각료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르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인 도이머이(Doi Moi, renovation, 刷新)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
해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하의 개방경제를 표방하면서 이념이나 사상보
다는 경제적 실리와 중국, ASEAN, 미국 등 주변국 및 이해당사국간의 관
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였다.17) 이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활발한 유입 및 대외
무역 급증 결과 1990년대에 연평균 7.6% 성장, 1991~2000년 10년 사이에
GDP 2배, 수출액 3배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하고 있다. 미국
은 2001년 12월 무역관계 정상화 이후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2009년

15) 두산백과 EnCyber & EnCyber.com, “베트남 전쟁”을 참조하여 작성함.
16) 브리태니커 온라인(2010).
17) 정재완(199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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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베트남 정부는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원조 및 차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18) 2009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09년 기준 1,010달러이다.19)
그러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패의 만연과 투명성 결여 등은
정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투명성기구 2009년 부패인
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중 120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익에 반하는 뉴스보
도 및 대표적인 SNS20) 업체 Facebook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언론의 자유,
종교,21) 민주화 운동 등이 제한되고 있다.22)

다. 주요 산업
베트남은 급격한 산업구조변화를 보이며 세계경제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
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후 농업의 발전과 뒤처진 공업부문 육성에 주력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립수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07년 1월 WTO 가입 후에는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발전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균형개발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띄는 분야는 자동차, 이동통신, 부
동산 및 건설, 금융 분야이다.23)

18) 한국무역보험공사(2010. 7).
19) 월드뱅크 국가정보(2010).
20) Social Network System,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21) 베트남 외교부 발표자료(2010. 11. 18,): 2010년 10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0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는 베트남에 종교의 자유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베트
남은 이에 외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편향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함.
22) 한국무역보험공사(2010), pp. 3-4.
23) 정재완, 김돈형, 박근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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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베트남 국가 개황 ❚
구분

항 목

내

위치

일반

정치

경제

용

인도차이나 반도

면적

330천 km²(한반도의 1.5배)

기후

아열대성(북부), 열대섬(남부)

인구

85.8백만명(09)

수도

하노이(6.4백만명)

민족

베트남인(90%), 소수민족

언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 가톨릭

독립일

1945.09.02일(프랑스)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국가원수

Nguyen Minh Triet 주석

의회

단원제(493석)

주요정당

베트남공산당(실질적 일당체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WTO, APEC, IBRD, IDA, IFC, ADB, ASEAN 등

화폐단위

Dong

회계연도

1.1. ~ 12.31.

산업구조

(07) 제조업 42.3%, 서비스업 38.2%, 농업 19.5%

주요수출품

(07) 원유, 섬유제품, 쌀, 수산물

주요수입품

(07) 기계류, 정제유, 철강, 비료

주요부존자원

석탄, 석유, 철광석

경제적강점

정치ㆍ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경제적약점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

자료: 베트남 환경산업정보망(http://www.eisvietnam.or.kr/).

2. 베트남의 환경 현황과 기후변화
가. 베트남의 환경 현황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
년간 매년 6~8% 수준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여 한국의 70~80년대 경제성
장과 비견될 만한 고도성장을 달성했다.24)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 수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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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후유증으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으며 1990년 20.25%의 국민이 도
시에 거주했던 것과 비교하여 2050년에는 57.01%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5) 도시지역 인구는 전체 1/4 수준에 불과하지만
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전체생활폐기물의 50%인 약 600만 톤에
이르고 있다.26)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등 27개 주요 도시에 분포한 68개의 산업지역은
관심부족 및 재원부족에 의한 환경오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변지역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27) 2009년 10월까지 정부 총리의 설립승인
을 받은 공업단지는 총 223개로 이 중 가동 중인 공단이 171개, 기반시설
공사 중인 공단은 52개이다. 그중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단은 74개이
며, 22개는 공사 중, 75개 공단은 폐수처리 시설이 파악되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이에 따라 공단의 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은 가동되는
공단의 약 43%로 볼 수 있다. 산업폐수처리시설 외에도 하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거운반체계 마련 등이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마련되지
못해 오염물질이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폐기물은 공터에 매립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환경보호를 베트남정부의 개발정책상 주요
목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국가환경전략 2001-2010”의 설정 및 실행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환경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자연자원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업 및 농촌개발부, 건설부, 교통부, 산업교역부 등 여러
부처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고 부처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24) 이석희 외(2009), p. 138.
25) Clean air initiative in Asia(CAI-Asia) (2008), p. 4.
26)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 p. 52.
27) 환경산업기술원(2008), p. 43.
28) MONRE(200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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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29) 지방의 경우 성 단위 지자체에서
환경오염을 관리할 책임(폐기물, 수처리, 수질관리 등)이 있지만 지방 조직은
경제나 산업관리 조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행정 조직이나 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30) 베트남 정부는 환경관련 지출비용을 최소 1% 이
상으로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2006년 국가 총예산
중 환경관련 국책사업에 2억 2천만 달러를 반영하는 등 연간 1억 달러 이상
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31)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북부지역을 살펴보면 하노이 등 대도시 경제활동
지역은 대기오염과 하천오염이, 내륙의 박닌, 하떠이, 흥옌, 빈푹 등은 농촌
오염이 문제이다. 특화된 베트남 전통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수공업생산마
을 지역은 하천오염 및 폐기물처리가, 하이즈잉 등 내륙 중공업지역은 대기
오염이, 꽝닌, 하이퐁 등 관광업, 중공업이 발달한 해안지역은 해안오염과 광
산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67%가 북부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베트
남 수공업마을 또한 주요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공업 마을에는
폐기물재활용마을, 건설자재/석재채광 마을, 식품가공마을, 원단가공마을, 수
공예제품마을 등이 존재하며, 석탄ㆍ목재사용에 의한 유독가스, 정화시설 없
는 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대기오염이 보편적이다.32) 수공업마을은 성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데, 기술과 인력․재정의 부족, 부서간의 기능, 업무의
불분명성, 집행력이 없는 법규, 주민들에 대한 환경보호 정보제공과 인식제
고의 중요성 간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3) 2008년 전통수공업생
산마을 환경에 대한 국가환경보고서는 오염된 수공업마을로 인해 주민 수명

29) 한국산업연구원 해외산업정보(2009).
30)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b), p. 139.
31) 베트남 환경산업정보망(2010).
32)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a), p. 3, pp. 160-163.
33) 위의 책, pp. 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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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및 보건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비용 증가를 초
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4)

나. 베트남과 기후변화
베트남은 국가 내부적인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의
한 환경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
한 실정이다. 세계은행의 2007년 2월 연구결과는 베트남을 세계에서 기후변
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로 발표한 바 있다.35) 연구에 의
하면 베트남 인구가 집중되는 곳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저지대인 메콩, 홍
강 델타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거의 11%의 인구(900백만 명)가 영향
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100년까지 해수면은 1m 상승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경우 베트남 국토의 5%가 침수되고 GDP의 10%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베트남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
응하여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수행할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을 발
표한 바 있다.36) [그림 2-2]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야기될 해수면 상
승, 기온의 상승, 심한 가뭄과 큰 태풍, 돌발홍수 및 해일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로 베트남의 각지가 영향을 받을 나타낸 것이다.

34) MONRE(2009), pp. 41-51.
35) Susmita Dasgupta et al. (2007), p. 28.
36) Decision on approval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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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10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이 받을 영향 ❚

자료: Oxfarm, 2008, Vietnam,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poor people.

3. 베트남의 환경관리조직
1992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종래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는 형태로 ‘과학기술환경성(MOST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 Environment)’을 발족하였다. 1993년에 베트남의 환경행정을 실제 담당하
는 국가환경청이 과학기술환경성 안에 설립되었고, 전국 57개 성과 4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시, 호찌민시, 하이퐁시, 다낭시)에는 지방 차원의 환경행정조직으
로서 각각의 지방인민위원회의 하부조직인 ‘과학기술환경국(DOSTE; Department
Science, Technology & Environment)’을 설치하였다. 이후 과학기술환경성은
자연자원환경부(MONRE;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로, 성 과학기술환경국은 성 자연자원환경국(DONR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으로 개편되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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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자연자원환경부와 다른 환경유관기관의 관계 ❚
MONRE와 다른 환경유관기관의 관계

인민위원회 (PCC)

타부서

성자연
성
자연
자원환경국
(DONRE)

자연자원환경부(MONRE)

환경행정국
(VEA)

타부서

타중앙정부기관

환경국

타부서

도시환경회사
(URENCO)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b).

자연자원환경부(MONRE)와 성 자연자원환경국(DONRE), 환경총국(VEA,
Vietnam Environment Admistration) 이외에도 국유기업을 관할하는 공업
부,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관여하는 계획투자부, 그 외에 건설부, 운수통신부
등 많은 관청이 각각의 권한에 따라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있어, 관할 중복해
결을 위한 조직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2007년에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2005 신환경법’ 하위 규정의 하나로서
‘환경보호 책임이 있는 기관 지정에 관한 시행령(Decree No.81/2007/ND-CP)은
자연자원환경부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관
으로서 환경보호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부처마다 환경문제를 담당
할 국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여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강한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성에는 성 인민위원회(PPC: Provincial People’s Committe)가
존재하며 이들 하위기관으로 성 자연자원환경국(DONRE)이 있는데 이들이
성 단위의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인민위원회 산하 성 자연자원환
경국의 기본업무는 연간환경보고서 준비, 환경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이다. 자연자원환경국은 관리 문제와 기술적 지침에 관해서만 중앙정

37)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b), 앞의 책, p. 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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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향을 받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를 받는다.
자연자원환경국을 구성하는 주요부서에는 환경시험 검사부, 과학기술 관리
부, 정보과학 DB부, 관리부 등이 있으며 도시환경회사(URENCO; Urban
Environment Company) 역시 자연자원환경국의 관리하에 있다. 그러나 도
시환경회사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체 국가에서 환경관련 공직종사자들은 1만 8,000명으로 추산되며 성단
위에 4700명, 성 인민위원회 성 자연자원환경국에 2,600여명, 최하위단위인
면(commune)38)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직종에 1만 1,000명 종사하고 있다.
❚ 그림 2-4.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의 조직도 ❚
장 관
차 관

국가관리 기관

사업단위

기업

부처의
기관당무사무소

베트남 해양 및
섬 총국

베트남지질·광산국

간부-조직실

국가기상수문센터

부처의 노조사무소

환경총국(VEA)

수자원관리국

계획실

수자원계획과
조사센터

토지대상-시설물
측량회사
자원환경기술서비스
컨설팅주식회사

33호 지도반 사무소

토양관리총국

이미지-지형측량회사

정보통신국

재정실

국가원격탐사센터

메콩강위원회
상무사무소

수문기상 및
기후변화국

법제실

자원환경신문

지도출판사

광물자원측량위원회
사무소

베트남지도·측량국

과학기술실

자원환경잡지

베트남환경·기상·수문
설비주식회사

국제협력실

자원환경정책전략원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성과상여관리실

지질광산원

감사실

지도-측량과학원

Administration
(office)

국가기상수리환경
연구소

호치민에서
호찌민에서
부처의 대표기관

하노이자원환경대학
호치민자원환경대학
호찌민자원환경대학

중부자원환경대학

기능복구와 양호센터

자료: 베트남 환경산업정보망, (http://www.eisvietnam.or.kr/).

38) 각주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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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자원환경부
자연자원환경부(MONRE)는 환경관련 각종 법규, 전략, 환경보호 개발계
획, 환경규제기준 등에 관한 입안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
에 따라 다른 유관 환경관련 기관 및 성 자연자원환경국이 발행한 법적 조
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조언한다. 또 다른 주요업무로
는 매년 발간되는 국가환경보고서에서 환경부 장관이 공표하게 되는 환경측
정결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조정한다. 또한 민간기
업의 환경기준 준수도를 심사하여 사업허가를 발급 또는 철회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일반국민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와 규제를 잘 인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환경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베트남 환경법에 의해 농업농촌개발부가 가지고 있었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자연자원환경부로 이전되었다.
자연자원환경부 공무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은 24%, 30~50
세 사이가 62%, 30세 이하는 14%를 차지한다. 중앙정부의 행정직, 연구직
환경공무원들의 학력분포현황은 [표 2-2]∼[표 2-3]과 같다.

❚ 표 2-2. 자연자원환경부 중앙 행정직 공무원들의 학력분포 현황 ❚
(단위 : %)

토지

지도측량

환경

22.3

박사
석사

18.9

13.2

17.0

학사

20.7

5.7

1.7

수자원

수문기상

지질 광물

기타

3.7

18.5

29.6

25.9

13.2

9.4

28.3

10.3

4.0

52.9

4.6

자료: MONRE(200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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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자연자원환경부 중앙 연구직 공무원들의 학력분포 현황 ❚
(단위 : %)

토지

지도측량

환경

수자원

수문기상

지질 광물

기타

박사

2.8

9.7

2.1

21.5

43.8

20.1

석사

2.4

13.3

6.2

1.4

21.3

33.6

21.8

학사

2.9

12.9

0.4

0.9

21.5

21.6

39.8

자료: MONRE(2009), 내부자료.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부보다 업무 범위가 넓어서, 환경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토지관리 등도 그 업무영역에 포함된다. [표 2-2],
[표 2-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자원환경부 중앙공무원들 중 환경 자체
를 전공한 전공자의 비율은 18.7%로 낮은 편이다.

나. 환경총국
환경총국(Vietnam Environmental Agency, VEA)은 환경사찰 및 감독,
오염예방, 환경질 개선, 자연보전, 환경기술촉진, 대중의 환경의식제고 등을
통해 자연자원환경의 국가차원의 환경관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04년 7월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Decision No.15/2004/QD-BTNMT
를 통해 환경총국의 권한을 개정했다. 환경검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자연자원
환경부의 환경검사국으로 이양함에 따라 환경총국은 환경검사 이행, 환경관
련 민원해결, 환경검사국을 보조하여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관리를 보조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환경총국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계획과 정책, 환경보호 규제 및 법규 등의 준비과정에 참여
-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국가계획 환경부 제안
- 환경검사이행, 환경관련 민원해결, 환경규제 위반 감독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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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환경관측소를 기획하고 관측데이터의 관리 일원화
- 생물다양성, 위협종, 지역별 토양 및 해양의 환경질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종 조사
- 대중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의식 증가 노력
- 환경부 산하기관 및 주 정부,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활동을 수행
- 입찰관리,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공단의 전반적 관리, 기업의 등록업무,
투자계획분야의 국제적 협력업무 담당

다. 성 자연자원환경국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정부의 감독하에 인민위원회에서 환경관리임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4월 2일 국무총리는 성 단위로 자연자원
환경국(DONRE)을 설립하는 Decision No.45/2003/QD-TTg를 공포하였다.
이 결정문에 따라 성 자연자원환경국은 토양 수자원, 광물, 환경, 수리기상학,
지도화 등의 관리에 있어 인민위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중앙정부에 보
고할 책임도 가진다. 성 자연자원환경국은 환경면허(environmental certificates)
의 허가, 연장, 취소 등을 보고할 책임이 있고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성 자연
자원환경부의 환경감독 장이 환경면허권을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환경준수여
부 감독, 환경관련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자연자원환경국의 환경감독은 자체적으로 수행되거나 중앙정부 자연자원
환경부의 환경감독관과 협력하여 수행되며, 또한 감독은 예고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자연자원환경국의 감독부서는 반드시 부서임무수행과 책임에 대해
서 자연자원환경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자연자원환경부(MONRE)에는
보고하지 않는다.

33

제2장 베트남 현황 │

환경총국은 감독을 수행할 책임은 없지만 자연자원환경부(MONRE)와 성
자연자원환경국(DONRE)의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데 지원하고 협
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자원환경국은 감시ㆍ감독하는 의무에 부가적으로
규제대상시설이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하고 환경보호 수수료를 징
수한다. 자연자원환경국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계획: 자연자원관리, 환경보호 및 부동산 시장관리 및 개발과 관련한 전
략, 계획, 목표 등을 수립
- 조례제정과 관련한 준비: 수자원, 토지, 광물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성
인민위원회의 조례 제정 시 조언 및 신규 법안 제출
- 토지관리: 토지사용권의 등기 및 갱신과 관련한 처리업무
- 지도 구축 및 조사관리: 토지대장 관리 및 구축
- 환경관리: 환경보호규정의 집행 및 제시,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및 환
경사고나 오염과 관련한 문제해결방법 제시, 구획별 전문적 환경관리 방
안 제시, 환경과 관련한 신규 사업의 인허가업무, 도시고형폐기물 관리,
장례 절차 및 공동묘지 관리
- 자원관리: 수자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수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과 관
련하여 인민위원회에 제안
- 수리수문관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인민위원회에 제안, 자연재해 관리
- IT 개발: 자원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통합, 개발, 자원과 관련
한 정보의 수집 및 감독, 자원관련 기술개발
- 감독: 환경분쟁 및 자원문제 해결과 실험, 법규 위반자 단속
- 자원 및 환경관리, 사용, 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수행 및 감독
기상수리환경연구소에서 2008년 북부지역의 성 자연자원환경국(DONRE)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자원환경국 내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의 비율은 평균 16% 정도이다(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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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북부지역 성별 자연자원환경국 전체공무원 대비 환경업무담당 공

무원 숫자 및 비율 ❚
성

총원(명)

환경업무담당자

비율(%)

AN GIANG

56

8

14.29

BẠC LIÊU

130

8

6.15

BẾN TRE

45

11

24.44

BÌNH DƯƠNG

133

34

25.56

BÌNH ĐINH

60

11

18.33

BÌNH PHƯỚC

76

9

11.84

ĐÀ NẴNG

66

13

19.7

ĐẮC NÔNG

104

18

17.31

ĐỒNG THÁP

127

25

19.69

ĐIỆN BIÊN

35

5

14.29

GIA LAI

33

4

12.12
16.67

KON TUM

30

5

LÀO CAI

110

6

5.45

NAM ĐỊNH

282

29

10.28

NINH BÌNH

60

15

25

NINH THUẬN

38

8

21.05
12.73

PHÚ THỌ

55

7

PHÚ YÊN

73

8

10.96

QUẢNG NINH

120

35

29.17

THÁI NGUYÊN

178

23

12.92

113

19

16.81

1,924

301

15.64

평균
자료: IMHEN(2009).

라. 도시환경회사
베트남에는 건설부 산하에 속해 있는 도시환경협회(VURENA: Vietnam
Urban Environment Association)가 존재하며, VURENA는 도시환경회사
(URENCO: Urban Environment Company)를 포함하여 약 131개의 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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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별 환경관련 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며 설립된 협회이다. URENCO는 폐기
물 분야는 물론 각 도시에 대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분야, 토목분야, 교통
분야의 환경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폐기물
분야를 담당하는 URENCO는 약 20여개에 이른다. URENCO는 VURENA
의 한 구성원이기는 하나 그 기능이나 역할 등 행정체계에 있어서 성 인민
위원회 산하 DONRE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다. 베트남에서는 중앙정부 기
관인 MONRE가 환경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각 성
의 인민위원회로 역할이 분담된다. URENCO의 운영 및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0~70%를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는 가정 및 산업 분야의 폐기물 수거비용의 형태로 충당하여 사용한다.
URENCO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도시폐기물의 위생매립지 관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활성화
- 산업폐기물, 의료 폐기물 등 특별폐기물 소각
- 산업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및 특별 산업폐기물의 저장관리
- 환경처리시설의 설계 및 건설, 환경기술 연수, 환경설비의 수출입 관리

마. 상하수도관련 공기업
베트남 상하수도 건설관련 공기업 인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부 하
노이는 하노이하수및배수회사(SADCO; Hanoi Sewage and Drainage
Company)가 생활하수, 산업폐수 처리, 하노이 도심지역하수도 정비 및 유
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공급은 하노이 인민위원회 소속인 하노이시 물사
업당국(water work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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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의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가. 베트남의 교육
1) 베트남의 교육제도
베트남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최초의 대학
은 1076년에 세워졌는데 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보다 2세기나 앞선 것이
라고 한다.39) 경제수준에 비하여 베트남은 94%라는 문자 해독 수준을 보이
고 있다.40)

❚ 그림 2-4. 베트남의 교육제도 ❚

자료: 베트남 교육훈련부(http://en.moet.gov.vn).

베트남의 교육은 베트남 교육훈련부(MOET: Ministry of Education and

39) 베트남 교육훈련부(2010).
40) 클레어 엘리스, 옮긴이 김양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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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가 초, 중, 고 교육 및 전문교육,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다. 교육
의 형태는 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의 정규교육의 경우 교육법에 따라(1998) 취학전 교육은 탁아소와
유치원교육으로 나뉘며 3개월에서 6살까지의 아동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5년
제 초등교육의 경우 베트남 헌법 제59조에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무
상교육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22조는 그 대상을 6세부터 14세의 아
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경우 2단계로 분류되는데 기초 중등교육
(Basic secondary education, 하급중등교육)과 일반 중등교육(General
secondary education, 상급중등교육)으로 나뉜다. 기초 중등교육은 초등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11세부터 4년 동안 6～9학년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중
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중등교육은 기초중등교육 졸업자를 대상
으로 15세부터 10～12학년까지의 3년 체계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교육이다.
이러한 중등교육과 더불어 베트남에는 산업, 농업, 임업, 어업, 경제, 교육,
약학, 스포츠 및 예술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학교가 300여개 존재한다.
직업교육의 경우 기초 중등교육 졸업자를 위한 3～4년 과정의 직업교육과,
일반중등교육 졸업자를 위한 1～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직업훈련의 경우는 각 부처에
서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각각 기관을 설립, 인력을 양성하며, 특정 기술을
익히기 위한 1년 이하의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하급 중등교육 또는 상
급중급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직업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1～3년의 장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격은 훈련기간 및 직역에 따라 1급에서 3
급으로 나누어진다. 고등교육은 전문대와 대학으로 나뉘며, 대학은 석사와
박사 학위로 구성된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다.
비정규교육은 교육법 5장 40조에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의 방법이며,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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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능력 향상, 지식 확장, 문화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전문적 기준
을 향상시키며,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고 정
의되어 있다.41)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잘 조직된 성인 계속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센터(Permanent education centers)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 대표적 예다.42)

2) 베트남의 교육개발계획 및 성과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에 적응하고 바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43) 제9차 전당대회에서 수립된 2001～2010년까지의 교육개발계획
은 교육개혁을 수단으로 하여 교육을 국가최우선정책으로 간주하고 사회경제
적 수요에 대응되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대 중점분야
는 [표 2-5]와 같다.

❚ 표 2-5. 2001~10년 교육개발계획의 3대 중점분야 ❚

- 세계적 수준의 교육 제공

-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재훈련(고급과학기술 - 교사훈련
인력, 관리인력, 전문가)
- 교육관리혁신
- 중등교육의 보편화
- 제도적 기반 마련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강화, e-learning 실시, 첨단기술부문 교육 우선적 강화, 사범대학 교육
과정개선, 교사재교육, 고등교육교수연구원에 대한 해외 및 연구기관 연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재외 베트남 과학자를 통한 교사훈련 및 교수방법 쇄

41) Chau Lam(2007).
42) 이종만, 웬칵빈(2006), p. 187.
43) 최영렬 외(2007),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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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시스템 개선, 교육예산 증액, 인터넷 보급률 증가를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등이 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타국의 원조 및 해외
투자기업과의 산학연계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숙련 개선, 고급기술센
터 설립, 훈련 및 연구장비 구입, 공동연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교육훈련개발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취학률과 교육재정의 증가 등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자체 평가
하고 있다.44) 평가의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의 질, 취학률에 비해
낮은 졸업률, 지역 간 교육수준 격차,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미흡, 교
사 수의 부족, 학교시설 및 인프라의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비효율적인
교육행정, 느리게 진행되는 교수법의 현대화 등을 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2010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45)에서 세계 113위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의
교육환경은 아직 열악하다.46)

3) 베트남 교육분야 해외수원현황
베트남은 OECD 내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
조위원회)의 수원국 리스트(2008~10 적용)에서 1인당 국민소득 935달러 미
만의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
탄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이다.47) 이는 베
트남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 성과 외에도 양호한 원조 수혜태도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48)

44) 베트남 교육부(2002).
45) 브리태니커 온라인(2010): 한 나라가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개발했는가를 계량하여 종합적으로 나
타내기 위하여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기초로 발표.
46) UNEP(2010).
47) 한국국제협력단(2009), (2008),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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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현대화 및 산업화 달성을 위해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
고 ODA 자원을 사용해왔으며 교육 및 보건 분야에 할당되는 금액은 총 원
조의 7~8%를 차지한다.49) 교육분야에서 ODA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교육관련 ODA의 규모는 미화 13
억 7,547만 달러로 유상원조 9억 5,311달러와 무상원조 4억 2,236달러가
포함된다.50) 한국교육개발원이 2007년 발간한 “국제교육협력시범사업 발굴
ㆍ지원”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국제기구 및 국가별 베
트남의 해외원조 누적금액 순위는 세계은행(9개 사업, 450,586,000달러), 아
시아개발은행(19개 사업, 279,402,695달러), 일본(136개 사업, 241,161,134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51) 교육협력 중점분야는 세계은행은 기초교육과 고등
교육, 아시아개발은행은 중등교육 교사훈련, 일본은 기초교육(교과과정의 개
발, 훈련, 운영) 및 고등교육이다.52) 위의 순위에서 한국은 총 7개 프로젝트
846만 2,100달러를 약정하였으며, 740만 9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 ODA의 형태는 상당부분 직업훈련센터 설립,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이며 가장 주요한 부문은 피훈련자 초청으로 개도국의 정책 입
안자와 개도국 기술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53)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오래전부터 기초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
기 때문에 초ㆍ중등 교육 분야는 이미 다른 나라 및 국제기관의 많은 투자
가 이루어졌다. [그림 2-5]에서 베트남 교육분야의 해외원조 부문별 지원현

48) 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 p. 103.
49) 위의 책, p. 105.
50) 하노이모이온라인신문(2010.6.4.).
51) 최영렬(2007), pp. 39~41.
52) 이석희 외(2009), p. 146.
53) 위의 책. pp. 148~149.

41

제2장 베트남 현황 │

황을 보면 초등교육 30.67%, 고등교육 29.67%, 중등교육 13.86% 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 2-5. 베트남 교육분야 해외원조 부문별 지원 현황(2007년) ❚

자료: 최영렬(2007), 부록 표B를 기초로 필자작성.

이처럼 베트남은 국가교육개발전략의 수립에 있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교육협력방향을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수용은 베트남
교육분야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높은 대외의존도는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
운영과 더불어 향후 교육분야 자립의 위협요소로 지적되고 있다.54)

나. 베트남의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바, 학교
환경교육의 경우 교육훈련부가, 사회환경교육에 해당하는 환경공무원 및 전
문환경인력의 훈련은 자연자원환경부(MONRE)와 교육훈련부(MOET,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54) 위의 책. p.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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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환경교육 현황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
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2000
년부터 학교교육에 있어 환경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교육 및
온라인교육 평생교육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통교육에 포함시켰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기, 소음, 폐기물공해 및 맑은 물과 산림의 중요
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기, 소음, 폐기물공해 및
맑은 물과 산림, 에너지절약, 식품위생, 교통수단과 환경, 도시화와 생활방식
의 변화, 멸종위기종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구,
토양오염, 신재생에너지, 도시고형폐기물, 에너지 절약 등을 다루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환경관리 및 처리 보호에 관련된 강의를 열고 있다.55)

2) 사회환경교육 현황
사회환경교육은 일반인의 환경소양을 높여주고 환경보전 실천행동을 이끌
어 내기 위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환경공무원 및 환경분야 종사자의 전문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일반인 대상교육
일반인 대상교육의 주체로는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NGO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은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관계로 베트남 시민운동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NGO가 정부의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다. 국제 NGO
는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존재하는 공산당 산하의
대중조직을 거점으로 소수민족과 빈민층 등 소외계층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영역으로는 연구사업 지원, 정책제안, 지역개발 및 기

55) IMHEN(2010), [첨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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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있다.56)
NGO의 환경관련 활동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계 NGO인
ENDA Vietnam에서는 환경인식교육 및 폐기물관리 재활용을, 영국계 NGO
인 Climate Change Working Group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역
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베트남의 빈민층이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될 영향을
완화하는 정책연구 및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활동내용
으로 하고 있다.57) 싱가포르 NGO인 Lien Aid는 2010~14년 사이에 해수
침투 및 범람지역에 해당하는 베트남 농촌사업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72만 435달러를 지원하기로 베트남정부와 약정하였다.58) Education
for Nature-Vietnam은 학생으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보전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 및 버스와 전광
판 광고를 통한 대중인식교육, 기사제공, 현장학습프로그램 제공 및 기후변
화,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일반대중, 교사와 지역이해관계자, 국립공원관계
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59)

나) 환경전문교육60)
(1) 정부의 환경전문교육
베트남에서는 4년의 대학교육, 5년의 공학과정(Engineer course), 대학이
나 연구기관의 석ㆍ박사과정, 수주 또는 수개월간의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환
경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환경공무원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대상자 중에
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교육체계 및 의무규정이나 교육기관설
치 의무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56) 윤경호(2010. 12. 3.).
57) NGO ENDA(2010).
58) VUFO-NGO Resource center(2010).
59) http://www.envietnam.org/index.html.
60) IMHEN(2009), 및 IMHEN(201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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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환경부(MONRE)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환경총국(VEA)의 직무이
며 정부 관료들을 위한 교육은 부서의 필요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수행된다.
승진하기 위한 교육은 자연자원환경부가 제공하나 교육의 내용은 일반 행정
과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며, 환경분야의 전문지식을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훈련은 대학이나 전문기관 위탁교육형태로 대체가 가능하다.
자연자원환경부의 승인하에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는 단기교육과정
및 학위과정이 있다. 단기교육과정은 주로 환경법, 새로운 법령을 홍보하기
위해 열리며 2~3일 정도의 교육훈련이 제공된다. 그 밖에 연구소 등 전문기
관이 승인을 받아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배출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
우 교육훈련부의 관리하에 엄격하게 진행된다.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는 2008년 환경훈련및소통센터(CTCE, Center for
Training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를 환경총국 산하에 신설하였
다. 환경훈련및소통센터(CTCE)는 훈련과, 환경소통과, 공공개발과로 구성되
어 있으며 Decision No 952/QĐ-TCMT에 따르면 환경훈련및소통센터는 환
경총국을 보조하여 환경훈련 및 환경 커뮤니케이션, 공공환경보호ㆍ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환경훈련및소통센터는 자연자원환경부가
처음 설립한 환경훈련기관이지만 환경훈련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실적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환경전문인교육 국제협력사례
현재 국제기구 및 사기업의 지원을 받아 환경전문가들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환경인식교육 및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단기연수, 유학비
지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협력기관인 기상수리환경연구소가
베트남에서 2009년에 UNDP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참여했던 교육훈련사례
는 다음과 같다.

45

제2장 베트남 현황 │

❚ 표 2-6. 2009년 UNDP-IMHEN 환경교육사례 ❚
주

제

날 짜

장 소

베트남의 온실가스 조절 및 완화를
위한 국가적 능력강화 과정

2009.5.27~29
2009.7.29-31

빈딘성
(Binh Dinh)/
칸토시(Can tho)

45명/
75명

UNDP

기후변화와 미디어

2009.6.3

Hanoi city

30명

UNDP

Hanoi city

30명

UNDP

Hoa Binh
province

90명

UNDP

PRCIS(Providing Regional Climates
2009.9.28~10.1
for Impacts Studies) 기후 모델링과 적용

양성(性)균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교육

2010.3.5~6

참석인원 원조기관

자료: IMHEN(2010), 내부자료.

한국 역시 개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관련 공공기관 근무자 및 전
문가 초청 환경연수를 진행해 왔다. 대외원조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
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베트남을 상대로 2010년 이루어진
환경관련 초청연수는 베트남만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1개이며, 나머지는 아
시아의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였다(표 2-7 참조).

❚ 표 2-7. 2010년 한국 대베트남 환경전문가 초청연수(KOICA) ❚
연수명

기간

베트남 환경관리

2010.3.10~4.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폐기물 관리
2010. 5. 23~6. 12
및 에너지화

참석인원

교육기관

베트남 15명

환경관리공단

12개국 19명
(베트남 2인)

한국환경공단

환경보호정책

2010.8.29~9.18

14개국 25명
(베트남 2인)

한국환경공단

한일공동연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2010.10.30~11.13

7개국
12명
(베트남 2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탄소 녹색성장 연수

2010.11.4~20

11개국 18명
(베트남 2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자료: KOICA(2010), 코이카 뉴스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초청연수 외 한국과의 환경교육협력사례로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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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측이 요청한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사
업완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될 기상수리환경연구소
(IMHEN)는 한국 공무원 환경교육 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2010년 3
월 교수법, 자료 등을 공유하고 환경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동 과제 수
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 베트남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평가
1) 베트남 교육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 베트남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국제기구 등의 도움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정보화, 단기 연수, 유학비 지
원 등 많은 교육원조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ODA 자금이 집중투자된
학교교육에 있어서 취학률 증가, 학생 남녀성비 균형회복 등 괄목할 만한 성
과를 거두고 있다. 아직 객관적 교육환경은 열악하지만 베트남의 교육개발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평등한 사회개발에 일익을 담당하
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61)

2) 베트남 환경교육
가) 학교환경교육
베트남의 경제적, 환경적 상황은 환경교육이 태동했던 우리나라의 1980년
대 상황과 유사하다. 베트남이 2000년부터 정규교과과정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1981년 4차 교육
과정부터 교과과정에 분산적으로 포함되어 가르치게 되었고 1990년대 6차

61) 이석희 외(2009),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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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과목으로 설정하여 제도적 정착단계에 들어선 바 있다.

나)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은 일반인 대상교육 및 환경전문교육의 많은 부분이 해외의
공적원조자금, 국제기구 및 국제 NG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인식
교육, 정책연구, 환경과학자 육성 장학금, 단기교육훈련, 환경관련 주요서적
의 베트남어 번역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정부주도의 전문 환경교육의
경우, 필요에 따라 비상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과 2008년
신설한 환경훈련및소통센터(CTCE)의 기능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
반인 대상 교육에 있어 베트남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 NGO 활동이 어려운
점은 환경문제에 있어 일반대중의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아
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3) 종합
비록 성장과 개발보다 후순위이긴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환경 및 환경교
육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환경교육협력 사례도 적지 않
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후발 산업국가로서 이미 환경문제가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육협력에 적극
적인 베트남의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
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62)
베트남 환경교육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해외원조 의존성 및 교육지원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라고 생각된다. 베트남의 ODA 자금이 대도시를 거
점으로 배분되어 투자되며 교육인프라 지역격차로 지방에 있는 환경인력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다.63) 개발과 성장에 박차를 가하

62) KOTRA & globalwindow.or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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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베트남이 성장과 보전이 양립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화된 환경교육 및
교육의무규정 등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63) 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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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1. 교육의 목적 및 방향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베트남은 경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환
경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
며, 오염물질을 처리할 환경오염처리 기초 시설의 부족과 이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부재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인력개발이 시급하다.64)
베트남은 비교적 최근에 절대빈곤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아직까지 환경
문제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경제규모가 미흡하다.65) 베트남
내부에 환경악화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만 아직 베트남은 기업 활동에 어
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며, 경제가 침체되는

64) 제3장의 주요 내용은 박태윤(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 참여함.
65) UNEP(2008); 경제성장을 통해 1993년 58.1%였던 빈곤율을 2006년에 16%로 낮춤.

50│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것을 우려하여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66)
이러한 가운데,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관리하며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극적 인식 및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은
베트남의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환
경오염 관리와 예방,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경과 그 문제
에 관한 공무원들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 및 환경관리 업무 능력을 위한 교
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환
경적으로 바른 태도의 형성, 환경과 그 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업무 능
력의 배양,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제공을 통
한 베트남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환경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환경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식
- 현재 베트남이 직면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방안
-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의 대응 및 완화 방안 습득
-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감소와 같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환경 문제
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이해
-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나. 공무원 환경교육의 방향
베트남의 환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

66) KOTRA & globalwindow.or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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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난 세기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베트남이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는
이전에 여러 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달 과정에서 나타났었고 이후 일정 수
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후발 산업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대책과 해결 방
안이 여러 형태의 사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공무원들
의 환경 인식 증가 및 환경관리업무 수행능력 신장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또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지난 1970~8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환경문제와 같
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실행될 환경
교육은 과거에 실행되었던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에서 더 나아가 환경 문제
의 예방과 보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까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큰 환경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의 흐름은 오염교육에서 생태교육으로, 생태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발전해 왔다. 이것은 환경교육의 초점을 환경오염의
해결에서 환경 전체의 이해로, 현재의 환경에서 미래를 포함하는 환경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가치관도 환경을 이용
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환경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가 겪은 다양한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많은
연구와 시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베트남에서 실행될 환경교육은 현재 세계의 환경교육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국의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해서
는 앞선 다른 나라들이 지나온 과정을 따라 또 다른 환경문제를 가지게 될
뿐이다.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과 사회의 발달에 따라 예상되는
다른 환경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 총체적이고 미래 지향적
으로 접근하는 폭넓은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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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의 방향은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습득하며, 업무수행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공무원 환경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생태와 환경의 이해
- 환경오염의 원인 이해 및 해결과 관리
-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 생물다양성 감소 등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예방 지원
- 환경관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2.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설계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는 크게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1 참고).
첫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전문 담당기관, 중
앙과 지자체의 공무원교육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강사와 연구자 조달이 가능한 자연자원환경부(MONRE) 산하
환경연구소, 환경보호총국(VEA) 산하기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으로 구성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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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육은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소양과 환경적으로 바람직
한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
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3-1. 공무원 환경교육 체계 ❚
교육기관
일반 공무원교육원
공무원환경교육원
교
육
과
정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공무원
환경교육
교육
교육
교과
교육

직급별
업무별

교
육
대
상

목표
단계
구성
방법

교육내용

공통전문교육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
육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공되는 교육이
다. 공통전문교육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리 및 보전 방안,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개발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선택전문교육은
담당하는 환경업무의 세부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심화된 환경교육이다. 구체
적으로 대기환경, 물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에너지 및 자원,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심화된 교육이 제공된다.
셋째, 교육대상은 직급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된다.
넷째,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 교육 단계, 교과 구성, 교육 방법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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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설계(designing)는 ‘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업을 설
계’하는 활동이다. 교육과정의 설계는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여러 교수전
략 요소들을 적절히 적용하여 학습결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을 제공해 준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의 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수업의 변
수들이 달라지는데, 이를 선택하고, 관련짓고, 제공하는 다양한 교수방법들의
처방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수설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전에 교육목표, 방
법, 매체, 평가절차 및 개개 학습자를 충분히 고려한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 포함된 각각의 교수 요소들이 상호간에 조화
를 이루며, 최적의 교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67)

1)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모형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교육과정 개발모델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ADDIE 모형(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
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을 공무원 교육과정
2 2

의 설계 모형으로 개발한 I-AID E 모형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이
모형은 ADDIE 모형을 기초로 공무원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요
구검토’와 ‘기획’ 단계가 추가되어 있다. ‘요구검토’ 단계는 의견조사와 수요
조사 실시를 단계로 반영한 것이며, ‘기획’단계는 외부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획의도를 분명히 하여 기획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기
에 이를 강조하여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I-AID2E2 모형은 각 단계별 하위
활동도 공무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68) 각

67)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2007).
68) 보건복지가족부(2009),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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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단계별 하위 활동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 표 3-2. I-AID2E2 모형 ❚
1. 요구검토
(Identify)

2. 요구분석
(Analysis)

▫기관별
교육요구
확인
▫교육목적
검토
▫과정개설/
개발 여부
검토

3. 기획
(Idea)

4. 설계
(Design)

5. 개발
(Development)

6. 운영
7. 평가
(Execution) (Evaluation)

▫교육요구 ▫교육목표 ▫교육내용 ▫강사선정
분석
설정
설계
원고의뢰
▫기존
▫교육내용 ▫교육방법 ▫원고취합
교육과정 선정 및 설계
교재개발
분석
계열화 ▫평가전략 ▫보조자료
▫벤치마킹 ▫기획안
설계
및 매체 개발
▫교육자원 작성
▫평가도구
분석
개발

▫Pilot test ▫교육평가
▫강사관리 ▫교육결과
분석
▫교육생
관리
▫교육과정
수정/보완
▫교육환경
관리

2) 요구검토
요구 검토(Identify) 단계에서는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목적을 파악
하여 실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은 요구검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이다.
❚ 표 3-3. 요구검토 단계의 의사결정 기준 ❚
구분
목적
측면
개발
측면

-

의사결정 기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
실제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가?
교육대상자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사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가?
과정개발(내용전문가, 강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가?

3) 요구분석
요구분석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다. 또한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격차 분석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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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석은 실제 교육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계인 요구분석 단계에 대한 기술이 교
육과정 개발의 주요 성공요인이라는 점에서 요구분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3-4]에서 제시하는 I-AID2E2 모형의 교육요구분석 모형을 활용
하여 상황에 적합한 분석내용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용이하게 요구분석 계
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분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표 3-4. I-AID2E2 모형의 교육요구분석 모형 ❚
상황
현
분석 목적 존 이
자 슈
방법 료 분
분 석
도구 석
문
분석 수준/내용
헌 면
분 담
석
정책/제도/지침
●
정책
담당 부처 요구
●
분석
사회적 관련 이슈
○ ●
기관 요구
●
기관
기관내 이슈
○ ●
분석
운영 성과/현황
●
○
직무/과업
직급/리더 역할
수행
소속 기관
분석
수행문제/애로사항
○
실적/업무성과/현황
●
업무경험 정도
●
선수교육과정/지식
●
소속 기관
●
교육
교육내용 선호도
대상
교육방식 선호도
자분
교육매체 선호도
석
교육기간 선호도
교육생 학습스타일
인구통계학적 특성
●

수
행
문
제
분
석

문제
직
무
분
석

역
할
분
석

역
량
분
석

의견
선
호
도
조
사

산출물

워크숍, 면담(결정적 설
사례 분석) 설문 문
교육주제/
내용
교육주제/
내용
●
●

○
○
●

교육 필요

●
○
○
○
●
●
●
●
●
○

교육과정
난이도
교육내용설계
참고자료
교육방법/
운영방식
설계
참고자료
● : 매우 밀접, ○: 밀접

57

제3장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

4) 기획
요구분석이 끝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Idea)안을 작성한다. 기획안
을 작성하기 위해 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을 선정, 계열화해야 한다. 외부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공무원교육
의 특징상 강사와의 핵심 의사소통자료로서 기획의도를 분명히 하여 기획서
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기획안에는 과정의 목표 및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선정, 계열화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 목표 설정은 요구분석 결과로 인해 도출한 과정의 방향성을 교육생
이 달성해야 할 행동목표로 전환하여 설정한다.
기획안은 상세설계안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외부강사와의 핵심 의
사소통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 과정의 특성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교육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주요 교수
전략, 과정의 난이도와 선수 교육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설계
설계(Design) 단계에서는 교육내용, 방법, 평가에 대해 설계한다. 기획안
에서 교과목까지 설계되었다면 설계 단계에서는 각 교과목별 세부 내용, 세
부 내용별 시간 및 방법이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방법은 교육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계가 가능하다. 교육
내용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운동적 영역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간소화시킴으로써 내
용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지적 영역에는 지식(Knowledge)과 기능
(Skill)이 포함되며, 정의적 영역에는 태도(Attitude)와 가치(Value)가 포함된
다. 태도 영역은 학습에 대한 의욕, 참여도이며, 가치영역은 학습자가 지향하
는 내적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이 지적 영역에 속할 경우 교수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 정의적 영역에 속할 경우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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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3-5. 교육 영역별 교육방법 ❚
내용영역
교육방법
교수자
중심

학습자
중심

강의
매체 중심 방법
토론
사례연구
역할놀이
실험/실습
현장견학
게임

지적 영역
지식
기능
●
○
●
◎
◎
◎
◎
●
●
◎
●
○
●

정의적 영역
태도
가치

○
●
●
◎
●
◎

○
●
●
◎
●
◎

● : 매우 밀접, ◎ : 다소 밀접, ○ : 밀접

6) 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개발(Development)단계로 교육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원고를 의뢰, 취합한다. 보조자료
및 매체도 강사에 의존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교육과정 설계
안을 바탕으로 강사와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7) 운영
교육운영(Execution)은 크게 강사 관리, 교육생 관리, 교육 환경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강사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강사와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하고, 교육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생 관리는 교
육생 등록부터 수료처리까지의 행정처리 외에도 교육을 수강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만
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환경 관리는 강의실 및 기자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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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환경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8) 평가
교육평가(Evaluation)는 교육의 효과성을 가늠하는 중요 단계이며 교육의
목표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평가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 표 3-6. 교육 영역별 교육평가방법 ❚
내용 영역
평가 방법
교
시험
수
평가
자
행동
중
평가
심/
학
보고
습
자
서
평가
중
심

선택형 평가
행동 평가
토론 평가
발표(구술) 평가
실기/실습 평가
면접 평가
관찰 평가
자기평가보고서 평가
연구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지적 영역
지식
기능
●
○
●
◎
◎
◎
○
●
●
◎
◎
●
●

●
◎

정의적 영역
태도
가치

○
●
○
●
●
●
◎
○

○
●
●
●
●
◎
○

● : 매우 밀접, ◎ : 다소 밀접, ○ : 밀접

[표 3-6]은 교육내용의 영역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설문, 토론, 행동, 실기, 면접, 관찰, 보고서 제출 평가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가 대상으로는 학습자의 성취도, 교육진
행 전반 및 학습자의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가) 학습자 성취도 평가
학습자 평가는 학습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한 지식과 인식, 태
도와 기술 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
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평가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학습자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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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도 평가할 수 있다.

나) 교수자 평가
교수자의 평가는 학습자가 성취한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과정
중의 태도 변화나 행동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교육 내용의 선정이나 조직, 시간의 분
배나 시설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다) 학습자의 만족도 평가
학습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교육 내용 및 조직이 학습자에게 적절했는지, 교육 방
법 및 활동, 교육 환경, 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학
습자의 만족도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작용하며
프로그램이 학습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 산출물 평가
산출물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양적인 평가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인원이 몇 명인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얼마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의 수는 얼마인지 등이다. 이러
한 양적인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것이 전체 교육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양적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교육 대상
1) 환경관리 업무 수행 공무원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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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원인과 기작을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
법에 대한 업무능력을 길러야 한다.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환경문제에 대
한 이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2) 환경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관리 공무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은 정책적 판
단에 기초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환경행정조직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할 환경교육 담당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환경관리 업무 담당이나 환경정
책 담당 공무원들이 병행하여 환경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더욱 바
람직한 정책과 행정, 조직을 위해 환경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환경 정책 담당 공무원
환경행정과 개발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충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한쪽 행정부서의 일방적 정책이 다른 쪽 행정부서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신중하게 의식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개발업무와
환경업무를 연계시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책담
당자의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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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내용
환경공무원의 교육 내용으로는 크게 환경 일반,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생태환경,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 정책과 협약, 환경 윤리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부록 1]에 수록하였다.

마. 교육방법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 실험실습, 토론, 시뮬레이션, 현장체험, 영상매체활
용 등이 있다. 단기간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방법
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
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교육방법과 현장체험 위주의 실천적 교육방법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교육자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법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토론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토론식 교육방법이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어떤 정책이나 관리 방안이 환경에 어떤 영향으로 미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되돌아와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정책 및 관리방안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교육방법의 자세한 특징은 이 보고서의 [부록 1]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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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

1.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재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환경기술 실무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적 지원 및 교육콘텐츠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방의 환경인력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69) 제4장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공무원
환경교육과정 개발의 내용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베트남에 적용, 우선 베
트남의 성 자연자원환경국의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
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범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 3-1]의 공무원 환경교육 체계의 내용을 베트남에 적용하면 [표 4-1]과
같다.

69) 2장 2. 베트남 환경교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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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체계 ❚
주체: 교 육 기 관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기상수리환경연구소
(환경연구센터)

교
육
과
정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공무원
환경교육

교육
교육
교과
교육

환경 공무원
환경산업체(추후)

교
육
대
상

목표
단계
구성
방법

교육내용

가. 교육훈련기관
베트남은 현재 공무원의 환경교육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이
번 교육훈련이 진행되는 기상수리환경연구소(IMHEN)는 자연자원환경부 산
하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환경관련 연구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에 관련하여 연구원 내 교육훈련 코스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
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단기교육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지방
환경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 계획 및 시범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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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베트남 환경부 내 환경교육 수행기관 ❚

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은 향후 [표 4-1]과 같이 세분화될 것을 염두에 두
면서 시범교육결과 및 수요조사에 따라 확정해 나가기로 한다.

2.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과정 설계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상 운영될 교육과정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ADDIE 모형(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
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을 공무원 교육과정의 설계 모형으로 개
발한 I-AID2E2 모형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2

❚ 표 4-2. I-AID E 순서도 ❚
1. 요구검토 2. 요구분석
(Identify)
(Analysis)

3. 기획
(Idea)

4.설계
5. 개발
(Design) (Development)

6. 운영
(Execution)

66│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7. 평가
(Evaluation)

요구검토, 요구분석 및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개발은 한국 측 전문가의 지
침에 따라 베트남 측이 수행하였다.

가. 요구검토
요구 검토(Identify) 단계에서는 공무원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에 있어 교육목적을 파악하여 실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
게 된다. [표 4-3]은 [표 3-3]에서 제시되었던 요구검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을 근거로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하여 검토한 결
과이다.

❚ 표 4-3. 요구검토 단계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
구분

의사결정 기준

검토결과

- 베트남은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교
- 베트남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개발
- 지금 베트남의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할
측면
- 환경인력양성은 환경문제 극복의 근간이 됨.
수 있는 사안인가?
- 문서, 소집교육을 제외한 체계적 교육이 부재함.
- 실제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가?
- 교육대상자의 규모는 어떠한가?
- 15000명의 환경분야공무원을 선진외국 및 국제
개발 - 유사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가?
기구에서 지원하는 비정기적 교육프로그램 있으
측면 - 과정개발(내용전문가, 강사 확보 등)에 어
나 베트남 실정과 차이가 큼.
- 베트남 현지 예산, 전문성 및 노하우의 부족
려움이 있는가?

베트남은 “2010년까지의 환경보호 국가전략과 2020년까지의 비전”에서
우선추진 36개 프로그램의 하나로 ‘환경관리를 위한 기관 및 개인의 역량강
화’(program 1470))를 국가목표로 추진 중이다. 2005년 환경보호법(Law on

70)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Program 14-Highest Priority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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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은 중앙 및 지방 환경보호기관의 인력관리 및 자
체모니터링 강화 등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 관
련경험 부족 등으로 베트남은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주로 문서 또는
일회적인 소집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화된 환경교육 또는 훈련과정이 크
게 부족하고 민간부문이나 지자체 환경 인력에 대한 시설 운영능력, 기술,
관리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외국과 국제
기구에서 지원하는 비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내용이 매우 선진적
이어서 베트남의 환경관리 실정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요구가 있음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표 4-3 참조).

나. 요구분석
2 2

I-AID E 모형의 교육요구분석 모형을 기초로 요구분석과정을 진행하였
다. 정책과 기관분석은 문헌분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행분석 및 교육대상자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으로 파악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시범교육 전후
에 걸쳐 2번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베트남 측에서
북부핵심경제구역에 위치한 7개의 성과 북부산악지역에 위치한 3개 성의 환
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추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한국 측에서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
I-AID2E2 모형의 교육요구분석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Upgrade and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human capac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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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분석 및 기관분석
2 2

❚ 표 4-4. I-AID E 모형에 따른 베트남의 환경정책 및 기관의 요구분석 ❚
분석영역 및 내용
정책
분석

기관
분석

정책/제도/지침
타 부서와의 연계
사회적 관련 이슈
담당부처 요구
기관요구
기관 내 이슈
운영 성과 및 현황

주
제
베트남 공무원 훈련규정
현행 주요 환경법
각 부처 환경국의 역할 및 네트워크 현황
최근 베트남 환경관련 이슈
자연자원환경부의 기능= 소속공무원 업무
자연자원환경국의 기능= 소속공무원 업무
자연자원환경부의 환경인력 양성 비전
조직과 규모

정책 분석 및 기관분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미 제 2장 베트남 현황 부
분에서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정책과 제도분석에 해당되는 베트남 공무
원 훈련규정 및 주요 환경법에 관해서만 서술하기로 한다.

가) 베트남 공무원 교육훈련 규정71)
베트남 정부도 한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당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공무원은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
부가 공시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의 등급은 여러 급수가 존재하며 승급을 위
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당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하
동법).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결원 여부에 따라 채용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동법 4장은 공무원의 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교
육의 내용, 프로그램, 형식, 기간은 업무와 지위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동법
제47조).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재훈련 기회를 마련
해야 하며, 공무원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형성하여야 한다(동법

71)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08), LAW ON CADRES AND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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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1항, 2항). 교육비는 국고 및 법에 의한 기금으로 지원한다(동법 제
47조 2항). 교육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교육관련 규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
야 하며, 교육기간동안의 보수를 보장받고 법에 따라 보수인상에 고려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2항). 훈련기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사람들은 표
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훈련 후 퇴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관련규정에 따
라 훈련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동법 제49조 제3항, 제4항).
이처럼 공무원 훈련은 훈련비가 전액 국고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며 이는
훈련비는 물론 교통비 및 숙박비 등 훈련에 드는 비용 일체를 포함하는 형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을
필요에 따라 훈련시키고 있다.
고위 공직자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호찌민 국립정치및공공행정아카데미(HCMA,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HCMA는
중고위급 공무원의 정치사상 및 당 내, 부서 내 행정에 관한 훈련을 담당하
는 곳이며 마르크스 - 레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기능도 담당하
고 있다.

나) 현행 주요 환경법
베트남에서는 2006년 7월 1일자로 환경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자
발적으로 환경피해를 줄이는 보존활동, 천연자원의 활용, 환경에 미치는 영
향 평가, 폐기물처리의 일반원칙, 환경파괴 지역의 복구, 환경관련 국제협력,
감시체계, 분쟁해결 및 환경피해 보상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법
으로는 생물다양성법, 원자력에너지법, 유역관리법령(2008) 등이 있다. 환경
관련 행정계획인 자원 및 환경분야 5개년 계획(2006~2010)은 환경부의 역
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조직의 개선, 기술혁신, 과학기술연구, 국제협력, 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
후변화 대응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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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대상자 및 수행분석
교육대상자 및 수행분석을 위해 교육 전후로 2회의 설문조사가 시행되었
다. 1차 설문조사는 베트남 측에서 설계, 수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성 자연자
원환 경국 내의 전체 공무원 대 환경공무원 비율, 성 환경공무원의 교육수준,
성단위 환경공무원의 담당직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등 4가지의 파악을 목
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공무원의 환경업무능력 관련 4문항, 환경공무원의 직무
와 환경직무 관련 4문항, 공무원의 환경교육수요 관련 10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대상은 북부핵심경제구역(Northern Key Economic Zones; NKEZs)
및 북부 산간지역에 위치한 15개 성의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
개 성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2차 설문조사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추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한국 측에서 시범교육에 참석한 베트남 북부지역 성의 자연자원환경국
(DONRE)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IMHEN)에
서 2010년 9월 28일에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4-5]의 조사영역 및 문
항구성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 표 4-5. 조사영역 및 문항구성표 ❚

영역
업무 경험 정도
교
육
대
상
자
분
석

선수교육과정/지식

설문지 내용
업무 경력 기간 및 분야
소속기관 및 직급
대학/대학원 등에서의 전공분야
업무관련하여 이수한 국내외 교육과정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환경교육훈련 실태 분석

환경교육을 받은 기관
교육과 담당직무에의 활용도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환경문제 인식

베트남 환경문제의 수준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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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 및 인센티브의 적절성
환경교육의 적절성
환경교육에 대한 참여의지
교육내용 선호도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희망사항

교육방식/교육매체 선호도

환경교육훈련, 교수학습방법, 희망하는 교육매체 선호도

교육기간 선호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기간
담당직무내용
직무 수행 시 이용하는 정보의 취득 경로

수
행
분
석

직무/과업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
직무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 및 수단
직무 수행 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직무환경 및 상황

수행문제

수행 문제 및 애로사항

수행 성과

실적 업무성과 및 현황

가) 1차 설문조사 결과72)
시범교육 실시 전 교육수요 파악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환경담당공무
원 비율 및 교육수준, 직무와 직무수행능력 및 교육수요 파악을 내용으로 설
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담당공무원 비율 및 학력수준
DONRE 환경업무담당공무원은 DONRE 공무원 총수의 10~20%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하노이와 하이퐁의 경우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
이와 하이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학력수준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DONRE 환경공무원의 담당직무
DONRE 환경공무원의 직무는 지리적 위치 및 각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

72) IMHE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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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노이, 하이퐁, 빈푹처럼 산업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활발한 수출입활동 등 산업활동으로 인해 환경
모니터링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지구 및 공단은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빈푹의 경우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다.
(3) 환경교육수요
환경교육수요와 관련된 설문문항에서는 공무원의 환경지식 수준에 있어 1
등급(초보자), 2등급(기초수준), 3등급(업무수행가능 지식), 4등급(전문가 수
준의 지식)까지 자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에 있어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관련보고서 및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응답자의 60%가 3등급이라고 응답하였고 10%가 4등급, 20%의 공무원
들이 2등급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을 최저수준인 1등급으로 판단한 공무원
은 10% 미만이었다.
(나) GIS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2등급이라고 응답하였고 1등급이라고 응답한 공무원
이 소수 있었다. 수질, 폐기물, 유해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하여 50%의 공
무원들이 2등급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5%가 3등급, 나머지는 1등급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환경감시 및 모니터링
응답자의 55%가 3등급, 35%가 2등급, 나머지는 1등급이라고 답하였다.
수질관리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52%의 공무원이 1, 2등급이라고 응답하였
고, 48%의 공무원이 3등급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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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기질 관리 및 모니터링
40%의 공무원이 3등급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0%의 공무원들이 1등급과 2
등급이라고 응답하였다.
(마) 대중환경인식교육
20%의 공무원들이 4등급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등급은 70%였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2등급이라고 응답하였다.
(4) 종합
설문결과 DONRE의 전체인력 대비 환경담당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산업지구에서는 반년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수질 및
대기 모니터링은 그 회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와 관련
하여 환경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시행되는 시범교육 분야는 한국전문가와
의 협의를 거쳐 대기분야로 결정되었다.

나) 2차 추가 설문조사결과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추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한국 측에서
시범교육에 참석한 베트남 북부지역 DONRE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추
가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출신지역 및 일반정보

❚ 표 4-6. 설문응답자들의 일반정보 ❚

1
2
3
4

출신성
흥옌 (Hung Yen)
박닌 (Bac Ninh)
까오방 (Cao Bang)
꽝닌 (Quang Ninh)

소속
환경오염제어과
환경관측소
환경보전과
환경관측소

성별
여
여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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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기타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5
6
7
8
9
10
11
12
13
14

빈푹 (Vinh Phuc)
하이퐁 (Hai Phong)
하이퐁 (Hai Phong)
빈푹 (Vinh Phuc)
흥옌 (Hung Yen)
랑선 (Lang Son)
라이쩌우 (Lai Chau)
라이쩌우 (Lai Chau)
남딘 (Nam Dinh)
하노이 (Ha Noi)

환경관측소
환경관측소
환경보전과
환경제어과
환경오염제어과
환경오염제어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환경관측소
환경관측소

남
남
남
여
여
남
여
남
남
여

자연과학
자연과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무응답
환경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자연과학
환경공학

❚ 그림 4-2. 베트남 북부의 행정구역 ❚

설문대상자들은 DONRE의 환경관련 부서 근무자 및 환경관련업무 담당
자들이다. 남녀 각각 7인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 30대가 9명으로 모두
20, 30대다. 학력은 2년제 전문대학 출신 1인, 대학원 출신 1인을 제외하고
대졸이다. 무응답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환경공학, 자연과학 전공자였다. 업
무경력은 3년 미만이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3∼5년 경력자가 5명, 5∼10
년 경력자가 1인이었다.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은 인터뷰 결과 환경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환경부서 공무원들의 환경문제 수준에 대한 인식 및 교육희망 선호도
베트남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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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환경공무원들의 환경문제 인식 ❚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65%를 차지하였으며 대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환경문제 심각도의 우선순위
는 수질, 폐기물, 대기, 생태분야로 나타났으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희망하는 환경교육의 선호도는 응답자들이 베트남의 환경문제라고
❚ 그림 4-4.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환경문제 우선순위 및 희망교육 선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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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고 있는 우선순위와 거의 일치하였다. 선호하는 교육을 묻는 질문에서
는 환경정책 및 법률교육과 기후변화 관리 교육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결과는
환경정책 및 법률교육, 수질오염관리교육, 폐기물교육, 대기오염관리교육, 기
후변화교육 순서로 교육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교육
에 대한 수요는 없었다(그림 4-4 참조).
(3) 환경공무원의 환경교육 인식
베트남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적절성, 그리고
환경교육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더 나아가 교육기회
가 주어질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의 범위는 1부터 5 사
이이며 큰 숫자일수록 긍정적인 답변이다.
❚ 그림 4-5. 환경교육에 대한 환경공무원들의 인식 ❚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사 대상
자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받고 있는 환경교육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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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7%를 차지하였고, ‘적절
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를 차지하였다. 즉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더 많은 교육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서 70% 정
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교육의 기회가 있
으면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환경
교육에 대한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 환경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78%의 공무원이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경력 3년 미만의 공무원들이었으며 근
무경력 3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모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6. 환경교육 경험 ❚

❚ 그림 4-7. 공무원 환경교육 주체 ❚

환경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외국기관이 33.33%, 기타가 50%였으며 베
트남 자연자원환경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였
다. 기타의 경우 인터뷰 결과 기기판매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법 교육 등
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선진외국에서 지원하는 비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
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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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제로는 정책관련 주제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교육, 기후변
화 관련교육이 뒤를 이었다(그림 4-8 참조).

❚ 그림 4-8. 환경공무원 이수 환경교육 주제 ❚
정책ㆍ법률

환경 이외

(5) 기간 선호도
적절한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3~4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인, 1주일이라
고 응답한 사람이 3인으로 3~4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9. 희망교육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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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만족도 및 업무기여도
대체로 이수한 환경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7) 수행문제 및 애로사항
환경교육훈련을 받는 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복수응답
가능) 교육기회 및 교육기회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그에 이어 재정의 부족,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다.

❚ 그림 4-10. 환경교육훈련 애로사항 ❚

(8) 종합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
으며 수질, 폐기물, 대기오염 순서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생태 등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베트남 환경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이나 기자재업체 등에 의한 환경교육 및 정부의 필요에 따른 비상
설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DONRE 공무원들은 교
육훈련에 매우 적극적이나 교육기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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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
1) 과정 목표 및 교육내용 선정
설문조사결과 및 베트남 측과 한국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무원환경교육
시범교육 주제는 대기오염과 산성침적 모니터링 훈련코스(Air Pollution and
Acid Deposition Monitoring Training Course in for provincial officers)로
선정했다. 교육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IMHEN)는 1999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13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동아시아산성강
하물네트워크(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에
서 베트남 측을 대변하여 활발히 활동해왔으며 이번 대기과정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큰 어려움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대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대기과정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전문과정과 선택전공과정으로 나누
어진다. 공통전문과정은 환경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환경교육 담당, 환경정
책 담당 공무원이 모두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대기 환경과 대기오염문
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루
는 대기환경과 대기오염과 관한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선택전문과정은 대기오염의 제어 및 관리 교육과 대기관련 정책사례교육
으로 구성된다. 이는 담당한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능력
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인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내용에 따라 선택하
여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대기오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
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
기오염물질의 종류별 특징과 제어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대기관련 정
책사례교육과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사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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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각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선택된 주제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대기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정리한 [표 4-7]을 참고하였으며, 베트남 환경공무원교
육 강의 세부주제는 공통영역 및 선택영역 주제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강의 1: 대기오염 개관 - 대기환경의 이해
□ 강의 2: 대기오염 - 대기오염의 이해
□ 강의 3: 지구온난화 - 대기오염의 이해
□ 강의 4: 산성침적 - 대기오염의 이해
□ 강의 5: 베트남의 산성침적모니터링기술 - 대기오염 및 제어관리
□ 강의 6: 동아시아산성강하물모니터링 활동 - 대기관련 정책 사례

❚ 표 4-7. 대기환경 관련 교육과정 ❚
영역
구분

교육 주제
대기환경
의 이해

공통
전문
과정

선택
전문
과정

대기오염
의 이해

대기오염
제어 및
관리

교육 세부 내용
대기의 조성
대기의 구조
대기의 순환
기상과 기후
대기오염의 역사
대기오염문제의 보편적 특성
대기오염의 정의
대기오염물질 : 입자상 물질,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대기오염과 도시환경
개도국의 대기오염
대기오염과 관련된 전지구적 문제 : 산성침적,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과 인체건강
실내 공기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입자상 물질의 제어
기체상 오염물질의 제어
황산화물 및 산성가스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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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의 제어
대기의 광화학적 반응
이동 배출원
정책사례의 배경
정책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사례의 심층 분석
정책 대안 모색
현실 적용에 대한 토론

대기관련
정책사례

2) 기획안 작성
* 참가인원 : 20명
* 참가자격 : DONRE 환경 관련 담당 공무원
* 기본계획
(국문) 환경공무원을 위한 대기오염 및 산성침적 모니터링 연수

과정명

(영문)Air Pollution and Acid Deposition Monitoring Training Course in Hanoi
for provincial officers
2010. 9. 27~28

연수기간

(국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영문)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연구기관

교육담당 김광임 박사 kykim@kei.re.kr
교육지원 김윤정 연구원 Kimyj@kei.re.kr
(국문)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소
(영문) Vietanm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IMHEN)

연구 및
연수실시
기관

교육담당 박사 Đinh Thái Hưng
교육지원 박사 QuangDzung Bach

연수내용

OT

강의

토론

견학

친교행사

수료

1hr

6hr

1h

2h

2h

0.5h

강의 1: 대기오염 개관
강의 2: 대기오염
강의 3: 지구온난화

강의
주제

강의 4: 산성침적- 대기오염의 이해
강의 5: 베트남의 산성침적모니터링기술
강의 6: 동아시아산성강하물모니터링 활동

행사

분류

내용

현장실습

대기모니터링기지

친교행사

환송만찬

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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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
1) 교육 대상 선정
한국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대상을 선정하지만 베트남의 경
우 의무교육규정이 없는 관계로 연구의 편의상 교육대상 범위를 임의로 베
트남 북부의 성과 도시로 한정하였다. 교육수요조사는 북부의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있었던 10개의 지자체에서 훈련생을 2명씩
초청하였다. 참석요청 공문이 보내진 10개의 성은 Ha Noi, Hai Phong,
Hung Yen, Quang Ninh, Vinh Phuc, Bac Ninh, Lang Son, Cao Bang,
LaiChau, NamDinh이다.

❚ 그림 4-11. 시범교육에 참가한 북부 베트남의 10개 성 ❚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설계
한국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설계 절차를 참고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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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설계를 진행하였다(표 4-8 참고). 기초조사는 요구분석, 요구조사과정
에서 내부기안은 기획단계에서 수행되었으며, 환경교육심의기관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전문가와의 협의로 갈음하였다. 시범교육인 관계
로 교육과정에 대한 MONRE의 승인과정은 없었으나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교육 사실을 공지하였고, MONRE의 관심 공무원들이 교육 당일 참관하였다.

3) 교육 내용
기획단계에서 정해진 교육내용에 따라 구성된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4-8. 한국 환경인력개발원 교육과정설계 순서도(2007년) ❚
기초 조사

내부기안

심의

교육
수요조사

승인

교
육
평
․교육생 설문 ⇒ 수요조사 ⇒ 환경교육훈련협의회 ⇒ 교육 ⇒
⇒
⇒
환경부
실
가
(교수, NGO,
희망자
․기관 요구
결과
장관
시
환경부, 개발원)
․국가시책 등
반영
조사

강의 1: 대기오염 개관
- 대기의 정의, 대기권의 구조 및 구성
- 기상학적 요인, 대기권에서의 화학적 변화
- 대기오염의 영향

강의 2: 대기오염
- 대기오염의 정의 및 오염원
- 대기오염의 종류 및 대기오염물질의 물질전환
-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및 분산과정
- 대기오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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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3: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의 정의 및 원인
- 지구온난화의 증거 및 결과

강의 4: 산성침적
- 산성침적현상의 소개 및 정의
- 산성침적의 메커니즘 및 원인
- 산성침적의 영향

강의 5: 베트남 동아시아산성강하물모니터링네트워크 활동 소개
- East Asia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EANET)
- 산성침적에 관한 국가계획 및 모니터링 현황

강의 6: 베트남의 산성침적모니터링기술
- 습성 침착 모니터링
- 건성 침착 모니터링
- 육수 모니터링
- 토양과 식생 모니터링
- 실험실간의 비교

현장실습: 대기모니터링기지 방문

4) 교육 방법
이번 대기과정 연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 토론, 현
장체험, 영상매체활용 등이다.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교수자 중심 학습 방법
으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에 적합하다. 시범교육 내용 중 지적 영역, 즉 지
식이나 기능, 기술에 대한 내용 전달은 강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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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강의만으로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는 기능이나 기
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 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원고를 의뢰, 취합한다.

1)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환경공무원 정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설문을 통해 좋은 평
가를 받은 강사를 기본으로 내부추천 및 심의를 거쳐 강사를 섭외하고 있으
며 강의 교재의 경우 강의방식과 관련이 깊으므로 해당과목 강사에게 의뢰
하고 있다. 강의교재는 원고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인력개발원의 검
토과정을 거친다. 이번 시범교육에서는 기상수리환경연구센터가 대기환경연
구 수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전원 기상수리환경연구소 내부에서
강사를 선정하였으며, 교재의 경우 기본교재와 강사가 준비하는 유인물 등
두 가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바. 운영
1) 교육개시 전
사전교육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장학습지 섭외, 시간표 확정, 교재원
고 취합, 강사섭외 확인, 교육안내 연락 및 명찰준비, 강의실 정리 및 기자재
와 보조교구 준비 등이 있을 수 있다.

① 시간표 확정
교육기획안을 바탕으로 강의자와의 조율을 거쳐 시간표를 확정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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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표는 기획안에 기록된 시간분배를 준수하였다. 교육기간은 2일간이며 대기
오염과 산성침적을 주제로 한 강의 및 토론, 그리고 산성침적모니터링기지로
의 짧은 현장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자와 토론인도자, 그리고 현장학습 안내자를 교육개시 전 확정하였다.

② 교육생 선정 및 연락
이번 시범교육에서는 소속기관 및 교육기관 연락자를 따로 두어 계속 연
락을 취하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 2개월 전에 교육생 선발을 요청하고 예정
된 교육 10일 전에 명단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③ 교재 및 교구 준비
이번 시범교육에서는 기본교재와 강사별 교재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를 공급하였다. 공급된 기초교재는 강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자가 공급한 보조자료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로 구성되어 있다(자
세한 차례는 [부록 3] 참고).
(4) 기타 교육관련 준비
❚ 그림 4-12. 교육시설 전경 ❚

(가) 교실 및 교육시설
강의 및 토론 장소는 기상수
리환경연구소 별관의 콘퍼런스
룸으로 오디오시스템과 프로젝
터 컴퓨터 및 에어컨을 구비하
고 있다. 교실 옆의 휴게실에는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다과가 구비된다. 쉬는 시간 및
수업 후에는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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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이용교통수단 ❚

❚ 그림 4-14. 숙소 전경 ❚

(나) 교통수단 제공
교육훈련생들에게는 출발지에서 하노이까지 왕복티켓이 제공된다. Lai Chau
성의 경우 하노이로부터 600km 거리로 차로 10~12시간 소요되며, Cao Bang
성은 300km로 5~6시간, Lang Son성은 200km로 4시간이 소요된다. 그 외
교육생의 출발지는 하노이에서 100km 반경에 위치해 있다.
(다) 숙소
교육훈련생을 위한 숙소는 모두 2인실로 되어 있으며 조식이 제공된다.
교육장소인 기상수리환경연구소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 시범교육 진행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2010년 9월 28~29일 양일에 걸쳐 베트남 국
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IMHEN) 별관에서 진행되었다.
□ 9/28, 9/29 시범교육 시행
◦총 14명의 환경부 지방공무원 참석
◦교육 코디네이터로 지정된 2명의 연구원이 교육생 출석관리, 호텔객실
배정, 강사확인, 수료증, 강의실 확인 및 기자재 정리, 교재와 교육용 문
구류 비치 및 사진촬영 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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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5. 개회식 축사 및 기념촬영 ❚

◦2차 추가 설문조사(한국 측): 베트남 성자연환경환경국(DONRE) 공무
원 대상 2차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 인터뷰가 진행되었음. 대부
분의 참석자들은 북부지방 성자연자원환경국의 환경오염제어과 및 관측
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었으며 전공분야 외에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교육은 그때그때의 필요
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기기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도 함.
◦시범교육 1일차 진행순서
- 오리엔테이션: 과정개설취지ㆍ특성 소개, 교통ㆍ편의시설 안내
- 강의 1: 대기와 대기오염 개관
- 강의 2: 대기오염
- 강의 3: 기후변화
- 강의 4: 산성강하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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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6. 강의모습, 현장학습, 수료식 및 연수생들의 모습 ❚

◦9/29 시범교육 2일차 진행순서
- 강의 1: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감시네트워크
- 강의 2: 베트남의 산성강하물 감시기술수준
- 강의 3: 베트남의 산성강하물 감시성과
- 현장학습: 대기오염 모니터링 기지 방문
- 수료식: 시범교육 참가자 수료식 및 환송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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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시범교육결과 논의 및 정리
◦시범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협의: 10월 말
◦시범교육 결산서 작성 항목 논의
◦베트남 측 제출 시범교육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논의
-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현황
- 시범교육 준비과정에 있어 업무분담 및 인력투입
- 시범교육 내용의 요약
- 베트남 측 자체 설문조사 결과
- 문제점 및 개선점

❚ 그림 4-17. 시범교육 장소인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센터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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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
1) 평가 및 수료
◦평가 : 수강생에 대한 학습성취도 평가는 계획되지 않았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만족도를 내용으로 하는 설문이 준비되었다.
◦수료 : 이번 시범교육에서는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자 모두에게 수료
증을 수여한다. 한국의 경우 평가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과정을 이수한
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수료로 인정한다.

2) 교육평가 설문조사
훈련코스의 마지막 날이었던 9월 29일 설문지를 통하여 훈련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이 보고서 [부록 3]에 첨부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15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문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결과, 교육훈련생들은 시범교육의 교육생 및
지자체의 필요 충족, 강사 및 강의자료, 강의시설, 교육운영에 있어 전반적으
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설문에 따르면 70% 이상의 지자체에서 현재
대기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0%의 응답자가 대기모니
터링 업무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평가문항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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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훈련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

매우 그렇다
28.6
14.3
21.4
28.6
28.6
42.8
35.7
14.3
78.6
7.1

훈련내용의 만족도
내용의 지자체 필요 충족도
강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
강의 자료 만족도
훈련시설 만족도
훈련 담당자의 도움의 질
훈련 운영에 대한 만족도
훈련의 시간배분 만족도
향후 훈련 참석의사
환경모니터링에의 도움 정도

예
64.3
57.1
71.4
71.4
64.3
50.0
57.1
71.4
21.4
50.0

보통
7.1
28.6
7.1
7.1
7.1
7.1
7.1
14.2
28.6

아니다
-

보통
42.8
50.0

문제없음
7.1
7.1

❚ 표 4-10. 베트남 지자체 오염 현황에 대한 평가 ❚
(단위 : %)

구분
소속 지자체의 대기오염 현황
소속 지자체의 수질, 폐기물 오염 현황

매우 심각
7.1
28.6

심각
42.8
14.3

❚ 표 4-11. 베트남 지자체 오염모니터 현황에 대한 평가 ❚
(단위 : %)

구분
소속 지자체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수질과 폐기물 오염 모니터링

전혀 없음
21.4
14.3

시작 단계
7.1

진행 중
57.1
57.1

잘 진행 중
21.4
21.4

2) 종합평가
전반적으로 이번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 실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참가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IMHEN)는 교육책임
자 1인, 교재개발자 2인, 교육코디네이터 1인이 한 팀을 이루어 한국 교육전
문가의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설계에 필요한 요구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
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요구분석과정에 있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결과 및 교육환경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설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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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한국 연구진이 교육실시 2일간 전체를 참
관하였는데, 시범교육 실행팀이 교육진행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강의용 PPT의 수준도 높았으며, 지루하지 않은 시간 배분,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의 배치도 적절하였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생들이 팀을 이루어 환경상황을 간단한 중심어 및 그림으로 표현하여 발표
하게 하는 등 피교육자가 다양하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발
한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앞으로 공무원시범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하
여 이번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한계 및 개선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운영의 시간적, 재정적 한계
이번에 이루어진 시범교육은 기상수리연구소가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 환경교육 과정을 설계,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공무원 교육과정이 1주일 정도
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비하여 베트남의 환경공무원 교육은 2일간
이루어져 이론 중심적 교육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실시될 베트
남 환경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교육에서
나타난 시간적 한계는 과제의 기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었으
나, 이번 시범교육의 목적이 향후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생각할 때, 공무원 환경교육을 위한 재원확보 및
정책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교육 주제의 선정
이번에 선정된 교육주제는 기상수리환경연구소(IMHEN) 측에서 실시한
사전설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상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베트남 기
상수리환경연구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며 시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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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베트남 측 시범교육책임자 딘 타이
흥(Đinh Thái Hưng) 박사는 베트남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수질과 폐기물의 경우 이미 많은 교육이 수행되었다는 점도 이 주제의 시범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여건상 시급
한 것과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장기
적으로 공무원환경교육이 정규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매체별 환경관리
과정(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분석과정(유기분석과 무기분석),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여러 분야로 나뉘어 각각의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환경 공무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
주제와 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다) 강사 선정 및 양성
이번 시범교육의 강사진은 전원 기상수리환경연구소의 연구진이었으며, 공
무원 환경교육의 실행에 있어 외부 강사진의 활용률이 보편적으로 높음을
생각할 때 기상수리환경연구소가 환경 전반에 있어 균형 있는 공무원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상수리환경연구소 외에서 각 분야의 강사진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강의나 실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강사교육 및 베트남의 강사가 후진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
발하여 지속적으로 강사를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된 강사는 공식 환경교육에서뿐만 아니라 환경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 등에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해외원조 프
로젝트를 통한 교육연수 및 교육협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육동기 부여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관련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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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재교육 의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가고 있
는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의
무교육 규정 등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의무교육규정에 의해 공무원 환경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후 교
육수료자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당 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훈련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
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비는 국고 및 법에 의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47조 2항). 환경공무원 교육에 있어 국가가 환경교육에 드
는 모든 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실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시범교육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초청연수와 유사한 형태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앞
으로 베트남 자체 재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를 생각
하여 교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규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규화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교육
자의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석함으로써 임기응변적이고 상황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일정한 체계와 규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을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이 환경교육 이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격 인정을 강화하여 교육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 교육 평가의 개선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에 있어 기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반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학습자의 인식, 지식의
습득, 긍정적 환경윤리, 행동기술, 행위경험의 습득 정도)과 프로그램의 효율
성(교육방법, 교육환경 및 운영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학습자의 만족도에 대
한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여러 가지 시간상, 재정상의 한계로 인해 학습자의
성취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교수자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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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의 공무원 환경교육은 이제 도입단계인 만큼 향후 교육에서는 교수자
평가 및 학습성취도 평가를 통해 교육에 참석한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얼
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하고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교육설계안을 보완하며
향후 공무원 환경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더 풍성
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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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베트남의 환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지난 세기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에 의해 개발된 최신산업기술을 오염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은 후발 산업국가로서의 베트남의 이점일 수 있으나, 선진국들이 일
정한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 지기 시작했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이제 막 일
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넘긴 베트남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환경문제는 국가를 넘어서 경제․통상문제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는 필연적
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당할 환경인력의 교육, 특
별히 환경공무원 교육을 위해 베트남과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
범운영하여 베트남의 자체 공무원 교육운영능력 배양을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의 통제가 강하며 시민의 환경활동이 제약되는 베트남에서 개발과
보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공무원 교육의 강화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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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방안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은 베트남 환경전문가
의 환경 콘텐츠와 한국 측 환경전문가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결합하여 설
계되었다. 베트남의 공무원 환경교육이 자리를 잡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을 세
분화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공무원 환
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공무원들의 환경훈련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일 때인 1980년대 공무원
환경교육이 도입되어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의 상황에 맞는 환경소양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여 공무원이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식을 갱신함으로써 베트남의 환경 정책 및 환경관리 전반
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베트남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 환경의무 규정을 통해 모든 지
역의 공무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무규정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환경 관련 전문/심화교육을 통한 자격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격증 제도는 대학 및 연구소의 양성, 직업훈련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국가
가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며, 국가가 직접
자격을 검정하여 부여하거나, 민간이 시행하는 시험을 공인해서 자기계발을
유도한다. 베트남의 환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 관리와 모니터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소양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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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교육 기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
능력의 수준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여 환경전문공무원을 인
증하고 관련 보직에 발령 또는 승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환경 관련 공무원의 각각의 직무를 파악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성취한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 수준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직
무 능력을 수준별로 파악하여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넷째, 공무원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다. 현재 베트남의 공무원들은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여
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 시간에 대한 또는 다
른 업무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
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환경전문소양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및 자격 인정을 권장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
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면 환경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의 마련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베트남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협
력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수립한 교육 목표를 기초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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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세부 핵심 개념의 구체화,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재 개발, 내용을 실
현하는 데 적합한 교수-학습법의 제시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한국과 베트남의 공무원 환경교육 협력방안
첫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한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로 현물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 소프트
웨어가 제공되지 않아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
를 들면 학교설립과 같은 많은 교육 원조사업이 시설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운영이 부실해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시작된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지원,
교수요원을 지원하는 후속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즉 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 향후 자립운영을 위하여 베트남의 강사가 후
진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사를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경제개발과정의 교육훈련 경험을 공유한다.
인적자원개발분야는 한국의 성공경험이 축적된 분야로 대 개도국 원조에
있어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선진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전략적 지원분야
이다. 우리나라의 1970∼80년대와 비슷한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에
최빈국에서 최선진 개도국까지 교육을 바탕으로 성공적 발전을 한 한국의
경험을 기초로 인적자원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개도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한
국의 인적자원을 통한 환경문제 극복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철저한 베
트남의 환경현황 파악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문제와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에
적합한 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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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무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인적교류를 확대한다.
한국 내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인재개발원, 환
경부 산하 환경인력개발원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베트남 내 환경 공무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 운영자 교육
및 강사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환경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
관,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 교육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인적교류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알리고 내
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3

제5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국문자료

국립환경연구소. 1979~1985. 국립환경연구소보 제1권~제7권, 국립환경연구원.
김동규(편). 1996. 세계의 환경교육. 서울 교육과학출판사.
김병완. 200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0권.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도널드 아렌스. 2009. 대기환경과학. 시그마프레스 ; 민경덕, 민기홍 역.
라벤ㆍ버그ㆍ존슨. 1998. 환경학. 보문당 ; 안동만 역.
베트남 플라자 편집부. 2007. 이것이 베트남이다. 와이미디어.
베트남 환경산업정보망. 2010. 환경분야 예산, 자료검색일: 2010.11.11.
출처:http://www.eisvietnam.or.kr/.
박강호. 2008. ｢대외원조성과수준을 높이자｣. 헤럴드경제. (10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발. 보건
복지가족부.
브리태니커 온라인. 2010. ｢베트남의 정치와 사회｣,
자료출처: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9b2423b004,
자료검색일: 2010.11.11.
서우석ㆍ김진모ㆍ전영욱. 2007. ｢CIPP 모형에 기반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공무원 환경
교육에 대한 평가｣, 환경교육. 제20권 1호. 한국환경교육학회.
서우석ㆍ정철영ㆍ이재호. 2007. ｢환경공무원을 위한 환경교육 사이버 연수 콘텐츠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4호. 한국농업교육학회.
심나리. 2010.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한국 투자자와 손잡고 싶어｣. 노컷뉴스. (11월 10일)

104│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오영석. 1999. ｢공무원 환경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3호. pp.
161-176. 한국행정학회.
윤경호. 2010. ｢종전30년 상흔 베트남에 NGO는 없다｣. 인터넷 저널 12월 3일
자료출처: http://injournal.net/sub_read.html?section=section31&uid=17693,
자료검색일: 2010.12.3.
이석희 외. 2009.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Ⅲ): 중장기 국가별-권
역별 교육협력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종만, 웬칵빈. 2006. ｢베트남 평생교육 체제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4호.
정은정ㆍ진선미. 2008.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수설계 모형 개발 및 적용｣.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3권 1호, 한독교육학회.
정재완. 1997.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진출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완ㆍ김돈형ㆍ박근영. 2007. 베트남의 주요 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찬동. 2008. ｢지방자치제 이후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과정 연구｣. 인력개발학회, 제10권
2호. 한국인력개발학회.
진종순. 2007.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정책사례교육｣.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한국
정책학회.
최돈형 편역. 2005. 환경교육학입문. 원미사.
최영렬 외. 2007. 국제교육협력 시범사업 발굴ㆍ지원(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케네스 워크ㆍ세실 워너ㆍ웨인 데이비스. 2004. 대기오염제어;이상권 외 9 공역.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2010. ｢베트남환경보호 강화 추세｣, www.globalwindow.org.
코트라글로벌윈도우. 2009. ｢베트남 내 환경문제에 대한 당국의 인식 확대｣. www.globalwindow.org.
클레어 엘리스. 2005. 베트남 VIETNAM. 휘슬러; 김양희 역.
하미승ㆍ하재룡ㆍ권용수. 2004.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제3권 2호,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별평가부 신용조사팀. 2010. 국별보고서, 베트남 정치경제동향.
한국산업연구원 해외산업정보. 2009. 베트남 환경 및 환경정책 현황, 출처: http://kiet.go.kr/

105

참고문헌 │

servlet/isearch?mode=view&dataNo=38263. 자료검색일:2010.11.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8.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2007, 2008, 2009.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통계.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7.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수체제설계(ISD)
매뉴얼.
환경부. 2006.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환경부ㆍ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8a. 베트남 북부지역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수립.
_____. 2008b. 베트남 지역별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수립.
환경부 보도자료. 2008. 6. ｢제6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개최｣. 자료출처: http://www.me.go.kr/
kor/notice/notice_02.jsp?id=notice_02&cate=&dirinfo=&key=subject&search
=베트남&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pg=1
&mode=view&idx=164267, 자료검색일: 2010.11.11.

●●

외국문자료

Clean air initiative in Asia(CAI-Asia). 2008. Country Network Viet NamㆍVietnam
Clean Air Partnership. Country Report, Clean Air in Viet Nam, p. 4.
Chau Lam. 2007. “Vietnam Non-formal Education”, “Education for All by 2015: will
we make it?”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8. UNESCO.
IMHEN. 2009. 내부자료.
IMHEN. 2010. Pilot Operation of Environmental Training Program for Public in
Vietnam (보고서 부록).
Oxfarm. 2008. Vietnam,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poor people.
Susmita Dasgupta et al. 2007.“The impact of Sea Level Rise on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136.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02. Current Situation of Vietnamese Education.
자료출처: http://en.moet.gov.vn/?page=6.1&view=3451,
자료검색일: 2010.11.11.

106│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UNEP. 2008.9.1. “Environment goes up in smoke”, The environment in the news.
자료출처: http://english.vietnamnet.vn/social/2008/08/801307/,
자료검색일: 2010.11.11.
UNEP.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Worldbank. 2005. Vietnam Environment Monitor.
Ministry of foreign affair. 2010.11.18.
자료출처:http://www.mofa.gov.vn/en/tt_bachi/pbnfn/ns101118204918#onw6
자료검색일:2010.11.28

●●

베트남어 자료

하노이모이온라인신문, 2010.6.4. ｢고등교육에 대한 ODA, 11440 천만 동｣.
자료출처:http://www.hanoimoi.com.vn/newsdetail/giao_duc/319560/11440-tydong-oda-cho-giao-duc-dai-hoc.htm, 자료검색일: 2010.11.11.
MONRE 2009. “Báo Cáo Môi Trường Quốc Gia 2009, Khu Công Nghiệp” [Vietnam
National Report on Environment 2009, Industry].
MONRE 2008. “Báo Cáo Môi Trường Quốc Gia 2008, Tống Phàt TriềnLàng Nghề
Việt Nam” [Vietnam National Report Environment 2008, handicraft village].

●●

웹사이트

베트남 교육훈련부. http://en.moet.gov.vn.
베트남 환경산업 정보. 베트남 국가 개황, http://www.eisvietnam.or.kr.
베트남 뉴스. 2008.9.30. http://vietnamnews.vnagency.com.vn/Environment/.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
베트남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onre.gov.vn.
베트남 환경산업정보망. http://www.eisvietnam.or.kr.
월드뱅크 베트남 국가정보. http://data.worldbank.org/country/vietnam.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107

참고문헌 │

한국브리테니커 온라인. http://britannica.co.kr.
한국산업연구원(KIET) 해외산업정보. http://kiet.go.kr.
호치민 국가정치행정아카데미. http://www.hcma.vn.
호치민 교육관리자연구소. http://www.iemh.edu.vn.
ENDA Vietnam. Environmentnd development in action, http:// www. endavn.org.vn.
Hanoi Moi online. http://www.hanoimoi.com.vn.
VUFO-NGO Resource center. http://www.ngocentre.org.vn.

108│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부록

[부록 1]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계획수립 고려사항
□ 교육전략
1. 수요자 중심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수요자에
초점을 둔 맞춤형 교육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피
교육자의 필요와 선택권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요 및 개인역량에 대한
분석을 활성화하고, 교육내용의 다층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베트남 정부
와 공무원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와 개인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별,
직급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기주도적 학습체계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지식과 인식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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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의 일방적인 주입이나 전달보다는 개인이 스
스로 배우고 깨닫고 습득해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효과적이다. 개인으로
하여금 학습을 습관화시키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3. 다양한 학습시스템
조직의 역량이나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은 반드시 교육 프
로그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은 언제, 어디서든, 누
구에 의해서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이란 교육기
관에서 제공하는 집합교육, 워크숍 참여, 컴퓨터 보조학습 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조직의 상사나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기관과의 교류, 인터넷,
지식관리 프로그램 등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집단교육 프로그램과 병
행하여 다양한 학습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방이나 인터넷 카
페 제공, 스터디 그룹의 활동 지원 등이 그 예이다.

4. 현장실천능력 중심 교육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을 주입식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실질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자의 담당업무와 직급에 맞추어 실무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
함으로써 현장실천능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5. 가치함양 및 행동 및 태도변화 중심 교육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전수․습득시키는 교
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조직의 지식과 활용능력의 함양은 조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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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지식조직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공무원의 가치창
출(value creation)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은
그것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사고방식, 의식, 태도 및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과 행정이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기
르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환경적
인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윤리적 접
근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 교육 세부목표 및 핵심개념
1. 교육 목표
1) 환경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식
- 환경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잡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임. 베트남 환경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환경에 대한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닌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판단과
태도, 행동과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

2) 현재 베트남이 직면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이해
- 현재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이러
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과학적, 기술적 방법을 습득하고, 이후
환경 관리를 위한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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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 문제의 대응 및 완화 방안 습득
- 전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적
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적 협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4)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감소와 같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이해
- 생물다양성과 개념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에
대해 이해함.
- 자원으로서의 생물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및 방안
을 습득함.

5)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함.
-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구와 노력에 대해 이
해함.

2. 핵심개념
1) 환경과 생태계의 구성요소
-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 인문환경의 구성요소
- 생태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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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의 구성요소
- 각 요소간의 상호관계/상호작용

2) 환경오염의 발생원인과 기작
- 환경오염의 종류와 원인 물질
-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원인
- 환경 내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기작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건

3) 환경오염문제의 해결 방안
-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제어
-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기술
- 환경관리 방안

4) 기후변화와 그 대응 및 적응
-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
-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과 노력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

5)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이해 및 보전을 위한 노력
-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개념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 감소와 그 원인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방안과 국제적 노력

6)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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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 교육 내용
1. 환경 일반
1) 생태계의 기본 개념
- 생태계의 개념
- 생태계와 에너지 순환
- 생태계의 물리적 환경

2) 생태계의 구성요소
- 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
- 생태계의 비생물적 구성요소
- 생태계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

3) 생태계의 기능
4) 주요 생태계의 이해
- 주요 생물군계
- 수생태계 : 담수생태계, 해양 생태계, 점이대 생태계
- 생물권역의 상호작용

5) 주요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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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
1) 대기 일반
- 대기의 구성
- 대기의 특성

2) 대기오염
- 대기오염의 원인 및 원인물질
- 대기오염의 발생 기작
-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대책
- 대기오염 사건과 해결 사례

3) 대기환경문제
- 스모그
- 산성침적
- 황사 등

4) 실내대기오염문제
- 실내대기오염의 원인물질 및 발생원
- 실내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
- 실내대기오염의 해결

3. 물환경
1) 물환경 일반
- 물의 구성
- 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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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상태 변화와 이동
- 물 순환으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

3) 수질오염
- 수질오염의 원인물질 및 발생원인
- 수질오염의 기작
- 수질오염의 해결과 방지 대책
- 수질오염 사건과 해결 사례

4) 물환경문제
- 물 부족
- 지하수 오염과 고갈
- 홍수와 가뭄

4. 폐기물
1) 폐기물의 발생
2) 폐기물의 분류
3)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5) 폐기물 저감 방안
- 분리배출 및 수거
- 재활용
- 재사용
- 청정 생산
- 전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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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환경
1) 생물다양성의 개념
2)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3)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 및 대책
4) 생물자원의 이해
5) 생물자원의 보호와 보존

6. 기후변화
1) 기후변화의 이해
2) 기후변화의 원인과 기작
3)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
4) 기후변화에의 적응 방안

7. 지속가능성
1)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2) 환경적ㆍ사회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
3)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8. 환경 정책과 협약
1) 환경정책의 개념과 목표, 수단, 원칙
2) 환경규제의 종류와 내용
3) 환경법의 종류와 내용
4) 국제환경기구의 종류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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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환경협약의 종류와 내용

9. 환경 철학 및 윤리
1) 동서양의 환경관 이해
2) 환경윤리의 중요성
3)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 및 실천

□ 교육 방법
1. 강의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교수자 중심 학습 방법으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
에 적합하다. 교육 내용 중 지적 영역, 즉 지식이나 기능, 기술에 대한 내용
전달은 강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실험/실습
실험/실습은 강의만으로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는 기능이나 기술을 직접
해봄으로써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이
다. 환경교육에 있어 환경오염물질의 제어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실험/실습
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3. 토론
토론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가치를 판단하고, 논리적
인 사고를 구성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가치판단의 다양성을 이해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많은 이슈들은 가치판단을 요구하며 따라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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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토론과 같은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다.

4.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실험을 뜻한다. 컴퓨터에 실제의 환경과 거의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프
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자료를 주어 실행시키는 것으로 실제 상황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대기, 수질, 폐기물, 기후변화 등 각 교육주제와 관
계된 여러 상황들은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5. 현장체험
자연 환경이나 환경오염 지대 등에 직접 찾아가 보고, 만지고, 조사하는
활동 속에서 창의성, 자율성, 협동성을 길러 주는 학습 활동이다. 예를 들어
숲 체험, 강 체험, 습지 체험 등을 통해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오염된 강이나 바다, 산성비의 피해를 입거나 벌목당한 숲 등을 체험
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6. 영상 매체 활용
동영상을 통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을 시각적ㆍ청각적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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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경공무원 교육설문지 한글-베트남어 대조본
Phiếu điều tra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Phiếu điều tra nhằm phát triển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án bộ
môi trường Việt Nam
안녕하십니까?Xin chào
IMHEN과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는 협동연구로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MHEN cùng với Viện môi trường Hàn Quốc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 hiện đang thực hiện đề tài phát triển “ Chương trình đào
tạo về môi trường cho nhân viên Việt Nam”
본 연구는 베트남의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을 개발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Nghiên cứu này đưa ra những câu hỏi khảo sát nhằm mục đích phát
triển chương trình đào tạo, hướng dẫn những nhân viên đang đảm
nhận công việc liên quan tới môi trường Việt Nam.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베트남 환경분야 발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Những ý kiến chân thành của các bạn sẽ trở thành tư liệu vô cùng
quan trọng đối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lĩnh vực môi trường Việt Nam.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됩니다.
Nội dung các câu trả lời của các bạn sẽ chỉ được xử lý thống kê.
감사합니다.
Xin chân thành cảm ơn
2010년 9월 28일 Dr. Hung / IMHEN; Dr. Kwang-yim KIM/KEI, Korea
Ngày 28 tháng 9 năm 2010

◦ 근무지역(성):
Khu vực làm việc ( tỉnh): ______________________
◦ 소속과 및 담당업무__________________
Bộ phận trực thuộc và công việc đảm nhận________________
◦ 직위 ________________ ◦ 성별 ①남( ) ②여( )
Chức vụ ________________ ◦ Giới tính ①Nam( ) ②Nữ( )
◦ 전공 ① 환경공학 ② 환경정책 ③ 자연과학 ④ 사회과학 ⑤ 기타( )
Chuyên ngành ① Công nghệ môi trường ② Chính sách môi
trường ③ Khoa học tự nhiên ④ Khoa học xã hội ⑤ Khá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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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담당하는 업무(과)에서 일한 기간을 표시해 주십시오.
Hãy đánh dấu vào thời gian đã làm việc tại vị trí công việc mà bạn đang đảm
nhận hiện tại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① Dưới 3 năm ② 3~5 năm ③ 5~10 năm ④ 10~15 năm ⑤ Trên 15 năm
2. 귀하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Bạn đã từng được đào tạo, hướng dẫn về công việc của một giáo viên?
① 있다 → 3-1
① Có → Tới câu 3-1
② 없다 → 3-6
① Không → Tới câu 3-6
3-1. 이수한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Nội dung chương trình học bạn đã tham gia là gì?
① 기후변화
Biến đổi khí hậu
②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Gìn giữ hệ sinh thái và môi trường tự nhiên
③ 환경기초시설 관리방식, 환경기술
Phương pháp quản lý thiết bị cơ bản môi trường, kỹ thuật môi trường
④ 환경관리 정책, 제도, 법률(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관리)
Chính sách, chế độ,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môi trường (ô nhiễm không khí,
ô nhiễm chất lượng nước, quản lý chất thải)
⑤ 환경분야 이외의 다른 교육
Chương trình đào tạo khác ngoài lĩnh vực môi trường
3-2. 교육을 주관한 기관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Cơ quan tổ chức khóa học là cơ quan nào?
① MONRE ② MONRE 외의 정부기관 ③ 국제기구 (UN, World Bank 등)
① MONRE ② Tổ chức chính phủ khác ngoài MONRE ③ Tổ chức thế giới (như
UN, World Bank ..)
④ 외국 기관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⑤기타( )
④ Tổ chức nước ngoài ( Mỹ, Nhật, Hàn, Châu Âu..) ⑤Khá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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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Mức độ hài lòng của bạn về chương trình học?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Rất không hài lòng ② Không hài lòng ③ Bình thường ④ Hài lòng ⑤ Rất hài lòng
3-4.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Chương trình học có giúp ích nhiều cho công việc của bản không?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도움 안 됨 ③ 보통이다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① Hoàn toàn không giúp ích gì ② Không giúp ích gì ③ Bình thường ④ Hữu ích
⑤ Rất hữu ích
3-5. 교육을 받으면 직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진, 평가, 월급 등)
Nếu tham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bạn có được nhận ưu đãi gì từ phía cơ quan?
(thăng tiến, đánh giá, lương…)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도움 안 됨 ③ 보통이다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됨
① Hoàn toàn không giúp ích gì ② Không giúp ích gì ③ Bình thường ④ Hữu ích
⑤ Rất hữu ích
3-6. 환경관련 업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Lý do tại sao bạn không tham gi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hướng dẫn về môi trường?
① 관심이 없어서 Do không quan tâm
②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Do không có cơ hội tham gia
③ 시간이 없어서 Do không có thời gian
④ 교육정보를 잘 몰라서
Do không biết rõ thông tin về chương trình đào tạo
4.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무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Bạn có nghĩ là một nhân viên đảm nhận công việc của một giáo viên thì cần phải
đào tạo/ hướng dẫn không?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Hoàn toàn không cần thiết ② Không cần thiết ③ Bình thường ④ Cũng cần
thiết ⑤ Rất cần th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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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부터 3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Theo bạn thì thứ tự ưu tiên hướng dẫn đào tạo đối với các nhân viên đang đảm
nhận công việc môi trường là gì? Xin hãy viết số từ 1 tới 3
① 수질오염 관리교육 ( )
Hướng dẫn quản lý ô nhiễm chất lượng nước
② 대기오염 관리교육 ( )
Hướng dẫn quản lý ô nhiễm chất lượng không khí
③ 자연환경 및 생태계관리 교육 ( )
Hướng dẫn quản lý hệ sinh thái và môi trường tự nhiên
④ 생활폐기물 관리 교육 ( )
Hướng dẫn quản lý chất thải sinh hoạt
⑤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교육 ( )
Hướng dẫn quản lý chất hóa học gây hại như hoocmon môi trường
⑥ 기후변화 문제의 이해, 영향, 적응관련 교육 ( )
Hướng dẫn liên quan tới việc tìm hiểu, ảnh hưởng, thích ứng với vấn đề biến đổi
khí hậu
⑦ 환경정책과 환경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교육 ( )
Hướng dẫn về các quy định pháp luật liên quan tới môi trường và chính sách môi
trường
6. 희망하는 교수학습방법은 무엇입니까? (2-3개 표시 가능)
Phương pháp học ưa thích của giáo sư là gì? (Có thể biểu thị từ 2~3 nội dung)
① 이론 강의 ② 실험 ③ 토론방식 ④ 사례탐구 ⑤ 시청각 ⑥ 현장학습 ⑦ 기타
① Giảng dạy lý luận ② Thực hành ③ Phương thức thảo luận ④ Tìm hiểu ví dụ
⑤ Nghe nhìn ⑥ 현장학습 ⑦ Khác
7.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1회에 며칠 동안 이루어지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heo bạn thì chương trình đào tạo hướng dẫn nhân viên nên kéo dài mấy ngày 1
lần là hợp lý?
① 2일 이내 ② 3-4일 ③ 1주일 ④ 10일 ⑤ 2주일
① Trong vòng 2 ngày ② 3-4 ngày ③ 1tuần ④ 10 ngày ⑤ 2 tuần
8. 현재 공무원에 대한 환경 교육/훈련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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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bạn thì chương trình đào tạo/ hướng dẫn về môi trường cho các nhân viên
hiện nay có tốt không ?
① 매우 나쁨 ② 좋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① Rất tồi ② Không tốt ③ Bình thường ④ Tốt ⑤ Rất tốt
9.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얻고 계십니까?
Bạn tiếp cận với thông tin cần thiết cho việc thực hiện công việc đang đảm nhận
thông qua con đường nào?
① 직장동료 ② 인터넷 ③ 관련서적 및 논문 ④ TV 및 미디어 ⑤ 기타 ( )
① Từ đồng nghiệp ② Internet ③ Sách và luận văn liên quan ④ TV và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⑤ Khác ( )
10. 환경교육 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혜택(승진, 평가, 월급 등)을 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ạn có nghĩ là cần phải đưa ra các ưu đãi ( thăng tiến, đánh giá, lương…) cho
nhân viên tham gia đào tạo hướng dẫn về môi trường?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Hoàn toàn không cần thiết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Không cần thiết lắm
③ 그저 그렇다 Bình thường
④ 조금 필요하다 Cũng cần thiết
⑤ 매우 필요하다 Rất cần thiết
11.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교육이 실시되면 참
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Nếu được tham gia vào chương trình hướng dẫn những thông tin cần thiết cho việc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mà bạn đang đảm nhận thì bạn có ý định tham gia không?
① 절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 ⑤ 적극 참여
① Chắc chắn sẽ không tham gia ② Sẽ không tham gia ③ Bình thường ④ Cũng sẽ
tham gia ⑤ Tham gia tích cực
12. 현재 베트남의 환경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Bạn nghĩ mức độ ô nhiễm môi trường của Việt Namhiệnnayởmứcđộnào?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심각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심각 ⑤ 매우 심각
① Hoàn toàn không nghiêm trọng ② Không nghiêm trọng ③ Bình thường ④ Cũ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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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iêm trọng ⑤ Rất nghiêm trọng
13. 베트남에서 환경문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3까지
숫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Theo bạn thì thứ tự ưu tiên của vấn đề môi trường tại Việt Namlàgì? Hãy đánh số
từ 1 tới 3
① 수질( ) Chất lượng nước
② 대기( ) Không khí
③ 자연환경 및 생태계( ) Hệ sinh thái và môi trường tự nhiên
④ 생활폐기물( ) Chất thải sinh hoạt
⑤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 Chất hóa học gây hại như hoocmon môi trường
⑥ 기타( ) Khác
14. 귀하의 연령은?
Bạn thuộc lứa tuổi nào?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65세 이상
① Lứa tuổi 20 ② Lứa tuổi 30 ③ Lứa tuổi 40 ④ Lứa tuổi 50 ⑤ Lứa tuổi 60 ⑥
Trên 65 tuổi
15. 귀하께서 학교에 다닌 기간은?
Thời gian bạn tới trường học?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학교(2년제) ④ 대학교(4년제) ⑤ 기타
①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② Trường THPT ③ Trường dạy nghề, cao đẳng (hệ 2
năm) ④ Trường đại học ( hệ 4 năm) ⑤ Khác
16. 환경교육 훈련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Xin hãy viết những khó khăn khi tham gia đào tạo hướng dẫn về môi trường (nếu
có).
① 훈련비용 조달이 어려움 ② 업무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움 ③ 교육이 언
제, 어디서 있는지 알기 어려움. ④ 직장상사에게 허락받기 어려움
① Khó khăn trong vấn đề chi trả học phí ② Công việc quá bận rộn nên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sắp xếp thời gian ③ Khó khăn trong việc tìm hiểu chương trình
đào tạo diễn ra vào khi nào, ở đâu④ Khó khăn trong việc xin phép cấp tr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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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베트남 측 시범교육 실시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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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f Korea-Vietnam Environmental
Education Cooperation Strategy(I):
Environmental Training Pilot Program for
Public Officers in Vietnam.
Kang Yim Kim, Tae Yoon Park, and Yoon Jung Kim

Vietnam is currently fac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roper knowledge and active
involvement of public officers who plan and implement environmental policy are
necessary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not paying much attention on training of public officers and is
also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ose problems due to the lack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city.
This study aims to build basis of environmental training system for public
officer of the Vietnam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ilot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Using I-AID²E² Model as a development tool,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and pilot training course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Specialist from both country cooperated through out the process
of developing training program. Provincial officers from ten provinc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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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Vietnam were invited for the pilot training course on “air pollution and
acid deposition monitoring” at Vietnam Institute of Met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 in Hanoi from 27th of September to 28th, 2010.
The training course was successfully conducted and delivered. The
provincial officers who attended the course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training course and showed strong willingness to attend training next time if
there is chance.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training is found to be high from
the survey result.
In conclusions, there are strong demands for environmental training for
public officers in Vietnam. Financial support and introduction of policy measure
for mandatory training are needed to set up regular and periodic environmental
training system to meet their demand. Establishment of regular environmental
training courses including basic course and expert course and detailed training
courses depending upon different level of public officers are also necessary for
provision of good quality training in order to settle environmental problems
arising.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training of public officers, exchange of environmental personals and continuous
involvement in education are required. The support on the operation of
environmental training program in the Vietnam by Korean Environmen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EHRD) Institute and Korean environmental experts are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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