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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한‧베트남 원자력 협력기반 조성 및 협력방향 설정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베트남은 통일 이후 개방정책과 적극적인 산업개발 추진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및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있으며, 2015년을 전후로 최초 원전을 도입을 구체

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최근에 들어 성숙된 국내 원전기술능력을 토대로 해외 원전시장진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원자력수출을 위

한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비하여 원자력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위한 양국

간 이해 확대와 협력기반 조성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원자력분야의 협력현황을 검토하고 협력의 활성화와 향

후 베트남과의 협력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ㅇ 베트남의 원자력이용개발 정책 및 행정체제

     - 에너지 정책 

     - 원자력 행정체제

  ㅇ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및 전망 

     - 전원개발 및 원전도입 계획

     -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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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의 원자력 국제협력 동향

  ㅇ 양국간 협력기반 조성 및 협력방향 설정

     - 협력대표단 교환방문 

     - 공동세미나 개최 및 협력방향 설정 등

Ⅳ. 주요 연구 결과

    베트남은  원전도입에 있어서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과거 원자력 추진 경험과 정책사례의 적극적인 도입 등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의 원전도입 추진 계획 등 원자력이용개발 정책과 현황

에 대하여 파악하 으며 또한 양국간 협력관계의 정립과 협력기반을 조성하 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과의 원자력 협력대표단 교환방문을 추진하 으며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른 국제회의에서의 양국간 대화창구의 다원화와 인력 교류 및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의 교환방문에서 주요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기술협력대표단의 교환방문의 지속적 추진

   2) 베트남 고위 정책결정자 정책세미나 개최 

   3) KAERI/VAEC간 협력 약정 체결

   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KAERI/NTC)과 다라트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훈

련센타 (DNRI/NTC)간 협력 추진

   5) 한국형표준원전의 베트남 건설시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의 추진과 기술설명회 

개최

   6) 베트남 원자력 전문가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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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과의 협력 기본 방향으로는 협력방향과 국가 전략은 장.단기적으로 수립

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협력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은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중의 하나로 동남아시아 및 아

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원자력수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크므로 향후 원전 및 

연구로 등 원자력기술 수출을 목표로 협력을 추진하고

   2) 향후 중국, 일본, 카나다 등의 원자력기술 수출 선진국과의 경쟁 불가피하므

로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추진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

   3) 개도국과의 효율적으로 원자력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중인 원전

사업과 원자력 중.장기 연구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하다. 

   4) 정부와 원자력 관련기관간의 공동협력위원회 등 정부 및 산업체 그리고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접촉 채널의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 수행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베트남과의 협력인맥 확보 

그리고 정립된 기관간 협력관계를 향후 협력강화에 활용

  ◦ 향후 베트남의 원전 및 연구로 등 원자력기술 수출을 목표로 협력기반을 강화

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협력분야의 적극적 추진과 후속협력에 반

     -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추진 전략수립시 본 연구결과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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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Cooperative Relations and Future 

direc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After reunification with the end of vietnam war,  Vietnam is plan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around the year of 2015 to meet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of energy and electricity resulting from 

industrial development and  national open economy policy.

   The Government has made the continuous policy efforts to export nuclear 

technology to abroad nuclear power market, focused on developing 

countries like Vietnam based on matured national  nuclear power 

industrie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From this point of view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otential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S in near future It is, 

therefore, need to enhanc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relation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field of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between two countries.

   For the nuclear cooperation with Vietna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o establish the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cooperation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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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ㅇ Vietnamese Nuclear Policy for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 Energy Policy and Nuclear Administration

   ㅇ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Vietnam

      - Electricity generation and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R and D activities

      -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in Vietnam

   ㅇ Establishment and future directions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Exchanges of visits of nuclear cooperation delegations 

      - Holding of joint seminar and discussion of future cooperative 

directions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Korean successful achievement in the past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s a developing country, is highly appreciated in Vietnam and 

Vietnam wishes strongly cooperation with Korea in order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 in Vietnam in future through the reflection of Korean 

case of past experiences and policy develop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self-reliance policy of nuclear power technology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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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exchanges of visits of nuclear 

cooperation delegations were made and joint seminars were held in order 

to exchange of information and discussion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had resulted in successful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and activated the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wo countries. 

   Major results concluded at the joint meeting held during exchange of 

cooperation delegation visits  were as follows;

   1) Exchange of visit of nuclear cooperation delegation

   2) Holding of policy seminar in Korea for Vietnamese high level policy 

decision makers of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to 

Vietnam

   3) Conclusion of cooperative arrangement between KAERI/VAEC

   4) Cooperation between KAERI/NTC and DNRI/NTC

   5) Joint 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KSNP) in Vietnam and presentation of KSNP 

   6) Training of Vietnamese nuclear experts in Korea, etc.

   Based on results of study, it can be recommended that long and 

short-term policy direction for th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otential introducing nuclear power plants in fu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arry out national strategies to export nuclear 

power technologies to abroad nuclear market as national basic policies.  

Major cooperation direction for Vietnam can be recommend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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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ietnam is one of countries having big nuclear market potential and 

will play a large role as a bridgehead of nuclear markets of 

developing countries of Asia and Africa in future for the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research reactors. 

   2) Considering the inevitable competition with advanced nuclear countries 

such as USA, Japan, Canada, France and China in exporting nuclear 

power technologies in futu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national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to carry out nuclear abroad 

business i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s.

   3) In order to carry out the nuclear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t is required to support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national long- and mid-term nuclear R & D program 

under implementation.

   4)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to support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including joint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al 

ministries, industr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to use them in postive 

and effective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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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원자력 기술자립정책과 원자력발전의 지

속적인 이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분야의 경우 기술자립은 

물론 한국표준형 원전설계 능력확보와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 등도 성공적으로 달성하

여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주종 전력공급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 독자적인 원자력산업 공급체제 정립과 원자

력진흥종합계획의 착실한 수행 및 국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수행

으로 기술개발 기반확보와 안전규제체제의 정립, 안전한 원전의 운전체제 등을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선진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을 통한 국가 위상제고 나아가 북

한 경수로 건설 등 원자력기술의 해외로의 진출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기

술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개발에서

의 국제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선진국과의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 경험은 원자력 선진기술의 지속적인 자립 노력은 물론 그 동안 원자력사

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기술개발 성과, 인력양성, 설계 기술자립 및 기자재 국산화 

경험, 국가 정책 및 전략 개발 경험 및 사례, 정책수행체계 및 하부구조의 정립, 과거

에 축적된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경험 등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원전과 원자력기술

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기술확보와 선진화를 달성한 성공적인 경험과 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원자력기술의 해외 진출시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신규 원자력 사업을 추진중인 개도국들과의 기술정

보 및 인력교류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하는 것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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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원자력산업과 연구개발의 발전에 따라 개도국과의 협

력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기술을 고려한 협력기반

조성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5%이상이 개도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원자력기술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향후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개도국들은 인구증가와 산업개발, 국가경제의 발전 등으로 에너지 및 전력수요

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 방출규

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수급정

책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향후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

과 협력방향 설정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에 들어 성숙된 국내 원

전기술능력을 토대로 해외 원전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원자력수출을 위한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국가 재건을 목표로 개방정책과 적극적인 산업개발 추진으로 경

제성장이 고도로 진행되고 있어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 

및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이용개발 분야에서도 2017년을 전후로 최초 

원전을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 등 다각적으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전쟁중에 큰 진

전이 없었으며, 특히 종전후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1980년대에 들

어 국제원자력기구와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원자력이용개발이 재추진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으로 원전도입을 위한 타당성연구

도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으로서 원전수출을 위한 선진국의 진출노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변화하는 등 강화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이후 1995년 과학기술 협정체결 및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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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미약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베트남과의 

원자력분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방향의 설정과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원자력 기술자립정책을 장기적인 목표로, 원전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 모델국가로 개도국으로서 단기간에 원자력기술자립을 성공

적으로 달성하고 원자력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국가로서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 향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시장 진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이후 한‧베트남간 원자력협력 추진이 미약한 베트남

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장기적이고 전

략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력기반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협력방향을 설정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와 함께 협력추진을 위

한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간 관계를 구축하고 베트남의 원자력이용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방안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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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베트남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현황

2.1 베트남 개론

1.  일반 현황

베트남은 인도지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33만Km2,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며 4개의 중앙직할시와 57개성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수도

는 하노이이다.  베트남은 남북간 길이가 2,600km로 그리고 동서로는 40-100km로서 

중국과 라오스, 크메르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며 기후는 북부지역은 아열대성기후이

고 남부는 열대몬순기후로 분류된다. 

베트남 총인구는 7,800만명(1998년)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지난 

‘80년대는 3%이상으로 높았으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90년대에 들어와 2% 이하

로 감소되었다. 인종구성은 베트남족이 89%이며 소수민족이 53개에 달하고 있으며 종

교는 불교가 80%로 압도적이다.  국내총생산은(GDP) 300억달러수준으로 1인당 GNP는 

350달러 수준이다.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1에 보 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3000여 km에 달하여 도로망 등 수송망이 개발이 안되어 있어 국

토개발과 이용에서 남북지역간 전력수송과 국토의 균형개발 등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

다.  베트남은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발전되어왔으며, 국가 경제도 농업의 경제 점유

율이 높아 총 노동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86년 제6차 당대회

에서 “도이 모이”라는 신경제 정책의 도입으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적

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에서 1997년까지 평균 경제성

장률은 8%대로 고도 성장을 하 고 1998년도에는 국제적인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성장

률 5.8%대로 둔화되었다. 1999년의 경제성장률은 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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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표 2.1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 추정치)

구   분 단위 '94 '95 '96 '97 '98 '99 2000*

 경상GDP 십억불 15.5 20.1 25.0 27.0 30.6 26.3 29.9

GDP성장율 % 8.8 9.5 9.4 8.8 5.8 4.6 5.5

평균환율 1불당(동) 10,951 11,094 11,006 12,290 13,982 14,700 15,435

재정적자/GDP % 1.7 1.3  0.6  1.8 2.2 3.1 3.2

통화량 증가율 % 33.2 22.6 20.8 16.0 15.5 16.5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
% 14.4 12.7 4.5 3.5 10.6 11.5 8.0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억달러 △12

36

49

△19

53

70

△34

71

104

△17

95

116

△10

93.8

113.9

△22

93.1

116.0

△26

109.1

135.2

경 상 수 지 △12 △19 △34 △17 △10 △25 △33

총외채액 억불 62 76 98 99 105 112 128

총외채액/GDP 39.7 37.4 42.2 41.1 42.3 42.6 44.1

베트남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주로 중부 고원지대에 매

장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매장량 및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석유는 동지나해에서 60억베럴의 확인 매장량이 있으며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고 수십억베럴의 매장량이 추정되는 유전들이 탐사 또는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은 원유 정련시설 미비로 원유를 해외로 수출을 주로 해왔으나 최근에 정련

시설을 완공하여 베트남 산업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하 다. 1997년 원유수출은 900만

톤에 달하 으며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추정되는 수출액은 170억US$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석유완제품 수입도 800만톤에 달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현재 확인된 매장량은 6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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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c feet(TCF)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 추가가능 매장량은 10TCF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베트남의 석탄 매장량을 165백만short톤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 중부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석탄생산량은 1995년의 6.7백만톤에서 1996년 8.5백

만톤으로 증가 되었으며 수출량도 1994년 2ooaksxhs에서 1996년 3.3백만톤으로 즈가

되었다.

우라늄자원의 경우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만톤 

U3O8의 매장량을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품위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베트남의 일인당 전력소비는 아주 작은 국가중에 속하지만 전력수요증가는 지난 수

면동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으로서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 인구

의 도시집중, 생활수준 향상, 소비증가 등 이들 모두 전력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

다. 베트남은 이러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년간 17.5%의 시설용량을 늘려

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력발전시설용량은 500만kW(1997년)로 이중 수력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화력과 가스화력이 18%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전력수급정책은 수력중심의 전력공급을 해오고 있다. 베트남 전력수급에서

의 주요문제는 남북간 송전망이 길어 송전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수력의 경우 

주로 북부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기에 전력생산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되고 

있다.

베트남은 종전후 국가 경제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개발과 

경제 개발, 국민생활 향상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5년간 전

력의 연간 수요성장률이 12.5%에 이르고 있어 공급량 부족으로 도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수력은 건조기에 전력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이상의 개발은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석탄화력은 설비가 열악하

여 안전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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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중인 제4단계 전력개발종합계획에서 보면 2005년까지 52 TWh 전력 생산, 그

리고 2020년까지 204 TWh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탄화력의 경우 2010년까지 공급 가능량은 12∼15 백만톤인 반면, 수용 측면에서 

보면 비전력용 수요는 7∼8백만톤, 전력생산 수요량은 8∼9 백만톤으로, 총 석탄 수

요량은 공급량을 초과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제4단계 종합계획에 의하면 2000

년까지 10∼12 억 입방미터/년이 전력생산을 위해 공급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수출을 

우선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수력 자원은 베트남 전체 10개 하천에서 총 17,000 MW 정도의 전력용량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연간 82 T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2,850 MW

에서 연간 10.6 TWh를 생산중이며, 추가로 720 MW(연간 3.64TWh 생산)의 용량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수력발전의 최대 가능 발전용량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50∼70 

TWh를 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장기 전망의 경우 2010∼2020년간의 베트남 GDP 성장률은 9∼10% 정도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전력 수요가 190∼250 TWh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이 기간에 에너지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전원개발과 전원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 해외 석탄 수입, (2) 원자력개발, (3) 원자력

개발과 석탄 수입을 적절히 배분하는 3개 정책 대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전력수급계획

에서는 전략개발의 우선순위로서 (1) 수력개발, (2) 천연가스 및 석탄 발전소 건설, 

(3) 2017년 이후 원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준비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환경성, 공업성, 계획‧투자성 등이 협

력, 원자력발전 도입에 관하여 복수의 종합연구를 실시해 왔으며 공동으로 1996년부

터 수행해온 “베트남이 원전도입에 관한 종합조사 프로젝트”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1998년 10월 완료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프로젝트 원전도입을 위한 경제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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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 환경, 자금투자계획,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사회적 수용성  

우라늄자원개발, 기술이전 등의 항목에 관하여 실행가능성을 조사하 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수입에너지저하라는 점에서 전력수요가 1000억 kWh가 넘는 

시점에서 원전도입이 필요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시점으로는 2020년전후

로 300만kW(200억 kWh 발전) 용량을 전망하고 2010-2020년 사이에 최초호기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3. 한‧베트남 관계

베트남과의 공식 외교관계는 1992년 12월 수립하고(북한 대사관 설치 1950.1.30)

그동안 '92년12월 외교 수립을 위하여 외무부 장관 방문과 '94년 8월 국무총리 방

문, '96년 11월과 '98년 12월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 다.  한편 베트남은 '95년 

4월  Do Muoi 당서기장이 방한하 으며 '98년 3월  Nong Duc Manh 국회의장이 방한하

다. 

지금까지 베트남과 체결된 주요협정을 보면 '93년 2월 경제‧기술협력협정과 '93년 

5월  무역, 항공,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94.5   이중과세방지협정, '94.8 

문화협정, '95.4   해운협정 그리고  '98.12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

2.2 원자력 행정체제

베트남에서의 원자력관련 정부부처는 이용개발 행정은 과학기술환경부(MOSTE)가 맡

고 있으며 산하에 이용개발은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가 담당하고 원자력 안전 행정

은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청(VRPA)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에는 베트남의 원자력관련 정부조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은 베트남의 

과학기술환경부의 조직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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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공업부가 원전도입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산하에 베트남 

전력공사와 에너지연구소를 두고 있다.  1998년에 수행된 원전도입 타당성 연구는 과

학기술환경부와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그리고 공업부와 베트남 전력공사등 관련정부기

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그림 2-1.  베트남 원자력관련 행정체제

2.3 원자력이용개발 추진 동향

1.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

베트남의 원자력연구개발은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오랜 전쟁기간 커다란 

진보는 이룩하지 못하 으며, 통일이후 1980년 중반부터 정부의 지원과 국제원자력기

구 및 러시아 등 외국의 원조로서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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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조를 통하여 기초연구를 활

성화를 기하고 동위원소 응용 및 이용연구, 연구용 원자로의 활용한  연구활동이 강

화되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전력수요를 장기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원자력옵션

을 가지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도입도 적극적으로 감초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기술이전 경제공사

과기성과응용센터

산업재산권공사

신기술 수출입공사

핵응용 개발공사

장관

차관
국가과학기술정책실

광물자원평가자문실

국가정보기술계획청

국가과기예측전략연구소

과학기술관리연구소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기술응용 연구소

국가과기정보 개발센터

과기활동 평가실

프로젝트조정지원실

과학기술출판소

에어컨 기술 공사

파이낸싱 촉진공사

미세전자 공사

광전자 공사

장관실

과기기획예산국

연구개발국

농업과학기술국

국제국

과기 조직인력국

산업과학기술국

법무국

검사국

지역 과기 환경 기관 관련부처 과학기술 관련과

분야간 

과기자문위원회

표준 기상 

조정국

국가산업재산청

국가환경청

  ※ 참고    과학기술환경부 간접지원관계

             과학기술환경부 소속

그림 2-2.  과학기술환경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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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은 기초단계로 인력부족과 연구시설의 빈약, 재정지원  

문제등 전반적으로 개발초기 단게에 머물고 있으며,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개발활동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이용은 주로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과 이용등 주로 의학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식품조사와 

의료기기 살균 분야 등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용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베트남원자력위원회가 주관하여 산하 4개 연구소

가 독립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가. 베트남원자력위원회(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 위원장 : Prof. TRAN HUU PHAT

      ○ 부위원장 : Dr. BUI VAN TUAN, Dr. VUONG HUU TAN 

베트남원자력위원회는 산하 4개연구소의 연구활동과 행정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과

학기술환경부와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원자력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보면 통일 이후에 1976년 4월 26일  전신 과학기술국가위원회산하에 달

라트 원자력연구소 설립을 결정하 고 이후 달라트 원자력연구소를 토대로 총리 산

하에 원자력연구소 설치법을 제정하 다.  

1984년 6월에는 수상직속으로 원자력 연구소를 베트남국가원자력위원회로 개편하

고 1993년 9월 도이모이 정책에 따른 행정개혁과 함께 베트남국가원자력위원회를 총

리산하에 과학기술환경부산하에 이관하고 이름도 베트남원자력위원회로 개명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 원자력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가 있으며 산하에는 원자력연구소(NRI, 달

라 트), 원자력기술센터(CNT, 호치민시),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 하노이), 방

사성 및 희소원소 기술연구소 ( ITTRE, 하노이)를 두고 있다. 

전체 인력은 1995년의 700명수준에서 구조조정을 한후 520명수준으로 감소되었으

며 달라트 연구소가 170여명,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은 100명 수준이며 자세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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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요 연구자는 주로 구소련, 동유럽,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최근에 들어 서방세계에서 훈련받은 신진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2-300만 US달러 수준이며 국가 예산이 그 중 80%내외이며 나머지는 

IAEA 등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표 2-2.  베트남의 원자력인력 현황

베트남 원자력관련기관

인력등급

총  계
박사 석사

학사

(이공계)
기능

 1. VAEC 8 1 17 - 40

 2.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9 2 90 39 171

 3. Center for Nuclear Techniques, HCM 

    City(CTN)
8 5 25 6 44

 4. Hanoi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s(INST)
23 2 63 8 108

 5. 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ents(ITRRE)
16 6 98 22 151

 6. Center for R&D Irradiation 

    Technology (CRDIT, INST)
1 - 8 3 12

합   계 65 16 301 58 526

베트남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① 원자력개발 정책의 결정

② 의학, 공업, 농업, 지질학, 환경보호 등에 대한 원자력 기술이용 촉진

③ 연구개발의 기반 강화

④ 국제 및 지역간 협력 조정

또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간을 대상으로 한 중기 개발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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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 기술의 산업응용 강화 

② 원자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③ 우라늄 탐광

④ 원자력기술센터(CNT)의 강화‧중실

⑤ 연구로 신설

⑥ 인재양성

⑦ 국가 자금 이외의 재원 조달 등

나. 베트남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 안전청(Vietnam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VRPA)

      ○ 청장 : Dr. VUONG HUU TAN(VAEC 부위원장으로 겸직중, 2000. 11)

      ○ 차장 : Mr. Dinh Ngoc Quang  

베트남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청은 1994년 7월 30일 베트남원자력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과학기술환경부 소속의 독립관청으로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 규제와 

관련하여 법무, 평가‧인허가, 검사, 방사성 폐기물관리, 인력 훈련‧정보, 비상계획, 

국제관계 및 관리 등 총 8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성원은 총 8명이다.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원자력산업시설이 거의 없으며, 일부 연구시설과 방사선 

및 동위원소이용이 병원과 방사선조사시설 등 이용개발 활동이 미약하여 규제활동은 

미약하며 따라서 법적 체계와 기반조성을 위한 법력정비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오고 

있다.

베트남의 원자력관계법령체계는 ① Constitution, Law → ②Ordinance → ③ 

Decree → ④ Circular, Regulation, Standard → ⑤ Guide, Recommendation, Code 

of Practice 순으로 되어 있으며,  Ordinance on Safety and Radiation Control, 

Governmental Decree on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 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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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diation Control,  Safety Regulations for Ionizing Radiation - TCVN 

4397-87, Regulations for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 TCVN 

4985-89 등 현재 4개의 법령이 시행 중에 있다.

  그림 2-3.  베트남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청 조직

원자력 관련법으로는 1997년 1월 4년간의 걸쳐 방사선이용, 방사선물질의 수입‧수

송을 위한 검사,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법을 제정하 으며, 이외에 

환경보호볍(1994년 1월 공포)와 근로자보호법(1992년 1월 공포) 등이 있다.

VRPA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규제‧기준 등의 작성

② 방사선원‧핵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라이센스 제공

③ 상기의 라이센스 공여시설의 검사

④ 베트남 국내의 모든 방사선원‧핵물질 사용자의 등록과 재고목록 작성

⑤ 국가긴급시의 계획에 대한 협력

⑥ 방사선방호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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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방사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정 평가와 정부에 대한 동 협정 이행에 대한 권고 등

다.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s,  INST)

      ○ 소장 : Dr. VO VAN THUAN

      ○ 부소장 : Dr. Ha Van Thong, Mr. Pham Quang Dien 

      ○ 방사선조사센터장 : Mr. Ho Minh DUC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원자력발전과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원자력기초 종합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이를 위하여 원전계

획센타, 원자력기술 응용센타, 방사선조사센타,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센타, 이론

물리센타 등이 있다.  

원전계획센타는 원전도입 타당성 연구를 관련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으

로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선조사센타는 100kCi의 Co-60를 사용하고 있으며하노이지

역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방사성희소원소기술연구소(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ents, ITRRE)

      ○ 소장: Assoc. Prof. Dr. DO NGOC LIEN, 

방사성 및 희소원소기술연구소(ITRRE)는 원자력위원회의 전신소속의 핵물질센타, 

화학분석센타, 광물체굴 및 정련센타, 하노이 원자력기술의 화학분야를 통합하여 

1991년 1월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베트남의 방사성 및 희토류 원소의 자원탐사와 정광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정광처리와 관련 장치의 연구와 설계 및 제작, 시장수요 조사와 

기술이전, 관련 정보수집 등이며, 핵연료 분야의 국가정책의 설정하기 위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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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물 정광, 처리, 정련, 야금, 화학분

석 연구실이 있으며 2개의 정련파이로크시설이 있다. 

현재 우라늄과 희소 원소의 자원탐사가 주요 활동으로 향후 원전도입에서의 핵연

료주기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연구활동은 기초 연구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천연 우라늄 정련을 위한 모나자이트 파이롯트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이 연

구소 소장은 자국의 원전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핵연료주기분야를 담당하

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마. 달라트 원자력연구소(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 소장 : Dr. NGUYEN NHI DIEN 

      ○ 부소장 : Mr. NGUYEN THANH BINH, Mr. PHAM VAN LAM, DNRI 

      ○ 과학기술위원회 의장 : Dr. Prof. NGUYEN MONG SINH,  

      ○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장/연구로센터장 : Mr. NGO PHU KHANG 

      ○ 원자력훈련센터장 : Dr. VU NHU NGOC

베트남 남부 다라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에 설립되어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관련 기초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원자력과학기술분야

의 기초 및 응용연구와 연구로 운  및 이용연구, 인력양성,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안전 연구 등이며 산하에 연구로센타와 원자력훈련센타가 있다.

실험용 연구로는 1963년 7월에 첫임계에 도달하 으며 미국에서 도입된 TRIGA 

Mark-II 원자로(250 kW, 풀형)이다. 1975년 이후에 미군이 철수할 때 연료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원조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개조공사가 이루어져 500kW로 출력증강과 함께 1983년에 임계를 달성하

고 1984년에 재가동을 하 다. 또한 이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IAEA의 기술협력

이 개시되어 전반적인 보수‧개조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로의 핵연료는 VVR-M2로 농

축도는 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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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원자로의 알루미늄 탱크(직경 2m, 깊이 62m)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신 연구로가 건설(2010년 예정, 계획단계) 때까지 이 연구로를 

계속해서 운 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 연구로의 수명연장과 안전

성 평가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신 연구로의 경우 건설입지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여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와 병

원에 진단 및 치료용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 방사선 육종, 환경방사능연구, 방사성

폐기물관리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훈련센타는 1999년 9월에 설립하 으며 아

직까지 시설이나 인력등이 미약하고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신 연구

로의 경우 20MWth급으로 우리나라의 하나로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바. 원자력기술센타(CNT)와 방사선조사 연구개발센타(CRDRT)

호지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사선 육종 방사성동위원소의 응용 연구를 중점적으

로 수행고 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선조사 연구개발센타는 1999년에 300kCi의 Co-60 

조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2. 원전도입 추진 관련동향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발전 도입에 관한 조사는 베트남원자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초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왔으며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환경부

(MOSTE),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가 주관하여  타당성연구

와 조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련기관으로는 계획투자부(MOPI) 공업부(MOI)와 

산하의  전력공사(EVN), 에너지연구소(IE)가 있다.

최근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도입과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공동연구로 수행된 계획으

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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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환경부 산하의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AEC)와 베트남 공업성의 에너지

연구소가 ‘96년부터 '99년까지 31억동(1달러 = 11,000동)의 정부 예산으로 공동 

실시해 온 “원자력발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종합조사”의 최종보고서를  2000년 

10월 정부에 제출하 으며,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첫 원전 유니트를 운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을 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금년 말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내

년초 예정)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81년부터 ’85년까지 실시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 이번의 종합조사

에서는 장기 전력수급계획, 원자력 도입에 관련된 경제성, 기술개발, 폐기물 관

리, 환경, 재정투자, 인프라스트럭처, PA, 입지, 국내의 우라늄 매장량, 기술 

이전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평가와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VAEC는 원자력발전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재정투자 상

황에 달려 있으며, 그 밖의 문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

했다.  그리고 전력수요가 1천억kWh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에너지의 수

입을 억제한다는 시각에서도 원자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 다. 

②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발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결정하는 

조사가 1996년부터 VAEC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원자력발

전의 중요성, 사회기반시설, 경제성, 자금조달, 투자, 기술개발, 안전성, 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재양성, PA, 부지조사, 국제협력 등이 주요 조사항목으로 

되어 있다.

③ 원자력발전의 기술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발전 도입을 위한 종합 타당성 조사가 VAEC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1999년에 걸쳐 베트남의 정부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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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는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는 가장 경제적인 전력생산원은 2010년까

지 800∼1,200MW 정도의 원전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① 원자력발전소 도입에 관한 종합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전력수요는 

2020년에는 1,400~1,800억 k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200억 kWh를 원

자력으로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300만 kW

이며 이것을 100만 kW 3기 또는 60만kW 5기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 안전보자 등의 관점에서 2010~2020년경에 최초

의 원자로 운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력수요는 2020년에 1천4백억∼1천8백억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수력‧화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전원설비로는 8백억∼1천억kWh 이

상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00만kW급 

원자로 3기, 또는 60만kW급 원자로 5기 등 합계 300만kW 규모의 원자력발전설비로 3

백억kWh의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원자력발전 도입의 구체적인 이점으로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며 환

경파괴가 없고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원자력발전 도입의 조건으로서는 비용, 폐기물처리 방침의 명확화를 포함

한 안전성의 확보,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조달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전입지 후보 부지는 현재 베트남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5-6개 부지를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호치민시 북동쪽 약 200km 지점의 해안지대에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로형은 정부의 원자력추진에 대한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

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경수로형과 자국 중부지방에 매장된 천연우라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캔두형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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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규모는 60만 kW급과 100만 kW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발전

시설용량 규모가 500만 kW수준으로 원전최초호기가 도입이 예상되는 2015-20년경에는 

발전 용량규모가 현재의 2-3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100만 kW급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현재 

개발중인 중소형로의 경우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전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과정에서는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는 2000년  1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정부관계자와 전력관계자들을 포함한 사절단을 파견해 베트남 정

부 수뇌부와 정보교환을 한 바 있으며  일본의 원전 도입 당시의 정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의 경우 일본의 도시바가 비등수형 경수로

(BWR),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압수형 경수로(PWR), 대우/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CANDU로의 기본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의 원전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카나다, 프랑스, 일본등은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제간의 수주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원전도입은 정부내의 의견수렴절차가 복잡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원전

도입에 대한 정부 최종 결정은 2001년 초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연가능성도 있

다. 특히 1999년 과학기술환경부(MOSTE)와 공업부(MOI)가 공동으로 수행한 원전도입

타당성보고서가 정부에 재출되어 금년말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정부 최종결정과 내년 

의회의 승인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일본, 미국, 카나다 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개도국으로서 원전이용개발 성공사례로서 강하

게 인식하고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베트남원자력위원회는 원전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이해 증진을 위하여 1996년부터 원

자력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999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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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베트남 국제협력 동향

베트남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1982년에 서명 조약당사국이 되었으며,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1990년 체결하 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베트남에 상당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중 원전도입 타당사어조사 종합연구를 ‘96년부터 ’99

년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호지민시에 건설한 방사선조사시설도 국제원자력기구가 기

술과 Co-60 선원 제공 등을 지원하 다. 

양국협력관계를 보면 ‘86년에 인도, 소련, 쿠바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 고  

’97년 7월에는 카나다 AECL과 원자력협력약정 체결하 으며 우리나라와는 ‘96년. 11월

에  체결하 다. 최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11월에 방문하 으며, 미국의 베트남

에 대한 제재는 1994년에 해제되어 앞으로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일본의 도시바가 비등수형 경수로(BWR),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압수형 경수로(PWR), 대우/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CANDU로, 

프라마톰,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의 산업체는 2000년 초에 기술설명회와 기본자료의 제

공 등 베트남과 원전 타당성 조사연구와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베트남과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JAIF)는 1999. 12 양국간 협력각서를  교환하고 일‧베트남 협력연락위원회 설치하

으며 VAEC와 JAIF간에 다음 5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협력협정서를 체결(2000

년 3월)하 다.  베트남 원전도입 건설 타당성 연구와 관련 기술협력단을 2000년에 두 

차례 파견한 바 있으며, 수상과 산업성 장관도 방문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

전계획 관련 단기연수생 초청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공업성 관련자 등 11명의 단기 연수생 1진을 금년 7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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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간 초청하 으며 베트남측은 인재양성, 원자력발전 안전성,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발전소 시스템과 운전‧보수 등 기획인력의 훈련, 원전입지 선정 등에 관

심을 보 다. 또한 JAIF는 원자력법 정비, 홍보, 규제,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연수도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JAIF초청으로 베트남 VAEC 및 정부 고위층 3개 Mission협력단이 일본 원자력 

관련기관 방문하 고, 베트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원자력 인적자원개

발,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원자력 안전,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발전소 운전 및 보수, 주민 홍보(PA), 원자력 규제, 원자력시설 및 장비의 QA/QC, 의

료용 가속기 이용 등  2개의 훈련과정으로 개최하 으며, 베트남 인력양성 전문가 8명

도 일본 JAERI 원자력연수원 방문하여 베트남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기술연수원 설립

를 협의하 다.

베트남은 일본과의 협력에서 향후 A Center for Training on Radiation Protection 

Techniques and Nuclear Experiment 설립과 베트남 방사선 의료센타(Center for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Medicine) 설립 및 인력양성, 달라트 원자력연

구소 연수원의 훈련 지원을 요청하고 일본은 2001년 4월 JAIF의 기술지원으로 하노이

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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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기반 조성과 강화

3.1 한‧베트남 원자력분야 협력 현황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93년 2월 한‧베트남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이 체결되어 싲ㄱ

되었으며 이후 '93년 9월  제1차 한‧베 경제공동위가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에서 과학기술 장관회담과 과학기술 협력협정체결을 협의하고 '95년 4월 한‧베트남 과

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96년 5월  한‧베 과학기술장관 회담이 하노이에서 개

최되어 원자력, 과학 기술관리, 인력교류분야 등의 협력 증진과 기술조산단 교류 및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설치‧운  그리고 베트남 첨단기술연구센터 설립 지원 등이 협의

되었고  '96년11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과학기술 협력강화와 원자력 협력협정이 체

결되었다.

원자력분야에서의 베트남과의 협력은 19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베트남원자력위원

회간 협력 추진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이전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

화되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는 1995년 4월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한‧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협력관계가 수립되었다.

지난 ‘95년이후 베트남과의 원자력분야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5. 4. 12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동년 5월12일 발효)

  ◦ 1995. 8. 9 ∼ 15 KAERI/VINATOM간 협력 ROD 체결

     - VINATOM초청으로 KAERI기술자문단 방문

       ∙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멸균조사시설 건립 관련 기술지원

       ∙ 정부간  및 기관간 협정의 조기 체결 노력 등

  ◦ 1995. 11. 15  VINATOM 5개분야 5명 인력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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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확보상 어려움으로 연기 

  ◦ 1996.11.20 한‧베트남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1997.1.16 발효)

  ◦ 1997.8.21 베트남 과학기술 실사단 방문

     - 베트남 “국립기술센터(NACENTECH) 소장 등 8명

  ◦ 1998.8.28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센타 설립 약정 체결

  ◦ 1998.11.17 베트남 과학기술조사단 KAERI 등 방문

     - 베트남 “국립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and Studies: NISTPASS)” 부소장 등 6

명

  ◦ 1999. 5. 한‧베트남 과학기술공동회의(베트남 과학기술조사단) 개최

     -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 차관등

       ∙ 원자력기술조사단파견 합의(‘99.11월 중) 

  ◎ IAEA/RCA를 통한 협력

     - 과학자방문, 훈련생등 KAERI 등에 파견 훈련 등

특히 ‘99년 5월 서울에서 제1회 한‧베트남 과학기술공동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회의

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베트남 원자력협력 기술조사단 파견이 합의되어 ‘99년 11

월 베트남으로서 원자력기술협력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3.2 원자력 기술협력 대표단 교환방문

베트남에 원자력협력 기술조사단 파견은 1996년 이후 양국간 협력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양국간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창구의 재설정과 협력기반조성을 통하여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 다. 1999년 5월 개최된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의제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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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합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원자력 협력대표단 교환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정부간, 원자력 관련기관

간 협력창구를 설정 또는 복원하여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간 관계를 구축하 고, 베

트남의 원자력관련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원자력행정체제와 에너지정책 및 에

너지 수급 계획, 원전도입 계획과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및 안전 규제, 원자력산업현

황, 연구개발동향, 국제협력 동향 등을 조사 및 파악하 으며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협

력방향과 협력분야 등 협력추진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수행하 다.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대표단 방문 교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자력 기술협력 대표단 베트남 파견 

◦ 대표단 구성

      - 단장 : 과기부 이헌규 원자력국장

      - 단원 : 김화섭(정책연구팀장), 전창효사무관(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양맹

호(원자력연구소, 베트남 협력과제 책임자), 송재호( 안전기술원 국제

협력과장), 윤명렬(KOPEC, 처장) 

◦ 방문기간: 1999.11.29 - 12.5

◦ 주요 방문 기관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AEC, 하노이), 방사선방호안전규제청(VRPA, 하노이),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방사성 및 희소 원소 연구소, 달라트(Dalat) 원자력

연구소

      - 하노이주재 한국대사관

◦ 방문중  주요 수행 업무

      - 원자력행정체제, 정책동향, 주요 연구활동 등 베트남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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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방사성 및 희귀 원소 기술연구소(ITRRE),  원자력 과학

기술연구소 (INST),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청(VRPA), 달라트원자력연구소

(NRI, Dalat) 방문

      - 국내 원자력이용개발 정책 현황 소개

        ∙ 원자력 기술자립 경험 소개

        ∙ 원자력진흥종합 계획 및 연구개발 활동 소개

        ∙ 한국형 표준원전 소개

      - 베트남과의 원자력 협력방안 협의

        ∙ 정부 및 기관간 협력창구 설정 협의, 회의록(ROD) 작성

        ∙ 고위 정책결정자 세미나과정개최 제안

        ∙ 달라트 연구소(NRI, Dalat)의 원자력훈련센타(NTC) 및 신연구용 원자로건

설 타당성 연구 지원

      - 베트남 대표단 방한 초청 등

      - 회의록 작성 및 합의

② 베트남 원자력 협력대표단 방한

◦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 방한 대표단

      - 단장 : Prof. Tran Huu PHAT, VAEC 위원장

      - 단원 : Dr. Vo Van THUAN, Director of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Mr. Hoang Van SINH, Expert on Project Management, VAEC

◦ 방문 기간: 2000. 6. 18- 6.24

◦ 주요 방문 기관

       과기부(차관(예방), 원자력국장(회의록 서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공업, 광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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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결과

      - 양국간 원자력협력 강화 협의

      - 공동세미나 개최 및 협력 분야 협의

        ∙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 방사선 방호, 환경방사능 측정, 

        ∙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센타(원자력병원) 설립 지원 등

        ∙ 원자력정책세미나에 베트남 고위정책결정자 초청

        ∙ 원전도입 타당성 공동연구 추진

        ∙ 달라트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훈련센타와 에 대한 한국측 지원 

        ∙ KAERI/VAEC간 협력 약정 체결

      - 베트남측은 한국의 원자력이용개발현황을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하여,

        ∙ 한국 원전건설과 운전, 안전관리 등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 과거 개도국으로서 한국이 추진해온 기술자립의 정책과 경험을 높이 평가

        ∙ 한국 원자력산업체의 우수한 기자제공공급능력과 품질관리에 높이 평가

        ∙ 원자력연구개발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높이 평가하고

        ∙ 향후 한국과의 연구개발과 산업기술협력을 적극 요청함

      - 한국대표단 초청

      - 회의록 작성

      - 차관 예방결과 

        ∙ 양국이 원자력이용개발의 경험과 지식을 상호교환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키로 합의한 원전도입에 대한 타당

성조사가 베트남의 원전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 베트남측이 요청한 달라트 원자력훈련센타 운 에 우리측이 그 동안 축적

한 원자력기술자립과 기술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KAERI와 VAEC간

에 협력약정을 체결키로 합의로 양 기관간의 전문가 및 기술정보 교류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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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베트남이 추진중인 국립 원자력보건기술 응용센타 설립과관련, 우리

측 원자력병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협력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 IAEA 기술협력사업과 관련, 베트남 전문인력이 방한연수를 희망할 경우 가

능한대로 전원수용 할 계획임.

③ 베트남 원자력안전 협력대표단 방한

◦ 방안대표단 구성

      - 단장 : Dr. Tran Ung, VRPA  전소장(현 VRPA 고문)

      - 단원 : Dr. Ngo Canh Tuan, Expert, Mr. Le Viet Hung, Engineer, Mr. Hoang 

Tuynh, Engineer, VRPA

◦ 방문 기간: 2000. 6. 18- 6. 24

◦ 주요 방문 기관

      과기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 원자력환경관리센타,

      광원전, 한국중공업

◦ 방문결과

      - 양국간 원자력협력 강화 협의

      - 공동세미나 개최 및 협력 분야 협의

        ∙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 방사선 방호, 환경방사능 측정, 

        ∙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센타(원자력병원) 설립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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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4.1  주요 연구성과

본 연구는 ‘96년 양국간 원자력이용개발 협력협정 체결이후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

행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간 협력 기반조성과 협력방향의 설정을 목표로 추

진되었다.  이를 위해서 양국간 협력대표단을 교환방문을 추진하 으며 성공적으로 협

력관계의 복원을 달성하 다.  

또한 정부간 협력창구의 일원화를 합의하고 한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과장( 원자력

연구소의 국제협력과 포함), 베트남측은 베트남원자력위원회 국제협력과장으로 합의하

으며 대표단 교환방문중 실무자간 직접 접촉과 연락수단을 서로 합의 하 다.

대표단 교환방문 중 양국의 원자력관련 주요 기관을 상호 방문하여 양국의 원자력정

책과 활동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확보하 고 기관별로 협력분야와 협력방향을 협의하

다.  특히 베트남대표단 방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의 원자력이용개발 현황

과 주요 활동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

다.

한국대표단의 베트남 방문중 베트남측의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받았

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과제 추진 방식으로 협력을 추

진해나가는 방향으로 양국간 협력 추진방향도 합의하 다. 

이 과제를 통하여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국내 원전 및 연구개발 

화동을 소개하 고 양국간 협력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 다. 

또한 베트남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청의 대표단이 방문하 다.  이러한 결과 양국

간 원자력핵심기관의 협력관계의 정립과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양국간 인력교류의 기반

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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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0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총회시 한국대표단과 베트남대표단과의 접촉

을 본과제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추진하 고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의 베트남 

방문을 본 과제에서 협력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 다.

본 과제 수행중 베트남의 원자력이용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은  본 보고서 3장에 자

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베트남측의 원전도입 관련 타당성 연구결과와 베트남 원자력위

원회산하 연구기관의 협력요청 및 희망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 다.

본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베트남의 원자력계 친한 인사를 30명,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간 협력약정 체결을 합의 추진중에 있고, 나아가 베트남에서의 한

국 표준원전의 기술설명회의 기회 확보와 한‧베트남 한국형표준원전의 베트남 건설시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를 합의하여 한전 주관하에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및 관련산업

체의 지원하에 추진중에 있다.

본 과제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2차 협력기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적인 협력

관계 강화와 협력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베트남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그리고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에서의 정

보와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다..

4.2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본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 토대로 판단되는 향후 대 베트남과의 협력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향후 원전 및 연구로등 원자력기술 수출을 목표로 협력추진

  ◦ 베트남은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중의 하나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

리카 등 개도국으로 원자력수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큼.

2)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추진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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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중국, 일본, 카나다 등의 원자력기술 수출 선진국과의 경쟁 불가피.  

  ◦ 국내에 원자력기술 수출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국가별로 추진전략

과 협력재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

  ◦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개도국의 경우 원전 수출시 가장 어려

운 점은 재정확보로 수출협상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과 법적 제도적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3)  대(對) 개도국 원자력기술 협력은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수행중인 원

자력 중‧장기 연구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 

4) 정부와 원자력 관련기관간의 공동협력위원회 등 정부 및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접촉 체널의 최대한 활용

  ◦ 시장개척활동을 위한 민.관 합동 수출촉진단의 파견, 

  ◦ 국내기업 및 산업체에 대한 원전건설 입찰정보 수집.제공 

  ◦ 현지 대사관과 수주마케팅 강화,

  ◦ 진출 가능국의 정부기관과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방문, 초청교섭 등을 강화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유교문화권과 식민지시대를 경험하 으며, 한국의 문화, 

역사, 경제 등 국민정서가 유사하여 양국간 협력에서의 유리한 여건으로 보인다.

본 과제를 통하여 체결된 회의결과( Record of Discussion, 부록 참조)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분야와 성격이 다르

므로 별도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기술협력 실무기술대표단 파견

  ◦ 2001년 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합의된 협력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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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향후 협의 내용 및 실무대표단 전문가 구성 방안: 

    * 달랏원자력연구소 원자력훈련센타 지원 

    * 원자력병원설립 지원

    * 달라트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 수명연장과 신연구로 계획타당성 조사: KAERI/

하나로센타 전문가 

    * 원자력안전 규제 관련 법제정 자문과 지원

    * 한국형 표준원전기술 설명회 및 공동조사 연구 협의(연구소, 한전 및 산업체)

2) 베트남 고위정책결정자 정책세미나:

  ◦ KAERI/NTC에서 '01년 3월 계획으로 추진중으로 실무대표단에서 베트남 측   후

보자 선정 협의 추진

3) KAERI/VAEC간 협력 약정 체결: '01년 2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정 문안 협의 중.

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KAERI/NTC)과 다라트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훈련센

타 (DNRI/NTC)간 관계 협력 약정 체결 추진

  ◦ IAEA Scientific Visit, 박사논문과정, PC, 교육기자재 및 전문가 등의 기술협

력 제공 등

5) 한국형표준원전의 베트남 건설시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

  ◦ 한전 주관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및 관련 산업체가 참여와 베트남측은 VAEC와 

INST, 베트남전력공사(EVN: Electricity of Vietnam) 및 에너지연구소 

(Institute of Energy) 참여로 공동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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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전문가 훈련 지원

  ◦ 원자력정책, 원자력안전 해석, 방사선방호,  안전규제. 열수력 등 5-6명정도 

내년도 초청 추진

  ◦ 과기부와 협의 과학제단 또는 KISTEP프로그램 통하여 추진 검토

7) 베트남 실무 대표단 초청

  ◦ 베트남 기술협력대표단(3-4명) 을 '01년 6월이후 8월사이에 초청계획

베트남은 자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나라를 모범국가와 성공사례로 선정

하여 한국의 과거 추진 경험과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정보와 인력교류 등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의 정부 관리와 관련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의 방한이 증가 추세

에 있다.

또한 국제회의에서도 베트남 정부대표 및 전문가들도 우리측 정부대표나 전문가들에

게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베트남과의 적극적으로 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서 협력목표와 방향 그리고 국가 

전략은 장단기적으로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경우 베트남은 한국을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한국(KAERI)의 적극적인 지원

을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 및 IAEA으로부터 베트남의 원전 도입에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도국으로서 베트남과의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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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베트남은 자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나라를 모범국가와 성공사례로 선정

하여 한국의 과거 추진 경험과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전도입에 있어서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개도국으로서의 원

전추진 경험과 기술자립 정책의 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베트남의 원전도입 추진 계획 등 원자력이용개발 정책과 현황

에 대하여 파악하 으며 또한 양국간 협력관계의 정립과 협력기반을 조성하 다.  이

를 위하여 베트남과의 원자력 협력대표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하 으며 이와 함께 국제

원자력기구와 다른 국제회의에서의 양국간 대화창구의 다원화와 인력 교류 및 정보교

류가 활성화되었다.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의 교환방문에서, 회의록을 작성하 으며 주요 협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기술협력대표단 파견

2) 베트남 고위정책결정자 정책세미나:

3) KAERI/VAEC간 협력 약정 체결

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KAERI/NTC)과 다라트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훈련센

타 (DNRI/NTC)간 관계 협력 추진

5) 한국형 표준원전의 베트남 건설시 타당성조사 공동연구 추진과 기술설명회 개최

6) 베트남 전문가 훈련 지원

7) 베트남 실무협력대표단 초청 등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 토대로 판단되는 향후 대 베트남과의 협력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협력방향과 국가 전략은 장단기적으로 수립하여 국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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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베트남은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중의 하나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

카 등 개도국으로 원자력수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크므로 향후 원전 및 연구로

등 원자력기술 수출을 목표로 협력추진

2) 향후 중국, 일본, 카나다 등의 원자력기술 수출 선진국과의 경쟁 불가피하므로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추진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이 바람직.

3) 대(對) 개도국 원자력기술 협력은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수행중인 원

자력 중‧장기 연구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 

4) 정부와 원자력 관련기관간의 공동협력위원회 등 정부 및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접촉 채널의 최대한 활용 등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개도국으로서의 경험과 유교문화권과 식민지시대를 경험하

으며, 한국의 문화, 역사, 경제 등 국민정서가 유사하여 양국간 협력에서의 유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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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resentation Material,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NRI, Da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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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rochure, Outline of Dalat Research Reactor, Nuclear Research

    Institute(NRI, Dalat)

19. Brochure, 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ents(ITRRE)

20. Decree deal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 on Radiation Safety

    and Control, July 16, 1998

21.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State Promulgating the Ordinance on

    Radiation Safety and Control, July, 1996

22.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수정계획('99∼2006), 과학기술부, 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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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접촉인물

 1. Prof. DSc. Tran Huu Phat, chairman, VAEC

 2. Dr. Vuong Huu Tan, Vice Chairman, VAEC

 3. Dr. Bui Van Tuan, Vice Chairman, VAEC

 4. Dr. Tran Kim Hung, Director,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lanning, VAEC

 5. Dr. Dang Thanh Luong, Deputy Director,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lanning, Manager of Radi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Section, VAEC 

 6. Mr. Hoang Van Sinh, Expert on Project Management,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lanning, VAEC

 7. Mr. Nguyen Viet Hung,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Officer,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lanning, VAEC

 8. Prof. Cao Chi, Senior Expert, VAEC

 9. Mr. Tran Ngoc Nam, Energy Engineer, VAEC

10. Dr. Nguyen Tien Nguyen, General Manager for International Affair,

    Research Center for Energy & Environment, Vietnam Un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vuanh@hn.vnn.vn 

11. Dr. Do Ngoc Lien, Director, ITRRE

12. Dr. Huynh Van Trung, Deputy Director for Scientific Research, ITRRE

13. Mr. Tran Anh Koa, Deputy Director for Administration, ITRRE

14. Mr. Tran Hong Ha, Head, Dept.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 

    ITRRE

15. Mr. Pham Quan Trung, Manager of Pilot Plant, ITRRE

16. Dr. Vo Van Thuan, Director, INST

17. Dr. Tran Dai Nghiep, Vice Director, NIST

18. Mr. Ho Minh Duc, Director, Irradiation Center, INST

19. Mr. Nguyen Van Noi,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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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r. Hoang Anh Tuan, Senior Scientific Officer, Dept. of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Physics, INST

21. Dr. Hoang Dac Luc, INST

22. Dr. Tran Ung, Director, VRPA

23. Dr. Nguyen Nhi Dien, Director, NRI

24. Mr. Pham Van Lam, Deputy Director, NRI, nrigovn@hcm.vnn.vn 

25. Mr. Nguyen Thanh Binh, Deputy Director, NRI

26. Dr. Nguyen Ngoc Tuan, Head, Dept.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RI

27. Mr. Vo Tan Thien, Deputy Head, Dept.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RI

28. Dr. Vu Nhu Ngoc, Head, Nuclear Training Center, NRI

29. Dr. Prof. Nguyen Mong Sinh, Chairman, Scientific and Tecnhological 

    Council of NRI

30. Mr. Ngo Phu Khang, Chairman,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Council, 

    NRI

31. Dr. Nguyen Tac Anh, Head, Nuclear Physics Department, NRI, 

    npdept@hcm.vnn.vn 

32. Dr. Dinh Sy Hien, Head, Nuclear Electronics Dept., NRI

33. Lee June Hwa, Minister,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4. 박찬택, 참사관,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5. 조재현, 참사관,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6. Dr. Tran Ung, Vietnam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VRPA)

39. Dr. Ngo Canh Tuan, VRPA

40. Mr. Le Viet Hung, VRPA 

41. Mr. Hoang Tuynh, V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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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베트남 원자력관련 기관 현황

가.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현황

 □ 조직도

원자력워원회
워원장

prof. Tran 
Hut Phat

총무과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Director : Mr. Nguyen Trong 

Trang

국제관계‧기획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 and Planning)
Director : Dr. Bui Van Hung ?

다라트원자력연구소
(Nuclear Research 
Institute, NRI, 
Dalat)

Director :
Mr. Tran Ha Anh

호치민원자력기술
센터
(Center for 
Nuclear 
Techniques, CNT, 
Ho Chi Minh)

Director :
Dr. Le Van Khoi

원자력과학기술연
구소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s, 
INST, Hanoi)

Director :
Dr. Tran Thanh 

Minh

방사성희소원소기
술연구소
(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ents,
 ITRE, Hanoi)

Director :
Dr. Thai Ba Cau

분석기술환경연구
센터
(Center of 
Analytical 
Techniques and
Environment 
Research, CATER)

Head : Dr. Nguyen 
Mong S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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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ㅇ 주소 : No 59, Ly Thuong Kiet St. Hanoi Vietnam

  ㅇ 전화 : 84-4-8256467, -8256479

  ㅇ 팩스 : 84-4-8266133, -8256756

□ 주요 인사 이력사항

ㅇ Prof. Tran Huu Phat

   - 직    급 : VAEC 위원장

   - 생년월일 : 1941. 1. 4

   - 학    력 : 1976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박사)

   - 주요경력 : 1959-1965 하노이 농과대학교 강사

               1965-1968 국립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1968-1971 하노이 국립대학교 강사

               1976-1988 국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988-1994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소장

               1994-1998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부위원장

               1998-현재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ㅇ Mr. Vuong Huu Tan

   - 직    급 : VAEC 부위원장

   - 생년월일 : 

   - 학    력 : 

   - 주요경력 : 

ㅇ Dr. Nguyen Tien Nguyen

   - 직    급 : Director General, VAEC

   - 생년월일 : 1940. 7. 3

   - 학    력 : 1976 Prague Charles 대학교(물리학 박사)

   - 주요경력 : 1966-1971 하노이 국립대학교 강사

               1976-1986 국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986-1994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국제관계‧기획과 과장

               1994-현재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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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84-4-8256756

ㅇ Dr. Bui Van Hung(Mr. Tran Kim Hung?)

   - 직    급 : 국제관계‧기획과 과장, VAEC

   - 생년월일 : 1952. 8. 14

   - 학    력 : 1980 레닌그라드 기술대학교(화학 박사)

   - 주요경력 : 1981-1990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991-1994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국제관계‧기획과 사무관

               1995-현재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국제관계‧기획과 과장

   - 전화 : 84-4-8256479

ㅇ Mr. Nguyen Trong Trang

   - 직    급 : 총무과장, VAEC

   - 생년월일 : 1951. 12. 8

   - 학    력 : 1974 하노이 대학교

   - 주요경력 : 1995-현재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총무과 과장

   - 전화 : 84-4-8256479

나. 베트남 원자력관련 연구소 현황

1)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s, INST)

 □ 연락처

   ㅇ 주소 : Nghia Do St., Tu Liem Dist., Hanoi, Vietnam

   ㅇ 전화 : 84-4-8344825

   ㅇ 팩스 : 84-4-8363295

 □ 주요 인사 이력사항

   ㅇ Dr. Tran Thanh Minh

    - 직    급 : INS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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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월일 : 1937. 2. 14

    - 학    력 : 1971 러시아 JINR, Dubna(박사)

    - 주요경력 : 1962-1965 하노이국립대학교 조교

                1965-1972 JINR, Dubna 연구원

                1972-1977 하노이 국립대학교 강사

                1977-1990 다라트대학교 학장

                1991-현재 INST 소장

 2) 방사성희소원소기술연구소(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ents, ITRRE)

 □ 연락처

   ㅇ 주소 : No 32 Lang Ha St., DongDa Dist., Hanoi, Vietnam

   ㅇ 전화 : 84-4-8534139

   ㅇ 팩스 : 84-4-8350966

 □ 주요 인사 이력사항

   ㅇ Prof. Thai Ba Cau

   - 직    급 : ITRE 소장

   - 생년월일 : 1939. 1. 11

   - 학    력 : 1979 모스크바 Mendeleev 화학공학대학교(박사)

   - 주요경력 : 1964-1972 하노이종합기술대학교 강사

               1972-1982 USSR 화학공학 연구원

               1982-1985 원광처리기술센터 연구원

               1985-1988 원광처리기술센터 소장

               1988-1991 원자력물질센터 소장

               1991-현재 ITRE 소장

 3) 다라트원자력연구소(Nuclear Research Institute, NRI)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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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g Director
Dr. Nguyen Nhi Dien

SCIENTIFIC COUNCIL
Vice President : Dr. Vuong Huu 
Ta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COUNCIL
Vice President : Mr. Duong Quang 
Tan

Reactor Department
Head : Mr. Pham Van Lam

Dept. of Radiobiology
Head : Dr. Le Xuan Tham

Dept. of Radioisotope Production
Head : Dr. Le Van So

Dept. of Nuclear Electronics
Head : Dr. Dinh Sy Hien

Dept. of Nuclear Physics
Head : Dr. Vuong Huu Tan

Dept. of Radiation Protection
Head : Mr. Duong Quang Tan

Dept. of Radiation Technology
Head : Mr. Nguyen Quoc Hien

Dept.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ead : Mr. Bui Van Quyen

Center of Analytical Techniques 
Environment Research
Head : Dr. Nguyen Mong Sinh

 □ 연락처

  ㅇ 주소 : 01, Nguyen Tu Luc St., Dalat, Vietnam

  ㅇ 전화 : 84-63-822191, 821300

  ㅇ 팩스 : 84-63-821107

 □ 주요 인사 이력사항

  ㅇ Dr. Nguyen Nhi Dien

   - 직    급 : NRI 소장

   - 생년월일 : 1957. 2. 8

   - 학    력 : 1977  하노이대학교(학사)

               1992  러시아 Dubna Joint NRI(박사)

   - 주요경력 : 1978-1988 NRI 연구원

               1988-1992 러시아 Dubna Joint NRI 연구원

               1994-1995 NRI 원자로부 부부장

               1995-1997 NRI 부소장

               1991-현재 NRI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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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Dr. Nguyen Mong Sinh

   - 직    급 : NRI부설 CATER 소장

   - 생년월일 : 1939. 4. 15

   - 학    력 : 1968  키에프 국립대학교(박사)

   - 주요경력 : 1969-1970 하노이 물리연구소 연구원

               1970-1974 USSR Dubna Joint 연구소 연구원

               1974-1977  하노이 물리연구소 연구원

               1977-1992 NRI 방사화학부 부장

               1988-1994 NRI 부소장

               1995-현재 NRI부설 CATER 소장

 4) 원자력기술센터(Center for Nuclear Techniques, CNT)

 □ 연락처

  ㅇ 주소 : No 217 Nguyen Trai St., HoChiMinh, Vietnam

  ㅇ 전화 : 84-8-8395775

  ㅇ 팩스 : 84-8-8322361

 □ 주요 인사 이력사항

  ㅇ Dr. Le Van Khoi

   - 직    급 : 소장, CNT

   - 생년월일 : 1942. 7. 12

   - 학    력 : 1979  바르샤바 원자력연구소(원자력박사)

   - 주요경력 : 1967-1975 Bac Thai 기술대학 강사

               1975-1979 폴란드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1979-1983 하노이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1983-1992 호치민 원자력기술센터 선임연구원

               1992-1994 호치민 원자력기술센터 부소장

               1991-현재 호치민 원자력기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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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베트남 일반현황

I.  개   관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정체 :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 독립일 : 1945. 9. 2

   - 수도 : Hanoi

   - 주요도시(직할시, '97) : 하노이시(236만명), 호치민시(499만명), 

     하이퐁시(169만명), 다낭시(68만명)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 위치 : 인도지나반도 동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

   - 면적 : 33만 341km2 (한반도의 약 1.5배) 

   - 행정구역 : 4개의 중앙직할시와 57개 성으로 구성 

   - 도량형 : 미터법

 ◦ 기후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 년평균기온 : 24.1℃(한국보다 10℃ 높음) 

   - 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 습도: 년 평균 83%

   - 년평균 강우량 : 2,151mm(한국보다 2.4배 높음)

 ◦ 인구 : 7,680만명('97) (약 75%가 농촌 거주)

   - 인구증가율 : 연 1.85%

   - 인구 도 : 232명/km2

   - 남녀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 95.3%(여초현상)

   - 문자해독율 : 92%

   - 종족 :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명)

   - 종교 : 불교(80%), 카톨릭(9%), 카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호아하오교 등

 ◦ 외교관계('98.1현재) : 165개국과 수교(100여개국 무역관계, 50여개국이 베트 

    남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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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

II. 정치 / 군사 

1. 정치 

가. 기본권력구조 

사회주의 공화제를 정체로 하고 있으며, 92년 개정헌법에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를 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

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 명시되어 있고, 헌법 해석권은 국회의 상무위원회가 

행사함.

- 당은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

- 최근 국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수

상)의 권한도 부각됨.

- 사법부는 헌법해석권이 없어 국회‧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미약 

나. 공산당 

   ◦ 베트남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는 유일세력(당원 수: 약 230만명) 

       - 베트남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는 호치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 

   ◦ 당의 조직은 당 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

주적 중앙집권주의(democratic centralism)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

은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당서기장, 주석, 수상, 국회의장 등을 성원으로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5명)

에서 중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 

   ◦ 5년마다 전당대회 개최(예: 96년 8차 전당대회) 및 년 2회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 현 당서기장은 Le Kha Phieu이며, 주요의사결정기구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5

명), 정치국(19명), 중앙집행위원회(170명)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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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 국가주석(임기 5년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이 국가원수로서 대내외

적으로 국가를 대표(현 국가주석: Tran Duc Luong) 

      - 국방.안보 평의회 의장으로 인민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 부주석, 수상, 최고인민법원장(대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 국회상무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시상황 공포 결정, 전인민동원령 발표 

      - 국가주석은 국회상무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무회의에도 참석 

라. 정부 

   ◦ 국가의 최고집행기관 

      - 수상(임기 5년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부수상 5인, 각료 25인(17개부 및 

동등한 지위를 갖는 8개 기관(장관급)) 으로 구성 

      - 수상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국

회, 주석에게 업무를 보고 

      -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정부기구 조정 및 각부 장관의 임명, 해임을 국회

에 건의 

   ◦ '97.9월 출범된 신정부의 수상은 Phan Van Khai이며, 부수상이 3인에서 5인으로 

증원되었음. 

마. 국회 

   ◦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이고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 

      -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 주석, 수상,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활동을 보고 받음. 

      - 국가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 행사 

      - 경제.사회 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 

      - 국가주석, 부주석, 수상, 부수상, 각부 장관,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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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등을 선출 또는 인준 

   ◦ 의원수 450명(임기 5년)으로 매년 2회 정기회의 개최   

      - 선거권 18세, 피선거권 21세 이상 

      - 국회의장, 부의장 5인, 사무총장, 위원회 위원장 8인으로 구성된 국회상임위

원회(총 14인)에서 국회폐회시 국회기능 대행 

   ◦ 10대 국회 현황('97∼2002년간) 

      - 총의원 수 : 450명 

      - 여성의원 : 117명 

      - 소수민족 : 78명(총 53개 소수민족중 34개 소수민족이 국회의원 배출) 

      - 재선의원 : 108명 

      - 비공산당원 : 66명 

      - 당선자 평균연령 : 49세 

      - 자천 입후보자 당선자 : 3명(97년 선거시 총 11명 입후보) 

      - 최고령자 86세, 최연소자 21세 

바. 사법기관 

   ◦ 사회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집단의 재산보

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와 인품보호 등 임무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 

   ◦ 최고인민법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국회,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

고 

  

   ◦ 법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함. 

2. 군사

가. 국방정책

   ◦ '94.12.22 항일‧항불 독립군으로 조직된 베트남군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인민군 

창설

   ◦ 헌법(46조)은 군의 임무로서 조국방위 뿐만 아니라 조국건설도 함께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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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위해 전인민적이고 근대적인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

      - 이에 따라 베트남 인민군은 국방이외에도 경제건설, 복구사업에 적극 활용되

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 직속으로 경제건설 총국이 설립되어 있음. 

나. 국방‧안보위원회

   ◦ 주석이 국방‧안보위원회 의장 겸직

   ◦ 전쟁발발의 경우에 국회는 국방‧안보위원회에 특별임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음('92년 개정헌법 규정).

   ◦ 의장 : Tran Duc Luong 주석, 부의장 : Phan Van Khai 수상

   ◦ 위원(4명) 

      - Nong Duc Manh 국회의장 

      - Nguyen Manh Cam 부수상 

      - Pham Van Tra 국방장관 

      - Le Minh Huong 사회안전부장관(구 내무부) 

다. 병역제도     

   ◦ 의무병제(18∼27세), 복무기간 2년 

      - '94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 가능자(남자)에 한해 군입대 자격 부여 

      - 대학 입학자는 재학중 매년 1개월씩의 병 훈련으로 군복무 면제 

III. 경  제 

   ◦ GDP(국내총생산) : 267억미불('98년말 기준)

      - 1인당 GDP : 342미불

        * 98년 쌀수출은 380만톤(태국에 이어 제2의 쌀 수출국) 

   ◦ 경제성장률 : 5.8%('98년말 기준)

   ◦ 물가상승율 : 9.2%('98년말 기준)

   ◦ 실업률(도시지역) : 6.85%('98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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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의 약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바, 농촌지역 고용율은 70.88%임. 

   ◦ 무역

      - 98년도 총 수출입('98년말 기준)

        ․수출 : 94억미불('97년 대비 6.4% 증가)

        ․수입 : 114억미불('97년 대비 1.7% 증가)

   ◦ 외채 : 약 88억미불('97년말 기준, 자료: EIU Country Report '98)

   ◦ 외환보유고: 22.8억불('97년말 기준, 자료 : EIU Country Report '98)

   ◦ 외국인투자 누계 : 312.2억미불(1,760건)(승인기준)

   ◦ 화폐단위 : 동(Dong)

      - 환율 : 1달러당 13,800Dong('98년말 기준)

IV. 자연 조건 

가. 위치‧지형 

   ◦ 베트남은 동경 102°10∼109°30, 북위 30°∼23°22의 인도지나반도 동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중국‧라오스‧캄보디아에 인접하고 있고, 면적은 331,688㎢로 한반도

의 약 1.5배임.

  

   ◦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북부의 홍(Hong)강과 남부의 메콩(Me Cong)강이 주요 생활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중부에는 동 나이(Dong Nai)강이 흐르고 있음. 

      - 특히 메콩강은 길이가 4,220㎞에 달하는 인도차이나의 젖줄로서 티벳에서 발

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베트남에 이르

러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음(총 길이 중 200㎞만이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을 

통과). 

      - 메콩 델타 지역의 총 면적은 22,000㎢에 달하며, 상류에서 운반된 비옥한 흙

으로 쌀 농사에 적합해 쌀의 곡창지가 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개발은 국제

적인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임. 

      - 홍강과 동나이강은 길이가 500㎞로 베트남에서 가장 긴 강이며, 그 밖에 마

(Ma)강(426㎞) 등이 있음(江은 베트남어로 송(Song)임). 

       ※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 연간 300∼400만 톤(약 10억불)의 쌀을 



- 15 -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 쌀과는 종자가 다른 안남미(安南米)임. 

   ◦ 한편, 베트남에는 2,400m 이상되는 산이 11개 있으며, 가장 높은 판시판(Phan 

Si Pan, 3,143m)을 비롯해서 뿌 루옹(Pu Luong, 2,985m), 랑 꿍(Lang Cung, 

2,193m) 등이 있음. 

   ◦ 베트남 동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South China Sea(남지나해)'로 표기되어 있

지만 베트남은 '동해(East Sea)'라고 부르고 있음. 

      - 동해 상에는 중국 등 인근국과의 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앙 사(Hoang 

Sa) 군도(Paracel 군도 또는 西沙群島)와 쯔엉 사(Truong Sa) 군도(Spartley 

군도 또는 南沙群島)가 있는데, 특히 쯔엉 사 군도(남사군도)는 원유와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많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베트남, 중국, 필리

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나. 기후 

   ◦ 북부는 아열대성이고, 남부는 열대몬순 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 (북

부:23.2℃ / 중부:24.1℃ / 남부:27.1℃), 습도는 월 평균 83%, 평균 강우량은 

2,151㎜으로 한국보다 2.4배 높음 .

   ◦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며,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도 매우 다름. 

      - 하노이는 춘하추동이 비교적 뚜렷한데, 겨울에는 14℃∼16℃, 여름에는 30℃

까지 평균 강우량은 1,678㎜임. 

      - 호치민시와 메콩 델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26.9℃으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

는데 우기는 5월∼10월, 건기는 1월∼3월이며, 우기의 강우량은 1,800㎜에 달

함. 

      -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태풍의 향권에 있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연중 기온차가 심하며, 남부 메콩 델타 지역도 태풍이나 침수 피해

를 당하는데, 고도가 매우 낮아 강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피해가 큼. 

      - 그러나 호치민시만은 연중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고(평균 26℃∼29℃), 태풍

의 피해가 거의 없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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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민족 

가. 국기와 국가 

   ◦ 국기 : 黃星赤旗  

      현 남 딘(Nam Dinh)성 유학자 가정 출신으로 베트남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응웬 

흐우 띠엔(Nguyen Huu Tien)이 혁명활동 중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고 프랑스 

식민시대에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던 꼰 다오(Con Dao) 수용소에서 수감

되어 있던 동안에 처음 고안 

      - 황성적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져 있는데, 붉은 색은 혁명과 독립된 

베트남을 상징하고 5각의 황성(黃星, Sao Vang)은 사(士, Si), 농(農, Nong), 

공(工, Cong), 상(商, Tuong)과 군인(兵, Binh)이 한데 뭉쳐 단결하고 있음을 

상징 

   ◦ 국가 : '進軍歌'  

      베트남 국가는 진군가(進軍歌, Marching to the Front, Tien Quan Ca)로 반 까

오(Van Cao)가 작곡하여 프랑스 항전 때부터 군대에서 군가로 쓰던 것을 국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4/4박자로 씩씩한 기상을 담고 조국의 승리를 위해 전

선으로 진군하자는 내용이며, 주요 가사는 다음과 같음. 

      - "단결하자 베트남! 조국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깃

발은 승리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고, 조국의 혼을 담고 있다. … 서둘러 전

선으로 달려나가자! 다함께 전진하자! 우리 베트남은 원토록 부강하리라!" 

나. 민족 

   ◦ Viet족이 전국민의 대부분(89%)을 차지하고 있으며, 55개 소수민족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약 100만의 화교가 살고 있음.

   ◦ 베트남민족은 언어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음. 

      - 비엣 므엉(Viet-Muong) 어군 : 베트남 전체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 어군에 속하는 민족은 비엣(Viet), 므엉(Muong), 토(Tho), 쯧(Chu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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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민족임. 

      - 몬 커메(Mon-Khome) 어군 : 21개의 소수민족이 속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의 

각 지방, 동남부 지방, 쯩선 산맥 서부 고원지대, 응에 안성 북쪽 서부와 베

트남 서북쪽 각 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주로 산기슭에 거주하며 화전으

로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음. 

      - 따이 타이(Tay-Thai) 어군 : 8개 민족이 속하며, 베트남 북부의 산간 지방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임. 

      - 흐몽 자오(H'mong-Dao) 어군 : 중국 각 지방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해온 민족들

로 북부지역 해발 1,000m 내외의 산악지역에 거주 

      - 까다이(Kadai) 어군 : 북부 지방에 거주하며, 인구는 10,000여명에 불과함. 

      - 말라요 폴리네시아(Malayo-Polinesian) 어군 : 짬(Cham), 에테(Ede), 쭈루

(Churu)족 등이 속하며, 짬(Cham)족은 발달된 짬족문명을 바탕으로 고대국가

를 형성하기도 했음. 

      - 땅 미얀마(Tang-Mianma) 어군 : 하 니(Ha Nhi), 푸 라(Phu La), 꽁(Cong)족 

등이 속하며,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함. 

      - 한(Han,漢)어군: 호아(Hoa, 華僑), 응아이(Ngai), 산 지우(San Diu)족 등이

며, 화교들은 중국의 광동‧광서‧복건성에서 이주해 와 현재 약 1백만 명이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 인구 

   ◦ 전체 인구는 7,680만 명('97 추정)으로 추산되며, 인구 도는 228명/㎢, 성비

는 여자 100명당 남자 95.3으로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음. 

      - 출생률은 22.0%, 사망률은 7.0%로 인구자연증가율은 15.0%이며, 가임여성의 1

인당 출산자녀수는 2.6명, 평균수명은 남자가 65세, 여자가 69.9세임(이상 97

년 통계) 

      - 행정구역은 4개의 특별시와 57개 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230만명이, 호치민에 약 485만 명, 하이퐁에 약 166만 명, 다낭에 약 65만 

명 등이 살고 있음. 

   ◦ 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오는 2천년까지의 연간 인구증가율을 1.75%로 잡고 있어 

2천년에는 총 인구가 8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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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인구 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4천 3백

만에 달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

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국민의 79.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매우 

급속할 것으로 보여 이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

쳐 주민등록부를 발급 받아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

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대도시에는 상당수의 불법 이주민들이 살고 있음(하

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수많은 불법 이주민들이 있음). 

라. 언어 

   ◦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음. 

      - 베트남어는 중국어의 4성조 보다 많은 6성조로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

미가 다르며, 중국문화의 향으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60% 정도) 한자어의 베트남식 발음을 터득하면 배우기가 용이함. 

   ◦ 베트남은 중국문화의 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했으나 8,9세기 경에는 한자의 뜻

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쯔 놈(Chu Nom)을 만들어 사용 

      - 그 후 17세기초부터 18세기말까지 전도를 위해 베트남에 온 예수회 소속 사제

들이 쯔놈으로 된 베트남어를 라틴 문자로 옮겨 적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문

자의 효시를 이룸. 

      - 1878.4.6 프랑스 식민정부는 현재의 베트남어를 국어로 공인, 1882.1.1부터 

각급 학교, 공문서에 적용하는 법령을 공포했으며, 1915년과 1919년에 북부와 

남중부 지역에서 한학 유학시험을 폐지하면서 한문과 쯔놈은 쇠퇴하고 현재의 

베트남어가 국어로 자리잡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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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민생활 

가. 종교 생활 

   ◦ 베트남 내에는 신자가 가장 많은 불교를 비롯하여 카톨릭, 까오 다이(Cao Dai, 

유‧불‧도 혼합), 호아 하오(Hoa Hao) 등의 종교가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는 일반적으로 미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국민의 2/3인 약 67%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도시나 지방을 막론하고 전

국적으로 사찰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 

      - 카톨릭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신자는 약 300만 명(인구의 약 12%)으로 남부에 200만명, 북

부에 100만명 등이 분포되어 있고, 17세기경에 전해진 기독교는 신자가 인구

의 약 1%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 까오 다이 교는 1925년 프랑스 식민지 관료 던 응오 반 찌에우(Ngo Van Chieu)

가 세운 종교로서 유교(Nho), 불교(Phat), 도교(Lao), 기독교(Co Doc)의 교리를 

종합해 만들었음. 

      - 일본과 협력해 프랑스에 대항하는 항불운동을 벌 으며, 남부 떠이 닌(Tay 

Ninh)성에 교단 본부가 있고, 베트남 국민의 약 0.6%가 믿고 있으며, 교당 

건물에 커다란 눈을 그려 놓아 '외눈교'라고 부르기도 함. 

   ◦ 호아 하오 교는 1939년 쩌우 독(Chau Doc) 지방의 호아 하오 촌락의 후인 푸 소

(Huynh Phu So)가 사원과 승려라는 중재자를 없애고 종교 의식과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교 교리를 단순화시켜 만든 종교임. 

      - 민족주의적 종교로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는데 공헌했으며, 남부지방에 신도가 

몰려 있고 인구의 약 2.7%를 점하고 있음. 

   ◦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상 생활 속

에는 미신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 

      -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 지신(地神), 부(富)의 신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

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풍속도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일을 택해 장례 날짜를 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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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통 문화‧의상 

   ◦ 전통 가극 : 핫 보이(Hat Boi) 

      - 14세기 쩐(Tran) 왕조 시대에 나타난 전통 가극으로 핫 보(Hat Bo) 또는 북부

에서는 뚜옹(Tuong)이라고도 불림. 

      - 극중 내내 노래와 무용 악기 연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전통 가무와 

중국의 가극이 결합된 무대 예술로 현재 희극, 비극, 풍자극 등 약 600여 편

이 전해지고 있음. 

      - 45년 혁명 이후 봉건주의 색채를 이유로 상연이 금지되었으나 75년 통일 이후 

완화되어 중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잘 보전되어 있음. 

  

   ◦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인 아오 자이(ao dai, 아오는 옷 또는 저

고리, 자이는 길다는 의미, 남부에서는 아오 야이로 발음)는 '긴 옷'이란 의미

를 갖고 있으며,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76년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에 부적합하고 퇴폐적이라고 착용을 금지했다가 86

년 도이 머이 정책 추진 이후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예식에서 즐겨 착

용하고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체의 제복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 아오자이와 함께 베트남 여인들의 상징인 야자나무잎 모자(palm hat)는 13∼15

세기 중 쩐(Tran) 왕조 시대에 유행했으며, '농 라(non la, 농은 모자, 라는 나

뭇잎을 의미)'로 불리는데,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햇빛이 내려 쬘 때는 양산이 

되며, 더울 때는 부채로 쓰임. 

다. 생활 풍습 

   ◦ 정월 초하루(뗏, Tet)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하루에는 일가 친척, 

선생님,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배 돈이 주어짐. 

      - 가정에서는 꺼이 네우(Cay Neu)로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나

무에다가 흙이나 종이로 만든 잉어나 말,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을 달아 장식

함. 

      - 설날의 첫 방문자는 그해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고위 인사나 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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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초대하기도 하며, 첫 방문자는 조상신을 모신 제례상에 향불을 피우고 

덕담을 하고 어린이에게는 세배 돈을 나누어 줌. 

   ◦ 베트남의 국경일은 신정(1.1), 구정(음력 12.30∼1.3), 전승기념일(4.30), 노동

절(5.1), 건국기념일(9.2) 등으로 연간 8일이며, 국경일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날을 쉼. 

      - 음력에 의한 전통적인 축제일로는 레 반 쥬엣의 날(1.1), 구정(1.1∼1.7), 하

이 바 쭝의 날(2.6), 청명(3.5), 석가탄신일(4.8), 흥브엉의 날(4.17), 단오

(5.5), 고래 축제일(6.15), 중원절(백중, 7.15), 중추절 및 어린이날(8.15), 

쩐 흥 다오의 날(8.20), 레 러이의 날(8.22), 공자 탄신일(9.28) 등이 있음

(※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한 날짜임).

   ◦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으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龍의 문화(건국신화에 등장) /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 젓가락 문화 / 

개고기와 뱀고기를 즐기는 문화 / 부모와 조상, 스승과 연장자를 공경 / 장례

식과 결혼식을 중시 / 제사 풍습 / 흰 색의 의복을 즐겨 입음 등등 

   ◦ 베트남인들은 9를 으뜸이자 신성한 수로 여기며, 13은 액운의 상징으로 여김. 

      -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험의 뜻과 비슷하여 숫자의 합이 5가 되거나 15, 25 

등 5로 끝나면 이를 기피함. 

라. 민족성 

   ◦ 베트남인들은 스스로 근면‧성실‧인내‧친절‧용감성 등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

심이 매우 강함. 

   ◦ 북부지역 출신 사람들은 근면형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호치민 주석 등 베트남 혁

명가의 대부분이 북부 출신인 반면,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풍부한 농산물 등 자

연조건의 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자유분망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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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 

      - 디엔 비엔 푸 전투(1954년) 이후에는 북쪽의 공산정권을 피해서, 대미전쟁 승

리(1975년) 이후에는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많은 수의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남북간에는 지역감정이 존재함. 

      -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 간에는 인구(하노이 약 3백만, 호치민 약 7백만)와 소

득(하노이 약 5백불, 호치민 약 9백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마. 언론   

   ◦ 전국적으로 약 490개의 인쇄 매체(신문, 177개, 잡지 313개)와 약 100개 정도의 

방송매체(Radio 및 TV)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 이

외에 시‧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신문‧방송사를 운  

   ◦ 대부분 당, 정부기관과 조국전선, 노총, 청년동맹 등의 사회단체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 하며,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통제가 가해짐.

      - 수상 직속의 국  매체(국  통신, 국  라디오, 국 TV 등) 사장과 언론인협

회 회장은 당 중앙위원이자 장관급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등 상당한 향

력을 발휘 

      - 공산당 정치국 소속의 베트남 언론인협회(`50 창립)가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고, 회원은 7,500명에 달함. 

   ◦ 주요 매체로는 국 통신사인 베트남 통신과 국  라디오인 Voice of Vietnam, 

국  방송인 베트남TV가 있음. 

      - 신문으로는 인민일보(당 기관지), 인민군보(군 기관지), 새하노이(하노이 인

민위 발행), 노동(노총 기관지) 등 고급지와 청년(Tuoi Tre), 청년(Thanh 

Nien), 공안(Cong An), 사이공 해방(Saigon Giai Phong), 선구자(Tien Phong) 

등의 대중지 등이 있음. 

바. 의료‧보건 

   ◦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수준은 극히 낙후되어 있으며, 의사 비율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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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의료시설, 의약품, 의료기술 등이 전반적으로 낙

후되어 있으며, 위생소독 처리 등이 국제수준에 미달함. 

      - 예방접종(특히 어린이는 꼭 필요)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식수는 생수를 구입해

서 마시고 음식은 끓인 것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도시를 벗어날 때

는 모기를 조심하고 의약품을 휴대하는 것이 안전함. 

   ◦ 96년 의료보건 시설은 전국 13,218소이며,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진료비가 무

료 으나 개혁정책 실시 후 의료비의 개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94년까지 의사 수는 29,700명(2,444명당 1명), 병상 수는 191,000(380명당 1

개), 아사망률은 1천명당 37명('97)임. 

사. 여성의 사회 활동 

   ◦ 베트남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공산당과 정부, 단체 등의 요직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26.22%(총 450명 중 117명)가 여성

임. 

      - 베트남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여, 일정 비율(종업원 100명 이하 

업체의 50%, 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의 30%)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기

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30.10.20 창립된 여성동맹(위원장 : Truong My Hoa, 회원 : 약 1,100만 명)은 

모든 계층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중 조직으로 조국전선의 지도를 받으며, △ 여

성의 평등과 개발을 위한 활동 △ 여성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

호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주요 지도급 여성 인사로는 Nguyen Thi Binh 부주석, Tran Thi Trung Chien 인

구‧가족계획위 위원장(장관급), Tran Thi Thanh Thanh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Vu Thi Thang 관광청 장관 등이 있음.

   ◦ 사회 지도층 인사 중의 여성 비율을 보면, 국회의원의 26.22%(450명 중 117명, 

9대 국회의 18.48% 보다 7.74% 상승), 성 인민위원의 20.4%(이전 임기 당시 

9.4%), 구 인민위원의 18.4%(이전 임기 당시 5.35%), 당 요직의 10%, 사회단체 

요직의 20∼25%가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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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포츠 

   ◦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로서 축구시합이 있는 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 모이며, 길거리에 약간의 공터만 있으면 몇 명이 모여 축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 월드컵 등 국제적인 주요 경기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경기를 시

청하고 있음. 

   ◦ 그 외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도 인기가 있으며, 태권도도 전국적으로 널

리 보급되어 베트남 스포츠계에서 태권도협회의 향력은 상당함. 

자. 사회문제 

   ◦ 베트남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은 풍기문란(매춘 등), 부정부패, 마약, 수, 

빈부격차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베트남 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신의 약 40%가 낙태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낙태 비용이나 과정도 손쉽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 상황임. 

      - 이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들은 평생동안 평균 2.5회의 낙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80%가 중산층 이상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에는 ADIS 환자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 정부에서 이에 대한 계몽에 앞장서

고 있음. 

VII. 교   육 

가. 현황 

  

   ◦ 최근 교육분야에도 개혁정책을 실시 중이며,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 과학의 실

용화와 기술보급 및 직업훈련 등에 중점 



- 25 -

   ◦ 개혁정책 이전에 무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도 초반 이후 유료교육 제도

가 도입되고, 사립학교도 설립(개학 시기는 9월, 6∼8월 여름방학) 

나. 교육과정  

   1) 취학전 교육

     ◦ 유아원(Nha Tre) : 생후 3∼4개월, 3년 

     ◦ 유치원(Mau Giao) : 3세∼6세, 3년 

   2) 초등학교(Truong tieu hoc) : 6세∼11세, 5년(의무) 

     ◦ 국가에서 주관하는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우열반 교육 등이 

있어 경쟁이 치열함. 

   3) 중학교(Truong trung hoc co so) : 11세∼15세, 4년(6학년∼9학년) 

     ◦ 상급학교 진학을 원할 경우 우수반에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은 국  기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후 사회 진출 

   4) 고등학교(Truong trung hoc pho thong) : 15세∼18세, 3년(10학년∼12학년) 

     ◦ 일반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전국에 약 200여 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자연과

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으로 나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 기술학교(Truong hoc Ky thuat) 

     ◦ 전국에 기술고등학교 270개, 직업학교 242개, 직업훈련센터 200개가 있음. 

     ◦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과정의 기술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은 취업을 하거

나 2년에서 2년 반 과정의 기술전문학교 과정 또는 4년 과정의 기술학교에 진

학할 수 있으며, 이들은 졸업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 

   6) 대학교육(Truong Dai hoc) 

     ◦ 주요 과정 : 준학사(전문대학) 과정(3년∼3년 반) / 학사과정(4년), 약대 (5

년),  의대‧치대(6년∼7년) / 석사과정(2년) / 박사과정 (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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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학교를 제외하고 전국에 89개 국공립 대학과 5개의 사립대학교가 있으며, 

93년 말부터  대학조직 개편에 따라 국립 하노이대학교, 국립 호치민대학교, 

다낭 종합대학교 등이  생겨났음. 

     ◦ 대학생 수는 3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대학입시 경쟁률은 대략 5:1 정도임 .  

다. 전국 학생수(단위: 천명) 

                                               <자료:'97년 베트남 통계연감> 

구  분 '93∼94 '94∼95 '95∼96   '96∼97

초등학교 13,652  14,529 15,561 16,474

중 학 교 102  224 355 350

고등학교/직업

전문학교 ,
 119 155  197

대 학 교 157  200 297

총      계 14,031  15,108  16,411

  

라. 기 타

   ◦ 베트남 국민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며,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부담, 별도 교육

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대학입시 경쟁률도 치열해 고교 졸업반에는 대체로 입

시공부에 몰두하고 있음.

   ◦ 호치민시 교육기관 현황 

      - 교육기관 : 대학 16개, 중‧고교 636개, 초등학교 350개, 유치원 330개 

      - 대학 : 호치민 국립 종합대학(7개 단과대학, 학생 10만명) 

      - 외국인학교: 불란서 1, 미국계 어 1, 호주계 어 1(초등‧중학 과정) 

VIII. 대외관계 

   ◦ 실리위주의 적극적, 능동적 경제외교 추진  

      - 현재 추진중인 다부문 시장경제체제 활성화 정책에 상응한 효율적인 대외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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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 지역화, 다양화, 다차원화 되고 있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

적, 능동적 외교전개 

   ◦ 인근국과 선린우호관계 유지  

      -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안정하에 점진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 캄보디아, 중

국 등 인근국, ASEAN과의 상호 신뢰구축 및 선린우호관계 유지 노력

      -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독립, 주권존중, 평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실현 노력

      - 토문제 등 주변국들과의 현안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지속

   ◦ 다원화 외교를 통한 범세계 및 아‧태 경제권 편입 시도  

      - 21C 아‧태시대에 대비, ASEAN, ARF, ASEM 회의에 적극 참가, 아‧태국가로서의 

지위 및 위상 확대

      - '97.11.14∼16간 50여개국이 참석한 불어권 정상회담 및 98.12 제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으며, 범세계적 시장경제권 편입을 위한 노력

의 결실로 '97.12 APEC 가입 결정

   ◦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강화 도모  

      - 각종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가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역량 확대 

      - IMF, IBRD, ADB 등 세계유수의 개발은행 등과 쌍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원조 및 투자유치

   ◦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지속 유지  

      - 베‧북한간에는 195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 으나, 베트남 경제개방정책 추진

이후 양국간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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