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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한･베트남 원자력 공동위의 후속조치 및 대 베트남 원자력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숙된 국내 원자력 기술 능력을 토대로 해외 원자력 시

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원자력기술의 해외 진출은 국내 기술개

발 성과의 해외 홍보와 기술외교를 통한 국가 위상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협

력기반 조성과 강화는 중요하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산업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의 적극

적인 추진과 함께 2017년을 전후로 최초 원전을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원자력협력 대표단의 상호 방문 및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하여 베트남과의 협력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분야의 발굴과 

협력추진을 위하여 양국원자력공동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한.베트남 원자

력분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협력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전

략이 요구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ㅇ 베트남의 에너지 및 원자력이용개발 정책 동향 분석

  ㅇ 한･베트남 원자력분야 원자력협력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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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에 대한 원자력기술 수출 가능성 조사 및 기반구축 등

Ⅳ. 주요 연구 결과

베트남은 원전도입에 있어서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사례를 높이 평가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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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 으며 또한 양국간 협력관계의 활성화와 강화를 기하

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과의 원자력공동위 개최 및 원자력 협력대표단 방문

을 추진하 으며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른 국제회의에서의 양국간 

대화창구의 다원화와 인력 교류 및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베트남과의 협력 기본 방향으로는 협력방향과 국가 전략은 장･단기적으로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협력방향

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은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중의 하나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원자력수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크므로 향

후 원전 및 연구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분야의 원자력기술 수출을 

목표로 협력을 전략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요구된다. 

2)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원자력기술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수행중인 원전사업과 원자력 중･장기 연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

이 필요하다. 

  3) 원자력기술 수출은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관련 연구기관의 긴 한 협력

이 필수적이 보임. 따라서 향후 원자력 선진국과의 경쟁 불가피하므로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효율적으로 운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와 관

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가 지원 체계와 협력자금 재원확보도 중요하게 제

기되고 있다

  4) 대(對)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기술 협력은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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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하며, 특히 정부 및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접촉 채널

을 최대한 활용하고 IAEA, FNCA, RCA 등을 통하여 기술협력 외교활동

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베트남과의 원자력관련 정보교환 및 전문가･기술교류를 통하여 베트남과

의 원자력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향후 베트남에 대한 원전 및 연구로 등 원자력 기술수출을 추진하는 데 

활용

  ◦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 기반을 통한 동남아시아 및 타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기술 수출 기반조성 및 거점 확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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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The Study on the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Vietnam Nuclear 

Policy and Follow-up for the Joint Meeting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National efforts have been carried out positively to export nuclear 

technologies to oversea nuclear power markets, which can enable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national prestige  and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founda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mand of energy and electricity in Vietnam i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al development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In order to meet the increasing electricity 

demand, Vietnam has been carrying out positive nuclear R & D and plans 

to introduce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between the year 2015 and 2010.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Vietnam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export of nuclear technologies 

through various channel such as the exchange of governmental cooperation 

delegation and the Joint Meeting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in field of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between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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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Vietnam

      - Consumption of energy and electricity generation in Vietnam

      - Nuclear R & D activities in Vietnam

   ㅇ Investigation of potential cooperation areas and activities for between 

Korea and Vietnam

      - Exchanges of visits of nuclear cooperation delegations 

      - Investigation of Vietnam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o Investigation of potential nuclear technologies and establishing 

foundation for export into the Vietnam, etc.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Vietnam highly appreciates Korean successful achievement in the past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s a developing country, and wishes 

strongly cooperation with Korea in order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 

in Vietnam in future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Korea focusing on past 

experiences and policy develop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self-reliance 

policy of nuclear power technology  in the past. 

  In this stud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Vietnam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trends of 

consumption of energy and electricity generation and nuclear R & D 

activitie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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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otential cooperation areas and activities for between Korea and 

Vietnam were also investigated through exchanges of visits of nuclear 

cooperation delegations including investigation of Vietnamese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In addition, potential nuclear technologies and establishing foundation for 

export into the Vietnam were investigated too.

 Finally, it may be recommended as the policy basic direction that 

cooperation policy and strategies with Vietnam  based on long and 

short-term should be established and carried out with integrated national 

capacity.  Major cooperation directions for Vietnam can be recommended 

as follows; 

   1) Vietnam is one of developing countries having big nuclear market 

potential and will play as a bridgehead preceding role of for the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research reactors as well 

as RI and radiation technologies.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of Asia 

and Africa in future.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establish and 

carry out the national target and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a 

manner of long term and consistence. 

   2) Considering the competition with advanced nuclear countries such as 

USA, Japan, Canada, France and China in exporting nuclear power 

technologies into Vietnam,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integrated 

consortium system to carry out nuclear oversea business i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s including expert supporting and cooperatio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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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lso required to support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national R & D program under implementation. And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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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including various joint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AEA, FNCA and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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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원자력 기술자립정책과 원자력발전

의 지속적인 이용정책을 통해 원자력발전 분야의 기술자립은 물론 한국표준형 

원전 개발과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개발 성공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국내 독자적인 원자력산업 공급체제 정립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착실한 수행 

및 국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으로 기술개발 기반확보

와 안전규제체제의 정립, 안전한 원전의 운전체제 등을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선

진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을 통한 국가 위상제고 나아가 북한 경수로 

건설 등 원자력기술의 해외로의 진출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추진에서 축적되었던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 경험은 개도국들에게 성공적인 모범사레로 평가받

고 있다. 즉 원자력 선진기술의 지속적인 자립 노력은 물론 그 동안 원자력사업

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기술개발 성과, 인력양성, 설계 기술자립 및 기자재 국산

화 경험, 국가 정책 및 전략 개발 경험 및 사례, 정책수행 체계 및 하부구조의 

정립, 과거에 축적된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경험 등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서 원전과 원자력기술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기술 확보와 선진화를 달성한 

성공적인 경험과 학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으로 원자력기술의 해외 진출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원자력 사업

을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들과의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촉

진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원자력산업과 연구개발의 발전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필요성이 크게 요구

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기술협력은 물론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기술 수출을 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전시회 개최는 물론 기술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성공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는 지난 40년간 우리나

라의 원자력 연구개발과 산업 개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에 비하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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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표준형 원전과 다목적 연

구용 원자로, 정책개발 및 경험 사례 등의 국내 원자력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

을 위한 노력도 강화가 필요하다.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인구증가와 산업개발, 국가경제의 발전 등으로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기후변화

협약으로 온실가스 방출규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향후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과 협력방향 설정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에 들어 성숙된 국내 원전기술능력을 토대로 해외 원전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

수출을 위한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국가로서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 향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시장 진출에 큰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1992년 12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3년 2월 

경제․기술협정, 1993년 5월 무역․항공․투자보장협정, 1994년 5월 이중과세방

지협정, 1994년 8월 문화협정, 1995년 4월 해운협정, 1995년 4월 과학기술협력협

정을 체결 이후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문화와 정서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서 다양

한 분야의 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베트남은 국제사회에 개방

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석유탐사 등 에너지자원 협력분야와  함께 

베트남의 최초 원전도입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

지 베트남과의 원자력분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방향의 

설정과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은 원자력 기술자립정책을 장

기적인 목표로 원전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 모델국가로 개발도상국으로서 

단기간에 원자력기술자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원자력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

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전쟁중에 

큰 진전이 없었으며, 특히 종전후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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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 국제원자력기구와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원

자력이용개발이 재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으로 

원전도입을 위한 타당성연구도 추진되었다. 

베트남은 산업화 및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및 전력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7년경 베트남 최초의 원

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아르헨티나, 인디아,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대베트남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국

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장기적인 원자력정책 방향 설정 연구는 지속적

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최초 원전 도입과 함께 베트남의 원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의 원자력정책을 결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이후 한‧베트남간 원자력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으

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수행되고 있다. 

2002년 2월 합의된 원자력공동위 개최가 2002년 하노이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제2차 한.베 원자력공동위는 내년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한‧베트남 원자

력협력이 그동안 정부 협력대표단 교환방문을 통한 협력에서 원자력공동위를 

통해서 협력이 추진됨을 의미하며 협력이 한 단계 격상 강화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의 후속조치 및 대 베트남 원자

력정책개발 지원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베트남의 원자력정책동향과 

협력 추진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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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베트남 원자력현황 및 전망

1. 일반현황

국토의 전체 면적이 330,341 km2 (한반도의 약 1.5배), 총 인구는 약 7,868명 

(2001년말 현재, 인구증가율 1.7%)이며, 전체인구의 약 7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국가인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예로부터 빈번하게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빈국 중 하나다.1)

1945년 9월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 지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내전이 계

속되어 1974년 4월에 전쟁이 종료되었다. 전쟁 종료후 남부의 급속한 사회주의

화와 1978년의 인접국 캄보디아 침공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경제

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1986년 12월에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모이(쇄신)라는 정책이 채택되어 

1992년 4월 새로이 헌법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산당 독재를 계속 유

지하지만 시장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발전을 추구한 국

가 목표이다. 

도이모이가 개시된 1986년부터 199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GDP 신장률이 

6.0% 지만 에너지소비량은 연간 9.0%로 증대되어 에너지탄성치(에너지신장률/

경제성장률)가 1.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ASEAN 평균이 경제성

장률 6.2%, 에너지소비량 신장률 10.0%(에너지 탄성치 1.6)이므로 약간 낮은 수

준이지만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베트남

의 성장 잠재력은 경제와 에너지 양 측면에서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신외자법․외국인투자법․외

국환관리법을 제정해, 외국자본의 99%까지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과실의 본국송

환을 보장하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 http://www.mofat.go.kr/mission/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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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90년에 들어와서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은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향으로 베트남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1991∼2000)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1992년도의 경우에는 8.3%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률을 한때 기록하기도 

하 는데, 1998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이 267억 달러인 베트남의 무역규

모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94억 달러와 114억 달러인데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철

강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의 에너지 및 전력 수요

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전력부족현상이 심화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 한 예로 베트남의 1998년 1/4 분기 에너지 수

요는 지난 5년 동안의 GDP 성장률 보다 3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7월에 미국과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통상협상에 조인하여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받게 되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졌고, 비효율적인 관료제도 및 복잡한 인허가 시스템으로 인한 폐

해 등의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에너지 및 전력 수급 동향

가. 베트남의 에너지 수급 

베트남 공업부(MOI) 산하의 에너지연구소(IE)에 의하면 에너지의 국내 공급량

은 1985년∼1995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7.3%를 기록하 다. 그 중에서도 전력생

산은 이 기간 동안에 3배나 급성장하 다. 

전력계획은 현재 에너지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MOI가 중심이 되어 추진

되고 있지만, 2020년 신장률은 연평균 8∼12%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85년에 352만 TOE (석유환산톤)이었지만, 

1997년에는 930만 TOE까지 급격히 증가하 다. 또한 1차 에너지소비 내용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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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1985년에는 석탄 45.6%, 석유‧천연가스 45%, 전력이 

9.4% 지만, 1997년에는 석탄 23.8%, 석유‧천연가스 62.0%, 전력 14.1%이며, 석

탄의 점유율이 저하된 만큼 석유‧천연가스와 전력이 늘어나고 있다. 

<표 2-1>은 베트남의 에너지수요 및 구성에서 표준 및 고성장의 시나리오에

서 2000년, 2010년, 2020년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내었다. 2020년경에는 1차 에너

지의 소비량 및 생산량이 2000년에 비해 약 5배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표 2-1> 베트남 에너지수요 및 구성 전망

(단위: TOE)

2000년 2010년 2020년

최종 에너지 수요 

(1차 에너지 소비량)

표준 1,160만 2,624만 5,025만 

고성장 1,173만 3,016만 5,971만 

1차 에너지구성 

(1차 에너지 생산량)

표준 1,719만 3,621만 7,029만 

고성장 1,807만 4,100만 8,293만  

또한 <표 2-2>과 <그림 2-1>과 같이 2020년경의 1차 에너지 구성에서 표준

의 경우 석유(39.5%), 석탄(20.2%), 천연가스(20.0%), 비연료전력(=수력, 지열, 수

입전력)(17.8%), 원자력(2.5%)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고성장의 경우에는 원자력

의 비중이 4.4%로 높아지고, 천연가스와 비연료전력의 비율이 조금 낮아질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표 2-2> 2020년경의 베트남 에너지소비 및 구성 전망

석탄

(TOE)

석유

(TOE)

천연가스

(TOE)

전력

(kWh)

비연료전력

(kWh)

원자력

(TOE)

1차 

에너지소비

표준 776만 2,983만 300만 1,466억

고성장 890만 3,530만 (불명확) 1,767억 

1차 

에너지구성 

표준
1,421만

(20.2%)

2,777만

(39.5%)

1,410만

(20.0%)

1,252만

(17.8%)

170만

(2.5%)

고성장
1,825만

(22.0%)

3,357만

(40.5%)

1,437만

(17.3%)

1,313만 

(15.8%)

362만 

 (4.4%)

<표 2-3>은 베트남에서의 1차 에너지 자원을 나타낸다. 1차 에너지중 석탄의 

경우 연간 15∼20 Mton을 생산하고 이 중 전기생산용으로는 6 Mton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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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연간 15∼20 Bill m3/을 생산하지만, 전기생산용으로 

전기생산용 12 Bill m3/년을 사용하고 있다. 

<표 2-3> 베트남 1차에너지 자원

생산량 비고

석탄 15~20 Mton/년  전기생산용 6 Mton/년

원유 25~30 Mton/년

천연가스 15~20 Bill m3/년  전기생산용 12 Bill m3/년

수력 50~60 TWh/년

지열 200 MW

베트남의 부존자원 에너지 현황은 <표 2-4>와 같다.

<표 2-4> 부존에너지 현황

구  분 석  탄 오일/가스 우라늄

매장량
(백만TOE) 700 200 2,345

나. 베트남 전력수급 전망

베트남은 산업화와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전기의 수요

는 날로 증가해 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현재 베

트남의 전력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국 전력회사인 EVN(Electricity of 

  (표준) (고성장)

<그림 2-1> 2020년경 베트남의 1차에너지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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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는 향후 2020년까지 추진할 전원개발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수력, 화력 그리고 원자력 등 다양한 전원별 

발전소를 건설해 운 함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전기사업은 베트남공업부(MOI) 관할하에 있는 전력공사(EVN)에서 

전담하고 있다. 베트남전력(Electricity of Vietnam: EVN)은 정부의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MOI) 관리하에 운 되고 있는 유일의 국 기업체이다.

<표 2-5>는 2000년말 베트남의 전력수급 현황으로 2000년의 베트남 총발전 

전력량은 266억kWh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독립발전사업자(IPP)가 6%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발전량의 주력은 풍부한 수력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전체

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가 16%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베트남의 전력수급 현황 (2000년말 현재)

설비용량 발전량

MW % 억kWh % 

전력공사

(EVN)

수    력 3,702 50.9 146.3 55.0

석    탄 645 8.9 31.9 12.0

석    유 198 2.7 10.6 4.0

가스터빈 1,894 26.0 42.6 16.0

디   젤   296 4.0 18.6 7.0

소   계 6,734 92.5 250.0 94.0

독립발전사업자(IPP) 544 7.5 16.0 6.0

   합    계 7,278 100 266 100

베트남 정부는 1990∼1997년에 걸친 경제상황과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에 

의한 향을 기초로 한 장기에너지 전망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5년도의 전력부문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이 개정에서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① 저성장 시나리

오, ② 표준 시나리오, ③ 고성장 시나리오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각 시

나리오별로 저성장 시나리오가 GDP 신장률 6.4% (산업‧건설부문이 8.1%, 농업

부문이 3.1%, 서비스부문이 6.3%), 표준 시나리오가 6.8% (산업‧건설부문이 

2) Viet Nam Industry Guide book 2003-2004, Ministry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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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농업부문이 3.1%, 서비스부문이 6.6%), 고성장 시나리오가 7.4% (산업‧건

설부문이 9.2%, 농업부문이 3.1%, 서비스부문이 7.4%)을 가정하 다.

이 중 최저 시나리오는 급격히 확대되는 베트남 경제면에서 보면 비현실적이

며 실제로 에너지 수급분석은 표준 시나리오와 고성장 시나리오의 2가지에 대

해 평가를 실시하 다. 

<표 2-6>은 표준인 경우와 고성장 경우의 베트남의 장기수요 예측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을 나누어 발전전력량, 최대전력, 1인당 전력소비

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6> 베트남의 장기 전력수요 예측

1. 표준 경우: 평균 GDP 신장률 6.8%, 평균 발전 신장률 9.6%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발전전력량(GWh) 26,594 46,459 70,437 109,439 167,022

최대전력(MW) 4,890 7,802 11,653 17,847 26,854

1인당 

전력소비량(kWh)
341 560 734 1,087 1,560

2. 고성장 경우: 평균 GDP 신장률 7.4%, 평균 발전 신장률 10.7%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발전전력량(GWh) 26,594 49,009 78,466 126,949 201,367

최대전력(MW) 4,890 8,200 12,982 20,703 32,376

1인당 전력소비량(kWh) 341 591 817 1,261 1,881

도시를 제외한 농촌과 어촌마을 주민들의 약 50% 는 아직도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EVN에서는 베트남의 풍부한 수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2005년까지 중부지역에 285∼370MW급 수력발전소 3기

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발전소인 Dai Ninh 수력발전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전기 공급체제는 지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져 있다. 북부는 수력과 

석탄화력 자원이 수요를 초과하여 중부와 남부로 1,500 km의 500 kV의 고압송

전로를 통해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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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베트남의 장기 전력수요 예측(발전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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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수력을 기저부하로 하고 화력이 보완해 주는 형태로 운전되고 있다. 

이 수력발전도 남북으로 긴 형태의 국토 중에서 북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전

력수요가 많은 남부의 호치민시 등에서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고압

송전망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부에서 남부로의 송전이 원활하지 않

은 상태이다. 또한 풍부한 수력자원의 큰 약점으로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와 건기의 물 부족으로 인한 출력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원비율, 발전비율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지만, 발전용 댐에 고이는 물의 약 60%가 우기 (6월 중순∼11월 중순)에 

집중되므로 건기에는 화력발전이나 기타 가스터빈‧디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

므로 전원공급원 측면에서의 효율적 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송⋅배전 설비가 노후화되어 많은 송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전력손실

은 1990년에 28.7%에 달했지만, 1994년에 완성된 남북을 연결하는 500kV의 송

전간선의 등장으로 대폭적으로 저하되어 1998년에는 10%대로 감소되었다. 앞으

로도 전력손실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전력공사(EVN)를 중심으로 전력설비의 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된 해저 석유유전 탐사로 각지에서 유전이 발견되어 

현재에는 미국, 유럽의 석유자본으로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석

유공사가 2001년 7월에 총 5.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한 베트남에서 2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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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유전을 베트남 15-1광구에서 발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전탐사의 기술력

과 원유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바도 있다.3)

현재 석유 매장량은 약 12억 배럴이며, 1일 생산량은 약 26만 배럴로 추정되

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석유정제 시설이 적기 때문에 석유제품은 가격이 높

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가스는 최근 남부 연안에서 가스전이 발견되고 그것을 연료로 한 화력발

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스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남부 붕타우 인근 

해안 11-2광구에서 발굴한 대량의 천연가스를 베트남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국  석유공사인 페트로베트남과 기본합의를 하 다.4)  

베트남의 석탄 매장량도 약 35억 톤이며, 90%가 베트남 북부에 편중되어 있

다. 석탄발전소는 구소련, 중국의 원조로 세워졌기 때문에 노후화와 유지 부족 

등으로 정력출력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표 2-7>은 각 발전원별로 2001년, 2002년 실적과 2020년의 표준 및 고성장 

경우의 전원개발계획을 나타내었다. 

<표 2-7> 베트남 전원개발계획(2001년, 2002년, 2020년)

(단윈: MW)

실적 계획

2001년 2002년
표준 고성장

2020년 2020년

수력 3,700 4,119 12,700 12,700

석탄화력 650 1,245 5,650 8,850

석유화력 740 198 740 740

가스터빈 1,890 2,373 11,890 11,890

디젤 300   270 3,000 300

지열 - - 200 200

수입 - - 4,000 4,000

원자력 - - 1,200 4,000

합계 7,230 8,205 36,680 42,680

3)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3. 11. 29

4) 동아일보, 20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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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전원개발 계획에서 새로운 전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을 고려하 다.  

베트남 정부는 1994년 12월에 원자력발전 도입 검토를 정식으로 결정하 으며, 

2010년∼2020년내에 원자력발전을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 때 원자력

발전 규모는 120만∼400만 kW로 전망하 으며, 6개의 후보지를 선정하 다. 장

기전원 개발계획에는 2017년 최초원전 가동하고, 2020년까지 2∼4기 건설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전력판매량은 1995년 112억 kWh에서 2000년에

는 224억 kWh로 2배나 증가하 으며,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전력수요

의 증가율이 15%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용 전력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가정

용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8>은 베트남의 전력소비 구성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인

해 가정‧서비스 부문이 1995년의 44%에서 1999년에는 51%로 크게 증가된 것이 

특징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감소는 아시아의 경제위기의 향으로 보이며, 농업, 

기타 부문에서는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력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

역이 1995년 실적으로 49억 kWh이며,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이 동년 

실적으로 52억 kWh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부지역은 10억 kWh로 10% 

미만으로 향후 전력수급 측면에서의 중부지역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표 2-8> 베트남의 전력소비 구조

구성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산업 (%) 41.2 40.3 39.2 38.5 38.7

농업 (%)  5.6  4.8  4.5  4.0  3.0

가정/서비스 (%) 44.1 45.4 47.2 49.9 51.1

기타 (%)  9.1  8.2  7.9  7.8  7.2

1986년 중앙계획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1985년에 북부보다 30% 이하

에 머물던 전력소비량이 1995년에 북부를 초월하여 7%나 상회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송전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에 220V∼110V 송전망이 816 k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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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99년에는 3,000 km 정도의 220V 송전망과 1,487 km의 500 kV 송전망을 

확보하 다. 현재 북부, 중부, 남부의 3지역 계통은 110∼220∼500 kV 송전망으

로 연결되어 있다.

다. 베트남전력공사(EVN)의 민 화관련 동향

베트남의 전원개발에 대한 융자와 교환조건으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이 베트남전력공사(EVN)의 분할 민 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베

트남정부는 시장원리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5)  베트

남정부는 전화율 향상과 종합적인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EVN을 국

가 주도하려고 하며, 또 대규모의 외자도입도 전력의 안정공급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국제기관으

로부터 충분한 융자를 받지 않고 어떻게 전원개발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은행 등이 베트남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EVN의 전력공급 일관체제 

중 송전부문을 제외한 발전과 배전의 두 부문을 분리해 민 화하는 것이다. 베

트남정부는 이를 받아 5년 전부터 새 전력법 책정에 착수했지만 법안성립 여부

는 아직 불투명하다. 

베트남의 전화율은 70%를 겨우 넘긴 상태로 2010년까지 90%의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전국 차원에서의 전화율 향상 정책은 지방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경 효율화와는 반드시 부합되는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정부는 세계은행 등 복수의 국제기관과 전원개발자금의 기금을 늘리기 

위해 2005년까지 전기요금을 1kWh당 평균 7센트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있지

만 일반가정에서의 전화(電化) 촉진과 산업용 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5.5

센트 수준을 1999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EVN은 전력공급에만 그치지 않

고 다목적 댐이나 관개시설 등의 공공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EVN의 분할 민 화에 따라 전력부문을 다른 인프라와는 완전 분리해서 생각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지적도 국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5) <日本電氣新聞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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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타파하지 않는 한, 베트남정부가 EVN의 분할 민 화에 나설 가능

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트남의 전력수요는 연간 12∼13%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2001∼2005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7.5∼8%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어 이 왕성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

만kW의 전원설비를 신규 건설해 송배변전설비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다.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억엔이 된다.  베트남정부는 3천억엔 중 400억

엔을 BOT(건설-운 -이관)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도입으로, 6백억엔(이 중 일본

으로부터는 3백억엔)을 정부 개발원조(ODA)로 조달하려는 의향이지만 그래도 2

천억엔은 부족한 상태다. 

EVN의 주식매각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정비돼 있지 않은

데다 BOT 방식의 발전사업소나 독립발전사업자(IPP)와의 전력매입계약은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전력매입량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베트남의 외화준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정

부는 현재 전력매입량을 전체 전원설비의 20%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자금부족 보완책으로 정부보증에 의한, 국내 개발은행으로부터

의 차입을 시작하고 사채(社債) 발행과 라오스로부터의 전력수입 확대도 검토하

고 있다.  라오스로부터는 10년까지 100만kW, 20년까지 200만kW의 전력을 구

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상의 불안은 있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도 움직이

기 시작하고 있다.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발견되지 않아 EVN의 분할 민 화

가 성공하지 않으면 2004년쯤에는 베트남이 큰 정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3. 베트남의 원자력개발 정책 및 원전도입 추진현황

가.  원자력개발 정책

베트남은 1957년에 IAEA 회원국으로 가입하 으며, 베트남 통일후인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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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원직을 계승하 다. 1976년에는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를 설립하여 원

자력업무에 착수하 다. <그림 2-3>은 과학기술환경부의 원자력행정 조직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2-3>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의 원자력행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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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원자력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

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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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핵비확산조약(NPT)에 1982년에 서명하 고, 1989년에 보장조치 협

약(Safeguard Agreement), 1995년에 남동아시아 탈원자력조약 (South East 

Asia Nuclear Free Zone Treaty, SEANEZ), 1997년에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에 서명하는 등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의 비에너지 이용은 산업, 보건, 농업 및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에너지 이용을 중심으로 보면, 1970년대에 원자력의 베트남에 도입

에 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원자력 옵션이 유망하고 필요한 전력

공급원으로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동안 자력으로 공급하던 

주요 에너지 공급이 2010년 이후에는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년에서 1994년내에 원자력관련 연구 활동은 베트남의 원자력연료 장래성

을 기획 및 평가하는 것이었다. 1994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에 대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원자력 개발에 대한 정책 초안의 세부 작성

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MOI)와 과학기술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MOSTE)에 위임하 다. 1999년 9월 최종 프로젝

트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보고서는 2020년경에 베트남의 전력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1,200-4,000 MW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1년 5월 총리는 산업부와 과학기술환경부의 보고서의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 고, 회의에서는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와 원자력 개발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수립을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5

월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원자력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베트남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원

(VRPA)이 원자력위원회에서 분리되어 1994년 설립되었으며, 규제문서와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발간하고 있다. 원자력법 및 관련 규정 

문서 등은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관련법 등을 참조하여 초

안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다.

인력 개발에 있어서 베트남의 경우 원자력 분야 인력의 연령이 타 분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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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고, 원자력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며 특히 원자력공학의 분

야는 검정된 전문가가 부족하다. 베트남의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원

자력 분야 인력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다.

산업의 인프라의 개발에서 최종적으로 원자력 기술자립 및 원자력 산업의 국

산화를 위한 국가 원자력 산업의 설립을 목표로 하여,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산업인프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공하고, 구체적 분야

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 품질의 향상, 생산비용의 저감, 공공의 보건에 효과적으

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방사선이용분야에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자력분야의 국제협력의 촉진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공한다.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및 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VAEC)를 기반으로 연구용 원자로 가속기 등의 현대적 설비를 

갖춘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여, 원자력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수입, 개발 및 

창조를 추진하는 등의 원자력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에 있어서는 방사선 방호 및 통제에 대한 국가관리 기능의 성공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기술 설비를 갖춘 적절하고 유능한 규제기관을 설

립하도록 한다.

국가의 원자력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는 원자력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검정된 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국가 원자력 교육 및 훈련 기관의 수준을 높이도

록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프로그램은 국외의 공급자에 의한 

완성 인도 방식(turn-key) 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원자력기술의 국산

화를 위한 국가 일정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체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

우라늄 및 토륨 자원의 질적, 양적인 평가와 수용량의 개발을 위한 조사를 수

행하고 있다. 국가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에 제공하기 위한 우라늄 및 토륨의 개

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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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MOI)가 원자력발전소의 사전 타당성 평가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12개

의 관련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환경부(MOSTE)는 원자력 개발

의 전략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원자력 개발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

한 심층 연구의 수행을 책임지고 있다. MOSTE는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AEC)

를 다른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2002년도를 기준으로 VAEC가 수행 중인 원자력 개발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장기 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원자력의 역할 설정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계획을 수립한다.

② 원자력 기술의 선정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원자력기술의 선정, 기술 이전 및 원자력산업의 국산

화 등의 문제에서 정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③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확보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의 확보에 대한 정부 및 공공의 이슈에 

답하고 미래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

안한다.

④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분되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 장

애와 난점의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⑤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인력의 준비

  프로젝트의 수행, 연구개발 활동 및 규제에 대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개발 계획의 작성을 정부에 권고한다.   

⑥ 원자력 연료의 잠재력

  우라늄과 토륨 자원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국가 원자력 프



- 19 -

로그램에 제공하기 위한 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⑦ 원자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구조, 

정책 및 조치

나. 원전도입 추진현황

(1) 추진단계

베트남의 원전도입 추진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 비
타당성조사
(Pre-F/S)

원전도입

기초조사

원전도입

추가조사

타당성

조사

(F/S)

사업수행 가동개시→ → → → →

원전도입 

정책연구

↑

’92∼‘95 '96∼‘99 (‘04∼’07) (‘07∼’16) (‘17∼)

(‘02∼‘03)    원전도입 결정(‘03년말 의회승인)

(2) 추진경위

베트남의 원전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초조사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베트남원

자력위원회가 주관하여 1992년 8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수행하 다. 그 결과  

2010∼2015년내에 원전의 운 을 위해 원전개발이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고 권고하 다. 

이에 따라 공업부(MOI)가 주관하고, 베트남원자력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원전도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

지 수행하 다. 그 결과 2017년경에는 최초의 원전이 운전되어야하며, 2020

년까지 140∼400만㎾의 원전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하 다.

현재로는 공업부 장관 산하에 원전도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전도입정

책결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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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만kW급 2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원전도입 전반에 대해 검토하며,  

2003년까지 원전도입 방침에 대해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며, 2007년까

지 타당성조사 완료후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Pre-F/S)는 일본과 협력하여 수행키로 하고 양해각서 체결

하고 원전노형, 부지선정, 투자비, 재원조달, 경제성 등 사업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원전도입 정책연구는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2002년 11월에 

협력하도록 양해 각서를 체결하 으며, 장기 원전개발계획, 노형선정, 안전

성, 폐기물, 원전정책, 인력양성 등 7개 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2003년 12월에 

관련보고서를 작성하 다.

4.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관련 동향

한국의 대베트남투자가 2002년 2억6000만달러로 투자국중 처음으로 1위를 차지

하 다. 허가건수에 의한 2002년 베트남 투자는 한국이 142건으로 대만(18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체 투자누계에서 한국은 일본, 싱

가포르, 대만에 이어 4위를 차지하 다. 이와 같이 한국의 베트남투자가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근 불어닥친  국내경기의 침체와 베트남 진출바람이 주요

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건설업체콘소시엄(대우건설 ,포스코,코오롱건설 등 6개업체)은 하노이

시 근방에 위성도시 건설(3단계 300억달러 규모)을 추진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

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2003년초부터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노사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우려

의 목소리도 있다.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도 양국간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베트남 산업부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원전도입을 위한 장기 정책방안 수립연구’와 ‘베트남 원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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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국산화 방안 수립연구’에 대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기로 합의하 다. 공동연구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약 1년간이

다.

KAERI 하나로이용연구단에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용 Ir-192 선원

의 수출을 위해 100Ci 선원의 인․허가를 획득하여 2002년 9월 최초로 베트남

과 파키스탄에 수출하 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2002

년 11월에 발표하 다. 이 계획은 산업자원부가 2010년까지 원자력산업을 국가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내에 ‘원전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사업자로 구성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진출 프로젝트 

및 수출상품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며, 베트남 루마니아 등 개도국에는 타당성 

조사 등 원전 도입 초기부터 사업 참여 및 기술전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  국제협력 관계

베트남은 평화적 목적의 연구의 촉진과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IAEA,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및 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의 회원이다. 

베트남은 2002년 기준 한국, 중국, 러시아, 인디아, 아르헨티나와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은 VAEC가 책임지고 있

다. VAEC는 일본의 원자력산업회의(JAIF), 원자력연구소(JAERI), 프랑스의 원

자력청(CEA), 캐나다의 AECL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지속적으

로 긴 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의 주요 행사는 아래와 같다.

  ∙베트남에 한국형 표준원전의 도입을 위한 한국전력(KEPCO)-VAEC 공동

연구



- 22 -

  ∙고위 정부인사 간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세미나 (‘01.5)

  ∙한국의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세미나(‘01.12)

  ∙VAEC 의장의 한국 방문(‘02.2)

  ∙베트남 전문가(3인)의 On the Job Training('02.1-4)

  ∙한국 원자력국장의 베트남 방문(‘02.7)

베트남은 한국의 원자력 개발 성과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모델로 삼고 있으

며,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은 베트남 원자력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한국과 1회 원자력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개최 이후 양국은 해수담

수화 등 원자력 이용개발 분야에서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원자력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발전 개발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베트남은 IAEA, RCA, FNCA의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양국간 원자력협력에도 활

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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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1990년 체결하 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베트남에 

상당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중 원전도입 타당사업조사 종

합연구를 ‘96년부터 ’99년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호지민시에 건설한 방사선조사

시설도 국제원자력기구가 기술과 Co-60 선원 제공 등을 지원하 다. 

양국협력관계를 보면 1986년에 인도, 소련, 쿠바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

고 1997년 7월에는 카나다 AECL과 원자력협력약정 체결하 으며 우리나라와는 

1996년 11월에 체결하 다. 최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11월에 방문하 으

며,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제재는 1994년에 해제되어 앞으로 양국간 원자력분야

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6)

베트남과 인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2002∼2003년 사이의 협력계획

6) <ENS NucNet 200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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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 양해각서는 인도 원자력위원회(AEC)의 아닐 

카코드카르 위원장 초청으로 지난달 베트남 사절단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양국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다.  인도 원자력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양국간 회담에서는 

인도측으로부터 다목적 연구로와 22만kW급 가압중수로(PHWR) 및 규제제도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의 양해각서 교환은 1986년 양국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양국간 협정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 원자력부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

에 관한 양국간 협정은 1988년부터 실행에 옮겨졌는데 이 때부터 인도는 매년 

베트남 과학자들을 받아들여 바바 원자력연구소에서 1년간의 연수교육을 실시

해 왔다.  이것이 베트남으로서는 원자력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

움이 되었다. 

또 인도는 최근 베트남 북부 달라트시에 건설된 베트남․인도 원자력과학센터

에 장비와 전문기술을 제공했었다.  이 센터는 양국간 수교 30주년을 맞은 작년 

1월에 개장되었다.  양측은 이 센터를 원자력 연수교육을 위한 지역적 연구기관

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나. 러시아와의 원자력협력7)

  러시아는 베트남의 소련제 연구로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위해 미화 약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 발표는 베트남의 첫 원전건설을 위해 계획된, 러시

아와 베트남간의 원자력발전협력에 관한 쌍무협정 체결을 올해 초 러시아가 승

인한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신규 원전이 2015년까지 건설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2003년까지 완료될 예정

이다. 

한편, 베트남과 인도는 올해 5월에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2019년 첫 원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베트남

7) <ENS NucNet 2002년 10월 18일>



- 24 -

의 원전 설계, 건설, 운전 분야에서의 연구에 러시아가 참여하기로 한 베트남과

의 협정안을 2002년에 승인했다. 

러시아를 대표해 러시아원자력부(MINATOM)에 의해 비준·체결될 이 협정안

에는 베트남의 달라트 연구로의 안전운전과 우라늄 광상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

리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원문제가 포함돼 있다.  베트남은 또 러시아가 공

급한 핵물질과 기술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을 보증하게 될 것이다.

다.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동향8)

일본 원자력산업회의(JAIF)와 베트남 원자력위원회는 2001년 2월에 1999년 1

월에 양측간에 맺어진 원자력발전에 관한 협력각서에 따라 2001년의 협력 실시

 기본계획에 합의,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01년에 실시되는 원자력정보 제공과 이해 촉진, 원자력발

전조사단의 방문 외에 원자로기술, 원자력 안전규제업무, 발전소 입지선정 관련

작업, 방사선치료용 가속기 이용, 규격기준 작성 등에서의 교류와 인재양성 분

야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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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등 베트남과 원전 타당성 조사연구와 관련 협력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와 베트남원자력위원회는 2001년 3월에 2000년 

12월 양자간에 합의한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준비작업 실시에 관한 협력각서”에 

따른 “2000년의 기본계획”을 마무리짓고 JAIF 사무국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베트남은 일본과의 협력에서 향후 A Center for Training on Radiation 

Protection Techniques and Nuclear Experiment 설립과 베트남 방사선 의료센

타(Center for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Medicine) 설립 및 인력양

8) <日本電氣新聞 20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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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연수원의 훈련 지원을 요청하고 일본은 2001년 4월 

JAIF의 기술지원으로 하노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박람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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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8월, 두 번에 걸쳐 정부관계자와 전력관계자들을 포함한 사절단을 파견해 베

트남 정부 수뇌부와 정보교환을 한 바 있으며 일본의 원전 도입 당시의 정보 등

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의 경우 일본의 도시바가 비등수

형 경수로(BWR),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압수형 경수로(PWR), 대우/캐나다원자력

공사(AECL)가 CANDU로의 기본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의 

원전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카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제간의 수주경쟁이 활성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나 상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FS(사업가능성)조사를 자금면에서 보조하기로 방침을 정

했다. 해외에서의 발전소나 송배전선, 통신 등 광범한 인프라 정비에 일본기업

이 지출하는 경우의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국가 중에는 전기사업

을 국 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 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

어 제도설계에 관한 정책제언도 할 계획이다.  일본 국내 전력회사들은 소매 자

유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해외에서 신규사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이 같은 움직임을 정책면에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국이나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경제가 비

약적으로 발전한 반면에 전력․통신 등의 인프라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도 

남아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재정난으로 인프라 정비가 진척

돼 있지 않아 외국자본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실시해 왔지만 ODA 예산이 압축되는 추세에 있어 민간주도의 해외

투자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력회사나 전기공사업체도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어 경제산업성은 수력댐, 송배전계통, 통신망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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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정비의 준비단계로 일본기업이 실시하는 FS 조사에 대한 보조제도를 신설

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계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시장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해

외의 전력․가스․통신시장의 제도설계나 규제완화라고 하는 정책제언도 경제

산업성이 중심이 돼 실시한다. 

금년도에는 필리핀정부가 전력시장 민 화에 협력해온 일도 있어 내년도내에

는 필리핀 에너지부문, 베트남 전력부문, 중국 전력부문 등 3개 분과회를 경제

산업성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2001년 4월, 전력회사, 상사 등의 민간기업과 관련 정부부처로 

구성된 '해외 인프라사업 촉진연구회'를 설치,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해왔다.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후퇴한 일본계기업의 아시아 진출도 2000

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전력 인프라에 관한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아직도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일본의 전기사업 제도개혁으로 소매 자유화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력 각사는 인프라가 아직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동남아시아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잡고 있다.  또 전력 각사의 투자압축에 따라 전력계열 전기

공사 각사도 해외의 송배전망 건설 프로젝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와 상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중국과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양국 정부는 전력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기업의 전력시장 참여형태와 상대국 정부의 요망사항 등을 조사

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 관․민 조사단이 중국․베트남의 정부

부처 및 전력공사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경쟁원리가 도입될 전력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강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유화에 따라 발전소․송전선 

건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력회사나 상사, 전기공사업체 등의 해외시

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중국․베트남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산업성은 2001년 3월에 중국의 전력개혁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중

국정부, 전력공사, 송배전공사 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했었다. 중국에서는 발송

전 일관체제를 재검토해 발전회사 5개사, 송전회사 2개사로 분할하는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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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쟁원리 도입으로 일본기업이 갖는 효율적인 발전기술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도 내년 4월 국회에 제도개혁을 목적으로 한 전력법을 제출

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맞추어 경제산업성에서는 금년 여름에라도 현지

에 조사단을 파견해 에너지 행정을 주관하는 공업부와 계획투자부, 전력공사 관

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베트남도 전력수요가 

연율 두 자리 숫자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전원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다.  

자국의 재정만으로는 투자가 어려워 일본정부․민간의 자본 등 해외자금원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경제산업성내에 중국․베트남의 전력개혁에 어떤 형태로 일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력회사나 상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 이

달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6. 베트남원자력관련 연구개발 현황

가. 베트남의 가속기 개발･이용 현황

1974년 이후 중성자 발생장치(1010n/sec)가 핵데이터 연구 및 14MeV 중성자

를 사용한 방사화분석을 위해 하노이 물리학연구소(Institute of Physics: IP)에 

설치되었다. 1982년에는 15MeV 마이크로트론이 Dubna의 JINR에서 하노이의 

IP로 이전되었다. 이 장치는 지금도 대학원생의 교육･연구를 위해 가동되고 있

다. 무거운 표적(heavy target)가 기초･응용물리 연구를 위해 제동방사와 중성자 

발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중성자 및 감마 방사화분석법은 지질학과 환경 연

구용으로 개발되었다. 하노이 반토체 연구소에서는 물질과학 혹은 안정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분야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온 주입장치 

MBP-200이 있다. 이들 설비의 주요 기술적 특징 및 현재 상황을 <표2-9>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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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베트남의 가속기 현황

명칭 설치국명
설치

연도
가속기 형식 빔종류 에너지 가동상황

1
중성자발생장치 

NA-3C
헝가리 1974 Cockcroft-Walton형 중양자 120keV

이용하지 

않음

2
마이크로톤 

MT-17
구소련 1982 주기적 공명장치 전자 15MeV 가동중

3
이온주입장치 

MPB-200
스위스 1979 Cockcroft-Walton형 이온 150keV

일부 

이용

(1) 연구개발 및 교육을 위한 14MeV 중성자에 의한 핵데이터

1980년이후 14MeV 중성자에 의해 발생된 반응 단면적 측정이 중성자 발생장

치 NA-3C를 이용하여 수행해 왔다. IAEA 연구계약에서는 Cr, Ti, Mg, Zn, 

Mo, Zr, Rb에 관한 (n, 2n), (n,p), (n, n'p), (n, α) 반응에 대해 14MeV 부근의 

중성자 활성화 단면적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NA-3C가 가동을 정지하

기 때문에 새로운 중성자 발생장치 구입이 2002년에 교육목적 및 방사화분석을 

위해 계획되었다.

동위체비율은 14MeV 중성자에 의해 유도된 (n, 2n) 반응에서 NA-3C를 이용

하여 연구된 것, 마이크로트론 MT-17에서의 제동방사 (Emax = 15MeV)에 의

해 유도된 광핵반응으로 연구된 것이 있다.

제동방사 (Emax = 15MeV)에 의해 유도된 광핵분열은 전자상호작용이 이미 

알려진 특성을 준비된 마이크로트론 MT-17에서 연구되었다. 질량분포는 핵생

성물질의 누적생성량에 있어서 측정되어 전하분포는 각각의 핵생성물질이 일차

인지 독립된 핵 생성물질의 생성물에서 얻어졌다. 감마 분광학은 동시에 다른 

단수명 핵종의 다질량 연쇄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들의 연구프로그램은 대학원생 교육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많은 학생들

이 NA-3C 및 MT-17에서의 실습후에 원자물리학의 PhD 및 석사논문을 완성

하고 있다.

(2) 기초연구

1996년에는 원자물리학 컴퓨터 센터(CCNS)가 RIKEN(일본) 지원하에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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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RIKEN과 INST의 새로운 공동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최근 원자물리학 

그룹이 CCNS에 설치되어 주요한 연구과제는 중이온 빔에 의해 유도된 핵반응

이다. 특히 해외 빔(exotic beam)은 GANIL, RIKEN, 전세계에 있는 기타 중이

온 가속기 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다.

장의 이론연구는 30년간 베트남의 전통적인 연구분야이다. 최근에는 표준모델 

(SUSY, 331 모델, string 이론 등)을 연구하는 이론 그룹이 IP에 있다. 초전도 

이론을 사용한 quark gluon plasma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INST에 Vietnam Auger Training Laboratory (VATLY)가 설

치되기까지는 고에너지 물리학용 실험설치는 없었다. 그 연구소는 우주선 물리

학 및 전자공학 분야에서 장래의 실험가를 양성하는 우수한 훈련기관이다. 

VATLY가 고에너지 우주선을 탐색하기 위해 Perre Auger 국제공동 프로젝트

에의 참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CERN에 있어서 다른 국제공동 작업의 지원

을 받아 Auger 물 체렌코프 검출기의 정확한 복제를 VATLY에 설치하 다. 최

근 대기의 뮤 입자 스펙트럼이 최초로 베트남에서 측정되고 있다. 뉴트리노 발

진에 관한 현상론적인 연구도 이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IP의 호치밍 지부

의 B 물리학의 CP 파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룹에서는 미국 Fermi lab에서 

최근 Dφ 공동 프로젝트에 참가하 다.

(3) 응용물리학

달라트 원자로는 방사화 분석용의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지만, 하노이의 마이

크로트론 및 중성자 발생장치에는 고에너지 중성자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들 

장치는 지질학과 환경상의 경원소(輕元素)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Al, Si, 

Fe (보크사이트(bauxite) 중의), N(콩 중의), F(형광광석 중의)의 14MeV 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NA-3C에서 실행되었다. MT-17에서는 제동방사 표적(W) 및 열

중성자 표적(238U)의 조합이 빛･열 여기에 기초한 복합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빛･열 중성자 여기의 혼합은 분석 감도를 현저히 개선하

다. 예를 들면, 114Cd, 116Cd, 122Sn, 124Sn에 대해서는 감도가 2배에서 10배 

정도 개선되었다.

가속기 기술 분야에서는 이온 주입장치 MPB-200은 10년간 가동을 정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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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2년에는 장치를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할 필요가 있었지만, 

진공, 고전압, 전자기력, 빔･노니터링, 전기와 기계적 제어 시스템 등과 같은 가

속기 기술상에서 유용한 훈련설비로서 도움이 되었다. 수리는 성공하고, 안정방

사성 동위원소 질량분석을 포함한 물성론 및 분석기술을 MPB-200D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에 두 개의 선형가속기가 방사선치료를 위해 하노이 암연구소(K 

병원), HCMC Choray 종합병원에서 도입되었다. 이들은 X선 과 전자선 치료를 

위해 6∼22MeV에서의 가변 에너지형 선형가속기이다.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방

사선 치료는 베트남에서의 신기술이기 때문에 종전형의 코발트 치료와 비교하

여 보다 정확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INST 스탭은 Q-A (품질보증), 보수, 수

리 등을 위한 가속기 기술상의 훈련을 포함하여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치료의 

품질보증을 증강하는 기술 제휴로서 IAEA 프로젝트(VIE/6/021)을 실시하고 있

다.

(4) 전자선 (EB) 이용

베트남 인구는 약 7,660만명이며 새로운 암환자가 매년 약 100,000명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10개의 방사선 치료센터가 있으며, 코발트 

원격조사 및 단조사 치료를 하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최초의 2개 방사선치료용 선형가속기에 대해서는 방사선치료법의 신시대를 열

었다.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발트 치료는 상당히 유용하며, 가속기 

치료의 신속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가속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더욱 개선하

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좋은 보수 및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십년동안 EB 가속기 기술의 진보는 산업뿐만 아니라 세관검사에서도 비

파괴시험(NDT)용의 대규모 CT 스캔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베트남은 

AFTA에 가입하여 AFTA 내에서의 자유무역은 급속히 수출입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속기를 토대로 한 X선의 CT 스캔이 장래에 경제개

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EB 방사선처리는 자동차용의 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해 폴리머의 가교, 열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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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생산, 식물의 보존처리, 의료품의 살균과 같은 분야에서 상용이용이 추

진되고 있다. 산성비를 피하기 위한 배기가스 처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것

들의 응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ASEAN 지

역에서는 최초의 EB 설비가 과거 10년 동안 말레지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되

었다. 베트남은 표면경화, 폴리마 성질 개량, 다른 응용을 위해 EB 방사선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 방사선 과학기술의 응용

(1) 산업계 

베트남에서는 비파괴검사(NDT)는 교각, 도로 및 건물의 기초공사, 용접의 결

함, 배관 및 콘크리트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핵자제어계통 

(Nucleonic Control Systems, NSC)는 유류, 가스 및 주류 업체의 레벨 게이지, 

제지업체의 두께 측정 게이지, 점토 도 게이지, 석탄의 불용재(ash) 함유율 결

정, 컨베이어 내  석탄의 자동 평형, 시멘트 생산에서의 품질 제어 등에 사용된

다. 방사선원 및 이동형 핵자 게이지는 석탄 회수의 최적화를 위해 적용된다.

추적자는 전구 생산용 유리의 최적 물질 조성의 결정과 댐의 누수 검사 및 지

하수의 이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며, 강하구 및 항구의 퇴적물의 연구, 정유‧

가스 산업체의 유류 회수를 증진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재료의 변형에 감마선을 이용하고 있다.

(2) 보건

I-131, P-32, Cr-51 및 Tc-99m 등 20여 종의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의약품

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CT(Computed Tomography),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감마 카메라 등의 핵의학 장비의 유

지 보수를 수행하고, X-레이 장치, 감마 치료기 및 핵의학장비의 품질보증

(QA/QC) 업무와 방사선 방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핵의학 신기술과 방사선 치료 기술을 국내로 이전하고, 의료기구의 살균, 

방사선방호에 대한 인력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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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식물의 돌연변이 품종개량에 감마선 조사를 응용하고 있으며, 파종 및 자양분 

공급 공정의 최적화에 추적자 기술을 응용하고, 식품보존에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다.

(4) 환경

원자력 관련 분석기술을 통양, 대기, 물 등 여러 종류의 환경 대상에 현재 상

태와 오염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원자력 사고 및 핵실험에 의한 

베트남의 국내 자연 방사선 및 인공 방사선 준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 

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다.

  ∙C-14 : 고고학 유물의 연대 및 지하수

  ∙Pb-210, Po-210 : 저수지 침전  

  ∙Cs-137 : 온대 지방에서의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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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한‧베트남 원자력분야 협력 현황

원자력분야에서의 베트남과의 협력은 19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베트남원자력

위원회간 협력 추진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이전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는 1995년 4월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협정

이 체결되었다. 

정부차원에서의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은 1996년 11월에 최초로 원

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뚜렷한 협력활동이 없었지만, 1999년 5월에 제1회 

한⋅베트남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원자력협력대표단 교환방

문을 추진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본격적인 한⋅베트남 양국의 원자력협력이 시작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이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을 단장으

로 1999년 11월 29일 1주일간 베트남의 원자력위원회 및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

고 양국간의 원자력협력방향과 협력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 다.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원자력국제공동연구과제 일환으로 수행한 "한⋅베트

남 원자력협력기반조성 및 협력방향 설정 연구"과제에서는 한⋅베트남 원자력협

력을 위해 베트남 협력대표단을 초청하 다. 베트남측에서는 양국 원자력협력대

표단의 교환방문 형태로 2000년 6월에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3

명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이 방한하여 과기부 및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기관을 방

문하여 전문가 훈련 등 양국간 원자력협력방향과 협력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

다. 또한 동월에 2000년 6월 방사선방호⋅안전규제청장을 단장으로 4명의 베트남 

원자력안전협력 대표단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양

국간 원자력안전분야 협력방향과 협력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 다.

2000년 11월에는 과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7명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이 베트남

을 방문하여 현재 추진중인 양국간의 원자력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

의와 원자력정책 초청세미나 개최,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추진,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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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원자력 병원설립 등 전문가 훈련지원 등 협력방향 합의하 다.     

상기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1년 5월 베트남 정부부처인 과학기술환경

부, 공업부, 국회 등의 차관급 3인 등 5명의 베트남 원전정책결정 고위직 대표단

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이 주최한 베트남 원

전정책 고위결정자를 위한 2주간의 초청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및 원자력발전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01년 2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 등 6명의 원자력전문가로 구성된 원자

력기술 협력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전문가 지원 및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 다.

2001년 10월에 제2회 한⋅베트남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되어 양국의 과학기술분야의 공동연구과제 및 원자력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

의함에 따라 이제까지 추진된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이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

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베트남 원자력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원자력협력대표단이 

방한하여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MOST)와 베트남의 

과학기술환경부(MOSTE)의 정부간 원자력협력약정(Arrangement)을 체결하고 원

자력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으며, 보다 원자력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를 2002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가 2002년 7월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양국간의 협력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과제를 협의하 다. 즉,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결정자 초청 세미나 개최, 베

트남 원자력전문 인력개발 협력, 연구용 원자로의 운 ･노화관리 및 신규 원자로

계획 수립 등 연구용 원자로 기술 협력 등 한･베트남 기술협력의제에 합의하

다.

상기의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이제까지의 양국간의 원자력협력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베트남의 베트남원자력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하 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베트남의 과학기술환경부가 주관하는 정부간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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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가 개설되어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양

국의 원자력협력 추진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원자력협력에 있어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한⋅베트남간의 원자력협력은 이와 같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다

른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원자력협력의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02년 10월에 제2차 베트남 고위정책결정자인 베트남의 차관급 및 국장급 인

사 5명을 초청하여 1주일간 원자력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기술의 초기 도입정책 결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 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활발한 협력에 힘입어 2000년 11월 협력대표단 베트남방문

시 합의를 토대로 2001년 2월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측과의 추진 합의됨에 따라 

베트남의 원전건설에 대해 한국전력(KEPCO)는 KSNP 베트남 원전건설 타당성 

공동조사 연구를 수행하 다. 이 과제는 우리나라의 KEPCO와 베트남의 

VAEC/IE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2001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2001년 12월 18

일∼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연구발표겸 기술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다. 

이 설명회에는 베트남의 MOSTE, MOI, 국가기획위공산당, 의회, 대학교수, 언론

기관 등 원자력에 관심을 가진 베트남의 유력인사 80명이 참석하 으며, 

VAEC/EVE의 원자력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에 대

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2002년 11월에는 양국 정부간 원전도입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가 한국수력

원자력(주)와 베트남 산업부간에 체결되어 양국간 원전도입 정책과제 및 기술자

립방안 공동수행 관련 연구과제를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년간 수행

하 다.

그 외에도 IAEA/RCA를 통한 협력으로 베트남의 과학자방문 및 훈련생 등이 

KAERI 등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는 등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방문한 베트남 관계

자들은 1995년 이후 2003년 4월까지 177명에 이르고 있다.

2. 현재까지 추진된 과제 개요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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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양국간 원자력이용개발 협력협정 체결이후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행

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간 협력 기반조성과 협력방향의 설정을 목표로 

한 1999년에 수행된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기반 조성 및 협력방향 설정연구”과

제에 이어, 2000년 9월에 수행된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기반 강화사업"을 수행

하 다. 이들 과제수행으로 양국의 원자력협력이 강화되어 2002년 2월에 원자력

협력약정이 체결되었으며, 동년 7월에 원자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양국간

의 본격적인 활동이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추진된 이들 연구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가.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기반강화 및 협력방안 설정연구 수행 결과

본 과제는 1996년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1회 한⋅베트남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양국간의 원

자력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베트남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원자력기술수출 가능성 조사 및 기반조성 등에 

대한 연구내용으로 연구기간은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수행하게 되었

다.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추진한 주요 내용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추진 내용
- 원자력협력대표단 교환 방문

- 한․베트남 협력약정 체결 추진

- 베트남 원전건설타당성공동연구 추진

- 베트남 원전정책결정고위직 초청 세미나 개최 추진

- 베트남 전문가 초청훈련 추진

- 베트남 달라트연구소 연구로 운  및 원자력연수원 인력개발프로그램 

지원 

- 베트남 핵의학연구센타 지원 등

❍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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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원자력관련 동향의 지속적 파악 및 국내 관련기관간 정보 제공

- 베트남원전계획에의 국내사업체 참여 기여

- 원자력기술수출 기반조성 및 강화

- 한․베트남 협력관계 유지 및 활성화 유지 등

나.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기반 강화사업 수행 결과

원자력협력 기반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과제는 2000년 9월부

터 2002년 3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이전 과제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기반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구체적

인 협력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국내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베트남

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그리고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에서의 정보와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베트남의 원자력정책 결정 고위직을 비롯한 많

은 원자력계 친한 인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 으며, 향후 베트남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연구내용
- 베트남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 원자력기술수출 가능성 조사 및 기반조성

❍ 주요 성과
- 한･베트남 협력약정 체결 : 1996년 한.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체결이후 양

국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협력약정을 2002년 2월 체결

- 베트남 원전정책결정고위직 초청 세미나 개최: 2002년 5월 베트남 정부의 

차관급3명 등 고위직 5명을 초청  한국의 성공적인 원자력개발 경험과 

사례 소개, 시설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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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원전건설타당성공동연구 수행 지원

- 베트남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3.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한국과 베트남간의 원자력 부문 협력에 있어서는 1996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이후 차관급 대표단의 상호 방문, 공동 연구, 인력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활

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다. 2002년 2월 Voung Huu Tan 베트남 원자력위원

회(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조청원 원자력국

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원자력협력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자력협력약정에 서명

하 다. 

한․베트남간에는 베트남 원전 도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담당자의 세미나 개최, 베트남 원자력 인력 개발, 

핵의학 분야의 양국간 협력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양국간 원자력 협력위원회 개

최에 합의하고 베트남측은 2002년 7월 제1차 원자력협력위원회를 베트남 하노이

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 이에 우리측도 동의하여 제1차 한․베 원자력

협력위원회가 7월11일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간 활발

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의 한․베트남간  원

자력 협력의 주요 경과는 <표 3-1>과 같다.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공동위원회는 베트남 원자력위원회의 초청으로 

2002. 7. 11(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을 수석 대표로 과학기술부․한국

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병원, 원자력학

회 및 원자력 관련 기업 대표 등 14명이 참석하 으며, 베트남측은 베트남 원자

력위원회 Vuong Huu Tan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정부․하노이공과대학․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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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소․방사성물질연구소․원자력병원 등에서 24명이 대표로 참석하

다. 한․베트남 양국은 고위 정책 책임자로 구성된 고위급 정책 협의를 통하여 

양국간의 공통 관심사를 심도 깊게 논의하 다.

베트남 방문 기간중 2002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치민 초래이병원,  달

라트 원자력연구소,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방사성물질 및 희소광물연구소 등 관

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 다. 베트남

측은 한국과의 협력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초래이병원은 방사선 치료 의사의 파한 훈련에 관심을 나타냈다. 달라트 원자

력연구소는 방사선의 다양한 이용,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 확대, 원자력 연수 과

정의 개발 협력 등을 희망하 다.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는 원자력 정책 개발, 방

사선 환경 감시, 원전 기술 국산화 경험 등의 기술 교류를 제의하 다. 협력 대

상 사업 협의시 베트남측은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우리

의 기술을 도입하고자한다는 의지를 표명하 다. 

한․베트남간의 첫 번째 양국간 협력위원회임을 감안, 양국간 공통관심사와 협

력 과제를 도출하고, 단․중․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의를 진행하 다.

베트남 원전 도입, 연구용 원자로 이용, 원자력 전문 인력 개발, 방사선 방호 

및 안전 규제, 비파괴 검사 기술, 핵의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에 대

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 으며, 협력위원회의 의제별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책 의제 합의 사항으로 크게 두가지를 합의하 으며, ① 양국은 원자력 정책 

및 관련 활동을 상세하게 소개하 으며, 양국간의 원자력 협력이 상호 공동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 활동의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키

로 합의하 다. 또한 ②베트남 원전 도입을 위한 한․베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및 동 발표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으며, 향후 베트남 원전 도입 사전 기획

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 다.

원자력 기술협력 의제 합의사항으로는 7가지와 추가 1가지로 아래와 같이 총 

8가지 사항을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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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합의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사업 도입 계획과 관련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 정책 

관계관 5명을 초청, 원자력정책 및 원전 사업 추진 관리, 한국  표준형 원전의 

개발 경험, 기술적․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2002년 10월 한국에서 개

최하기로 합의하 다.

<표 3-1>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주요 일지

○ ‘95. 3 : 한전사장 베트남 방문, 원자력발전등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협의
- 수상, 에너지부장관, 과학기술환경부장관, 원자력위원장 등 면담
- 한전․베트남 원자력위원회 공동세미나 개최
- 원전도입 예비타당성조사, 원전요원 교육훈련 등 기술지원 합의

○ ‘95. 4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사무국장 한전방문
- 원전건설관련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기술지원, 차관 주선 등 협의

○ ‘95. 8 : 원자력(연) 소장 및 기술협력그룹 일행 베트남 방문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및 산하기관 방문 원전건설 타당성조사 및 원자력요원 훈련기

회 제공 등 협력방안 논의
○ ‘95.11 : 한전․베트남 원자력위원회간 기술협력협정 체결

- 경영 및 기술정보교류, 훈련생 연수, 정례회의 개최 등
○ ‘96.10 : 베트남 정부, 원자력계 인사 1차 초청 교육실시(한전)

- 원전 기초교육 및 국내원전 시찰(10명, 2주간)

○ ‘96.11 : 한․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 체결(‘97. 1. 6 발효)

○ '97. 8 : 베트남 국립기술센터 소장등 과학기술 실사단 원자력(연) 방문
○ ‘97.10 : 베트남 정부, 원자력계 인사 2차 초청 교육실시(한전)

○ ‘98. 3 : 한전, 대우, 카나다 AECL 공동참여 한국의 원전산업 설명회 개최
○ ’98. 5 : 베트남 정부의 원전도입 타당성조사사업을 지원하는  IAEA 지원 프로젝트 관련, 한전 

원자력전문가 베트남 파견
○ ’98. 11 : 베트남 국립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연구소 부소장 등 과학기술조사단

원자력(연) 방문
○ ‘99.11  :「원자력기술조사단」 베트남 방문 (11.29～12.5)

   -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외 5명
○ ‘00.6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방한(6.18～24)

   -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외 2명
○ ‘00.9  : IAEA 총회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의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 차관 면담
○ ‘00.11  : 과기부 차관 베트남 방문
○ ‘01.2  : 원자력연구소, 한전 등 6명의 원자력전문가 베트남방문, 협력과제 추진협의
○ ‘01. 5  : 베트남 원전정책결정 고위대표단 방한

   - MOSTE, MOI, 국회 등 차관급 3인등 5명 방한, 원자력연구소 
     연수원 주최 2주간 정책세미나 참석

○ 02. 2  : 한국 과학기술부․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 원자력협력약정 체결
   -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3명 방한 협력사업 협의
   - 제1차 한베 원자력협력위원회를 ‘02 하반기 개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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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베트남 원자력 전문 인력 개발 협력

  베트남 원자력 연구 기관 (달라트 연수원 등)과의 원자력 교육 훈련 및 인

력 양성에 관한 정보 및 인력 교류에 협력하기로 하 으며, 양국간의 원자력 

R&D, 원자력 안전, 전문 교육 훈련 과정 개발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

다.

③ 연구용 원자로의 운 ․노화 관리 및 신규 원자로 계획 수립 등 연구용 원

자로 기술 협력

  달라트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의 노후로 인한 운 ․노화 관리 협

력, 한국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신규 연구용 원자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

획 지원 및  전문가 상호 방문 등 연구용 원자로 기술에 협력하기로 하 다.

④ 방사선 방호, 원자력 안전 규제 및 환경 방사능 감시 분야 협력

베트남의 원자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원

자력･방사선 안전 규제 전반 및 환경 방사능 감시 등에 관한 기술 및 경험 교

류 합의하 다.

⑤ 비파괴 검사(NDT) 분야 베트남 진출을 위한 민간 협력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전문가 교류 합

의하 다.

⑥ 원자력학회간 협력

 양국의 원자력계간 인력 교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 으며, 한국원자력학회의 베트남지회 설치 가능성 및 원자력 학계간의 협력 

추진 합의하 다.

⑦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협력

  베트남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베 공동원자력의학연구센터 설립 가

능성을 검토하고, 한･베 핵의학회간의 인력 교류 및 정보 교환에 합의하기로 하

다. 또한 아시아지역핵의학협의회를 통한 한･베 핵의학 협력 증진에 공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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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기로 합의하 다.

한․베 핵의학센터 설립은 우선 그 역할과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하 으며, 

초기에는 전문가 자문 단계를 거친 후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원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에

서 우호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다면 부수적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적 합의 사항]

①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베트남 참여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는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개발사업(SMART)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 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의 65MWt급 일체형 원자로 개발 계획

에 베트남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 다.

중소형 원자로 협력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인도네시아․IAEA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한 해수 담수화 사업의 협력 형태와 유사하게 IAE

A․한국․베트남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 협력분야 합의사항/후속조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2월에 한∙베트남 정부간 원자력협력약정이 체

결이 되었으며, 이때 공동위원회의의 개최에 대해 합의하여 2002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원자력분야의 협력

에 대해 합의하 다. 

우리나라는 제1회 한∙베트남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원자력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협력관련 분야의 우리나라 관련기관의 관계자들과 

2002년 8월에 과학기술부에서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 후속조치 추

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 다. 

이하에 제1회 한∙베트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지난 

8월에 개최된 각 관련기관의 후속조치 내용 및 추진사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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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및 원자력의학원(KCCH)

제1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협력분야 중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부설연구기

관인 원자력의학원과 관련된 분야는 ①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② 한․베트남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 ③ 연구용 원자로 기술

협력, ④ 중소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베트남 참여의 4개 분야가 관련되

어 있으며, 합의사항과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므로서 국내 

원전사업의 베트남 원전시장 진출 촉진하고, 한국 원전 정책 및 원전사업 기

술자립 경험 전수를 통한 대베트남 원전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과 협력이 추진되었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

치는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 한국측은 KAERI에서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담당자 초청 1주간의 세

미나 제공을 제안하 으며, 베트남측은 동 세미나에 5명의 고위 원자력 

정책담당자를 파견하기로 함.

[후속조치]

- 2002년 8월 말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명의로 베트남 고위 참

가자 선정 요청 서한을 발송하여 2002년 9월까지 베트남원자력위원회

(VAEC)로부터 참가자 명단을 받아 KAERI에서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

를 취하여, 

- 2002년 10월 베트남 고위원자력 정책 세미나 개최함.

◦ 개최기간 : 2002. 10. 21(월)∼10. 26(토)

◦ 초청자 : KAERI, 원자력연수원

◦ 초청자 : 총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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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2인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의장, 국회 법률위원회 부의장) 

   - 부국장 2인

     (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산업부 투자기획국 부국장)

   - 선임전문가 1인(베트남원자력위원회 국제협력기획국 선임전문가)

◦ 주요 활동 

   - 특별강연 및 국내원자력현황 세미나 개최

   - 원자력 관련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② 한․베트남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 

이 분야도 상기분야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 협력을 

추진하 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 양측은 원자력 인력양성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 음. 교육훈련 정보

와 자료교환,  인력의 교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공동 노력, 그리고 한

국에서의 베트남 원자력요원 OJT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 음.

 * 특히 베트남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2002년 7월 14일부터  20일

까지 KAERI 원자력연수원에 IAEA 과학자 방문시 구체적으로 협의하

기로 함.

- 베트남측은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 신설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양

성분야에 한국이 지원해 주길 제안하 음.

[후속조치]

o 베트남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2002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KAERI 원자력연수원에 IAEA 과학자 방문프로그램을 통한 방문시 다

음 사항을 합의하 음.

  - KAERI가 문으로 개발하는 교육훈련 관련 자료 제공 (기개발된 

문 책자와 커리큘럼 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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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2003년간 KAERI 원자력연수원･베트남 달라트 원자력연수원간

의 상호인력교류 추진

   ∙ 현재 KAERI 원자력연수원에서는 2003년 5∼6월에 베트남측 연수기

관에서 1∼2인, 1주간 예정으로 추진중

o CNS 강사요원 훈련 등 

 - 베트남측에서 KAERI 원자력연수원을 방문하고, KAERI 원자력연수원

에서 1∼2인이 달라트 원자력연수원 방문하는 상호 인력교류를 추진

함.

 - 달라트 원자력연수원에서 한국 전문가에 의한 단기 훈련과정 제공 및 

교육훈련 장비를 제공하도록 함. 협력분야는 베트남측에서 특별한 요구

사항 없었음

   → 실행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하며, 추진시 MOU, 합

의문 등 작성

 * 달라트 원자력연구소는 교육훈련 정보와 자료 제공, KAERI 방문 단기 

교육훈련에 관심을 표명함.

 - 베트남 원자력교육 강사 2인에게 Compact Nuclear Simulator (CNS) 

교육을 제공함. 

③ 연구용 원자로 기술협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모델로 하기 위

해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추진하 으

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 KAERI와 Dalat NRI는 Dalat 연구로의 안전 운전, 보수 및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전문가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베트남의 신연구로 

건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합의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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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Dalat 연구로의 안전 운전과 효율적 운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계획 논의를 

위해 ‘02년 11월에 KAERI 전문가 2인 Dalat 방문.

- 2002년 7월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Nguyen 소장 일행이 한국원자력연구

소 하나로를 방문하여 협력방안 협의

- 신연구로 건설사업의 예비 기획을 위한 베트남의 전문가 2인을 KAERI

에서 수행 중인 수출전략형 연구로 설계 과제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

함.

④ 중소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베트남 참여

이 중소형 원자로 분야에서의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체형원자

로 개념을 채용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한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모델로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일체형원자로

연구개발단과 베트남과의 협력을 추진하 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

음과 같다. 

[합의사항]

- 우리나라의 65MWt 급 일체형원자로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양국은 베트남

원자력연구소(INST)와 원자력(연) 협력추진 합의함.

[후속조치]

- 인니 (한-인니-IAEA)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추진

- 필요시 제46차 IAEA총회 기간중 베트남 측과 협력방안 협의 추진

⑤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위한 한･베트남 기술협력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은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분

야로서 한국원자력 부속연구기관인 원자력의학원에서 협력을 추진하 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 베트남 측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이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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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Vietnam Joint Center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본센터의 기본 

컨셉트 및  MOST/KCCH와 MOSTE/VAEC간의 협력 범위에 대해 논

의 할 것을 양측이 합의함.

- PET에 대한 group training 실시.

- 아시아지역 핵의학협의회를 통한 한․베트남 핵의학협력 증진.

[후속조치]

-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한 재원 마련시 베트남측 전문가를 초청

하거나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하여 센터 설립등에 대해 협의.

- 2003년중 동남아 및 중동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주일간 싸이클로트

론 및 PET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KOICA에 신청중임. 베트

남측 전문가 1명 초청가능.

- 재원확보시 베트남측 전문가 5-7명을 초청하여 1주일간 PET이용에 대

한 훈련과정 개최 가능.

- 베트남측 사정으로 당초 9월 베트남에서 개최예정이던 ARCCNM 관련

행사장소가 필리핀으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나, 아시아지역 

핵의학협의회를 통한 한․베 핵의학협력강화 방안의 지속적 연구․추진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제1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협력분야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관련된 

분야는 ①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 안전규제체제 협력, ② 환경방사능 감시의 

2개 분야가 관련되어 있으며, 합의사항과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 안전규제체제 협력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베트남과 협력을 하고 있

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 양측은 동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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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간 (MOST/KINS,  MOSTE/VRPA) 협력  활성화를 추진키로 

합의

[후속조치]

- 동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간 원자력개발 수준 및 분야의 상이로 단기

적인 협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베트남측이 희망해 

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할  계획이며, 문판 관련

법령집 제공 등 대국적․장기적 입장에서 협력추진.

- 현 단계에서는 규제체제 및 법령 등이 협력 가능 분야이나 이러한  분야

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와 자료가 기전달 되었음.

② 환경방사능 감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협력담당부서에서 베트

남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 양측은 환경방사능 감시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환키로 합

의하고, Contact Point를 지정해 구체적인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하 음.

[후속조치]

- KINS는 베트남의 환경방사능 감시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실성 있는 협력분야(환경방사능시료 교차 분석 등) 및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베트남측의 제반 환경 미비로 단기적으로는 KINS의 관련기술 및 장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 기업체와 협력, 장기적 관점에서 

시범적 무상설치 방안연구 필요.

- 양기관간 Contact Point는 VAEC와 KINS의 국제협력담당부서장이 지정

되었으며, 향후 RCA사업등과 연계 추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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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수력원자력(주)(KHNP)

베트남에서의 원전건설에 대한 원전기획, 건설 및 운 에 대해서는 한국수

력원자력(주) 사업처와 협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합의사항 및 후속조치는 다

음과 같다. 

[합의사항]

- 원전개발 분야에 대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

[후속조치]

- 베트남측은 제 1차 원자력협력위원회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한국측의 지

원을 요청

  ① Planning and Plan for construction of NPP to 2030

  ② Nuclear power technology selection

  ③ Ensuring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④ Treatment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⑤ Manpower preparation for NPP projects

  ⑥ Nuclear fuel potential in Vietnam

  ⑦ Organizational structure, policy and measures

- On-site study for NPP with KSNP

- ‘02. 8.13∼8.15 베트남 산업부(MOI),  원자력위원회(VAEC)등과 추진방

안을 협의하고, 베트남 산업부와 아래분야 협력 합의

  ∙베트남 원전 기자재 제작능력 평가 및 기술자립 방안 협력

  ∙원전도입 주요 정책과제 연구협력

- 2002. 11 양국 정부간 원전도입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양국간 원전도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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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전략적인 협력방안 강구 추진

베트남측은 상기 과제 협력창구를 산업부로 일원화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후 과제수행하기 희망를 희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국내 관

련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기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 등에 근거하여 원자력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라. 대한검사기술(주)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에 있어서 민간 중소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대한검사기술(주)에서는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에서 베트남과 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합의사항]

- RDCPSE와 합의사항 : 지난번 양사 간에 이뤄진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양사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확대됨에 기뻐하며, 향후 아래 분야에서 양사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함.

 ① 베트남에서 NDT 분야의 협력 

 ② 베트남 산업 설비의 감리기술분야에서 협력

 ③ RDCPSE 기술인력의 교육 지원

 ④ 정보교환, 상호방문을 위한 여건 조성

 ⑤ 방사선 안전분야의 기술 협력

- PIDI와 합의사항 : NDT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베트남

에서 베트남 기술인력의 교육 및 OJT를 실행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

을 조성함.

 ① KIECO는 방사선투과 검사와 방사선안전관리 분야에서 PIDI의 기술인

력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NDT 전문가의 파견을 검토함.

 ② KIECO와 PIDI는 PIDI의 기술  인력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산업 연수

생의 자격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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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추진]

- 양사 대표이사 등 고위직급의 상호방문 추진(2002. 10월경 예정)

- 베트남에서 이뤄지는 당사 수행 NDT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방사선 안전

분야 등에서 PIDI, RDCPSE 기술 인력의 교육(2002. 9월, 10월 예정) 

- IAEA 과학자 방문 수요  조사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KIECO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의 이론 및 실기교육 (2002년 

11월, 12월 예정)

- 베트남의 기술인력이 한국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NDT 분야에서 OJT를 받을 수 있도록 양국간 여건 조성.

마. 한국원자력학회(KNS)

베트남과의 원자력 지식교류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에서 베트남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사항]

- 양국의 원자력계간 인력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 기반마련

    [후속추진]

- 2002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원자력학회가 신청한 “한․베트남 

원자력지식교류를 위한 실무적 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연구“를 통하여 해당 

합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추진

- 2002. 9월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소, KAIST 방문예정인 하노이 공대와 

베트남 원자력학계 현황파악 및 학회설립 가능성 검토

- 원자력학회 전문회의를 Dalat 등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방안 강구

- 2003.4.21(월)∼4.25(금)(예정) 베트남 하노이에서 설립축하 및 

한-베트남원자력학회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추진  

- 양국 원자력학회 협력에 관한 협의 및 MOU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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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 협력분야별 추진과제 및 향후 

예상 추진과제

가. 한․베 원자력 인력양성협력 과제추진 현황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 총 연구기간 : 1 년

❍  주요 연구 목표
- 국내 원자력발전사업 베트남 원전시장 진출 촉진

- 한국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자립 경험 전수를 통하여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베트남 원자력발전사업의 진출 및 협력강화

❍  주요 연구성과
- 2001년 5월 베트남 공산당, 국회, 정부 차관급의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6

명을 초청하여 2주간 원자력정책 훈련과정 (세미나) 개최

- 2002년 1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개월간 베트남 원자력요원에게 원자

력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3개 분야 (언자력전책, 원자력 안전, 열수력학 

해석)  연구실 현장훈련 (OJT) 프로그램 제공

- 2002년 10월 20일부터 26일간에 베트남의 고위원자력정책 담당자 차관급 

및 국장급 5인 초청 원자력정책 세미나(훈련과정)를 개최하여 원자력 발

전기술의 초기 도입 정책 결정 경험과 노하우 전수

- 2002-2003년간에 교육훈련 정보 및 자료교환계획의 일환으로 KAERI 연

수원에서 개발한 아래 교재를 VAEC에 제공

  ⋅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2002) 

  ⋅ Industrial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Vol. I, II. 

  ⋅ Compact Nuclear Simulato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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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2000) 

❍  향후 추진 계획
- 베트남 원자력교육 강사 2인에게 Compact Nuclear Simulator (CNS) 교

육제공 

 ⋅ 일 시 : 2003년 10월 중 (1주간)

 ⋅ 초청인원 : 2명 (VAEC 산하 원자력연수기관 교수요원)

 ⋅ 교육내용 : 원자력발전소 모의 운전 시뮬레이션 교육

나. 한･베트남 원자력 지식 교류를 위한 실무 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증진 연구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학회

- 총 연구기간 : 2002.8.20 - 2003.8.19

❍  주요 연구 목표
- 한･베트남 원자력학회를 통하여 양국의 원자력계간 인력교류 및  정보교

환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학회 주도의 원자력 인력/학술/기술/정보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한･베트남 

원자력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기술 수출의 발

판을 구축

❍  주요 연구성과
- 한국원자력학회(KNS) 2002년 추계학술대회에 베트남 원자력전문가를 초

청, 협의

 ⋅2003년 베트남원자력학회(VNS) 설립/운  지원 권유 및 KNS 지원 방법

등 논의

 ⋅양국의 원자력학회를 주축으로 베트남원자력학회 및 원자력 인력/지식 

교류등 KNS-VNS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의

- 기존 베트남 물리학회에서 독립하여 2003. 2. 8 VNS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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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VNS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KNS 및 학회 회원사들의 제반 지

원 필요

❍  향후 추진 계획
- 2003.4.21(월)∼4.25(금)(예정) 베트남 하노이에서 설립축하 및 한-베트남원

자력학회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추진  

- 양국 원자력학회 협력에 관한 협의 및 MOU 체결 등

다. 방사선의학 분야 협력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 총 연구기간 : 1 년

❍  주요 연구 목표
- 베트남 측의 방사선의학센터 설립 관련기관과 핵의학 및 방사선종양학 등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분야에서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협력을 추진

- 방사선 의학적 이용분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원자력의학원의 국제적 위

상 강화 

❍  주요 연구성과
- 2001. 2 : 임상무(핵의학과II 과장) 베트남 방문, 원자력의학원의 핵의학 현

황 발표

- 2002. 2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의학원 방문: 핵의학 분야 

협력협의

- 2002. 5 : 하노이 암병원장,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종양학과 방문: IAEA 

TC사업연수

- 2002. 7 : 최창운(핵의학과III 과장) 1차 한․베 원자력공동위 참가     

❍  향후 추진 계획
- 핵의학 및 방사선 종양학 분야 전문가 파견 및 초청을 통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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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치료센터(실) 설립과 관련하여, 기술자파견 및 설계자문 등을 통해 

기술협력

- 베트남 측 전문가를 초청, 2개월∼1년간 원자력의학원에서 연수교육

- 양측의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관련 기술과 자료 공유로 상호 이해증진

-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우리의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원자력의학원의 

국제적 위상 강화

- PET용 싸이클로트론의 수출 가능성 확보

라. 보온 배관의 부식손상 평가용 RT 기술 지원을 통한 중국, 

동남아와 기술협력기반 조성 연구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대한검사기술(주)

- 총 연구기간 : 2001.12.1∼2002.11.30(1년)

❍ 주요 연구목표
- 8인치 이하 보온 배관의 부식 손상 평가를 위한 Tangential Radiography 

기술 등을 중국, 동남아 국가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국제 협력기반 조성 

-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조사 

- 국가 간 및 기업 간 NDT 관련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분야 도출

- 중국, 동남아의 NDT 용역업체 및 기자재 판매업체와 기술협력관계 체결 

❍  주요 연구성과
- 논문발표 : 국내학술대회 2편, 국제학술대회 2편, 국내 학술지 1편 게재

- 문 기술 절차서 개발 및 기술 이전 

- 중국에 2회, 태국에 1회, 베트남에 2 회 방문하여 관련기술 소개

- 중국의 TGRC사와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중국에 합자회사, 안산미사검측기술유한공사를 설립      

- 베트남의 RDCPSE사와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베트남의 PIDI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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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에 기반하여 베트남으로부터 NDT 관련 수주 : 

     해외공사 계약금액 총액 USD 108,139$ (129,766,800원)

❍ 대한검사기술(주)의 대베트남 수출실적 
    대한검사기술(주)의 베트남에서 비파괴검사 관련 공사수주 현황에서 본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수주한 계약금액의 총액은 

    108,139USD (129,766,800원)

     ① 베트남의 대 한국 업무 대행업체인 VIETHAN과 베트남 남부지역(호치

민)에서 PVGC의 RDCPSE와 협력하여 비파괴검사의 지도 및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 음 

        - 공사금액 : 16,680 USD 

        - 공사시기 : 2001년 11월 25일 - 2002년 1월 5일    

        - 파견 기술자의 성명 : 김순철       

     ② 베트남에서 비파괴검사 수행 지원을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관련 장비 일

체를 베트남의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Co., Ltd 사에 임대하

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 음. 

        - 계약금액 : 2,000 USD 

        - 계약일시 : 2002년 5월 8일 

        - 임대장비명 : Gamma Radiography Projector Complete System 

including Ir-192 source. 

     ③ 베트남에서 비파괴검사 수행 지원을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관련 소요 기

자재의 일부를 베트남의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Co., Ltd”

사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 음(사실상 한국의 기술자 파견에 

의한 검사수행 계약임)               

        - 계약금액 : 19,120 USD 

        - 계약일시 : 2002년 5월 10일 

        - 판매기자재 : Remote controller, 공업용 필름 외   

     ④ 베트남의 “POSLILAMA STEEL STRUCTURE CO., LTD”사와 당사의 

베트남 합작회사인 PIDI(Power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y) 간에 방사선투과 검사를 포함한 비파괴검사 용역 

수행 계약을 체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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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 : 70,339 USD 

        - 계약일시 : 2002년 8월 6일 

        - 납품내용 : NDT including RT, MT, PT, UT  

❍  향후 추진 계획
- 본 과제를 통해 제작한 문 브로셔, 기술 소개자료, 문 및 중국어 회사 

소개서 등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

- Tangential Radiography 등 NDT 기술 지원에 의한 우호적인 관계를 기

반으로 정보수집 등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을 심화

- 중국과 베트남에 설립한 합자회사는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데 전초 기지로 

활용

-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각국의 현

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활용

마. 베트남 원전도입 정책과제 및 기술자립방안 공동수행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외사업실

- 참여기관 : KAERI, KINS, 한기(KPS),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개

- 연구기간 : 2002.12∼2003.11(1년)

❍  주요 연구성과
[정책분야]

- 공동연구 착수회의('02.12.10∼12.13, 베트남 하노이시)시 연구분야별 양국

간 업무분담 및 책임자 확정

 ∙ 연구분야 : 장기계획, 노형선정, 안전성, 폐기물, 인력양성, 국민홍보

- 연구보고서 세부 목차(안) 작성 및 베트남 검토 의뢰(‘03.1)

[기술자립 분야]

- 베트남 업체 현지실사 수행 ('03.2.10∼2.21, 호치민/하노이 등)

 ∙ 한수원 및 관려기관 전문가 약 18명 참여. 2주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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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18개 업체중 15개만 실사를 수행키로 조정 (HANVICO 포함) 

- 업체별 실사결과 및 기술자립 방안 연구보고서 초안 작성 중

❍  향후 추진 계획
- 정책분야 베트남측 작성 연구보고서 초안 접수 ('03.3.10)

- 베트남 업체에 대한 추가 질의자료 접수 ('03.3.20)

- 베트남 고위 원전시찰단 내방 ('03.3.22∼3.26)

- 연구보고서 초안 종합발행 ('03.4.30)

- 최종 검토회의('03.6) 및 최종보고서 발행('03.7)

  ※ 베트남측 공동연구 참여진 초청, 원전산업 시찰('03.4.∼6 기간중 시행)

바. 연구로 기술 수출 관련 현황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개발단

❍  주요 연구성과
- 베트남측 2002년 7월 베트남 Dalat 연구소장(Dr. Nguyen Nhi Dien)과 

INST(Dr. Hoang Dac Luc) IAEA 과학자 방문 프로그램으로 연구소 방문 

 ∙ 베트남 연구로의 안전 운 과 관련 I&C 부분의 기술 협조 요청

 ∙ 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2인의 베트남의 젊은 인력의 한국측 과제(예로, 

수출전략형 연구로 설계)에 참여를 제안. 

- 한국측 2002년 10월 베트남 Dalat 및 Hanoi 방문 

 ∙ 베트남은 2015년 새 연구로 가동을 목표로 2002년 10월 새 연구로 사업 

예비타당성 연구를 착수함. 

 ∙ 동 사업에 하나로 협력 요청. 한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03베트

남 전문가의 연구소 과제에 참여키로 합의함. 단, 한국 정부의 승인에 

하에 일정 및 분야, 대상자 등 사전 협의하기로 함.

❍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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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된 베트남 전문가의 수용 (하반기 예정)

- IAEA CRP 등 연구로 관련 분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유대 강화 

  (‘03년 1월 IAEA CRP (연구로 안전 관련)에서 VAEC 부위원장(Le Van 

Hong)의 한국의 적극적 협력 요청 받음)

사. 중소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베트남 참여는 

한국-IAEA-인도네시아 협력 모델을 참조하여 적용

[참고] 인도네시아 마둘라섬 원자력 담수화 경제성 예비 타당성연구

❍  과제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SMART 사업단

- 총 연구기간 : 2002.1∼2003.12(2년간)

- 협력기관 : 한국(KAERI)-IAEA-인도네시아(바탄)

❍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인도네시아 마둘라섬에 충분한 전력과 공공 음용수, 그리고 산업화 및 관

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성 예비타당성 평가 

- 인도네시아 (Batan)

 ∙ 단장기 에너지 분석 및 물 수요공급 계획

 ∙ 부지 특성 평가 및 환경 향

- 한국 (KAERI)

 ∙ SMART에 대한 기술성 및 안전성 평가 및 담수화 플랜트와의 연계

 ∙ 원자력 담수화 플랜트의 경제성 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조사

- IAEA

 ∙ 연구의 기술적 지원 및 발간물 검토 지원

 ∙ 바탄에서의 국제 워크숍 개최 지원 제공

❍  주요 연구성과
- KAERI에서 바탄 전문가 4명 초청 훈련(4개월)(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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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담수화, 원자로시스템 설계, 원전의 경제평가, BOP 시스템 설계

❍  향후 추진 계획
- 향후 중동아시아․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에 기술수출 및 plant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 연구자료 (경제성 예비 타당성 연구 보고서 등) 발간

- 국제 워크숍 개최(Batan) (2003.10)

- 사용자 요구 문서(‘02.12.31∼’03.9.30)

아. 한⋅베트남 방사선 의학분야 협력

❍  연구의 목적
베트남 측의 방사선의학센터 설립 관련기관과 핵의학 및 방사선종양학 등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분야에서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이해 증진 및 원자력의학원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연구의 필요성
- 베트남 정부의 방사선의학정책 활성화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에 협력요청

- 원자력의학원의 선진 방사선 치료 및 핵의학 기술을 개발 도상국에 보급

- 베트남 내 방사선의 의학적 활용증가로 베트남의 암 치료기술 발전유도

- PET용 싸이클로트론(13MeV) 자체생산에 따른 동남아 수출시장의 교두보 

마련

❍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 방안
- 핵의학 및 방사선 종양학 분야 전문가 파견 및 초청을 통해 정보 공유

- 방사선 치료센터(실) 설립과 관련하여, 기술자파견 및 설계자문 등을 

통해 기술협력

- 베트남 측 전문가를 초청, 원자력의학원에서 연수교육

1)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기술, I-131 갑상선 치료

 2)최신핵의학 상기술: 감마카메라 상, SPECT, 싸이클로트론 및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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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사선 암 치료기술 

- 교육 및 치료기관 설립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

❍ 연구기관 및 추정 연구비
- 연구기관 : 원자력 의학원                 

- 추정 연구비 : 3000만원

❍  기대효과
- 양측의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관련 기술과 자료 공유로 상호 이해증진

-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우리의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원자력의학원의 

국제적 위상 강화

- PET용 싸이클로트론의 수출 가능성 확보

자. 베트남측 제안 프로그램(과학연구 & 기술개발의 협력프로그램)

❍  과제개요
- 과제명 : 방사성의약품 센터 설립(호치민시)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Radiopharmacy in Ho Chi Minh City)

- 협력기관 : KAERI Hanaro Center(Dr. Han Hyun-Soo)/ 

             NRI Radioisotope Department(Dr. Le Van So)

- 총 연구기간 : 2003.1 ∼ 2006

- 총연구비 : 110,000 USD

❍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호치민시에 Tc-99m 생산을 위한 방사성의약센터 설립

- 자동화 Tc-99m 추출 시스템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춘 방사성의

약 센터

❍  프로젝트 기술 
- 시설(50m2)은 GMP 요구를 만족하는 시설･설비로 설계･건설･설치

- 주요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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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화 Tc-99m 추출 시스템(MEK 방식)

 ∙ 방사능 측정을 위한 도스 측정기

 ∙ Laminar hood cabinet

 ∙ Lyofilizator(Freeze dryer)

- Tc-99m 생산 공정

- 방사성의약품 조재 공정

❍  향후 추진 계획
- 2003∼2004

 ∙ 실험실 설계･건설

 ∙ 주요 설비･장치의 설치

- 2005∼2006

 ∙ 방사성의약품 및 Tc-99m 용액의 일상적 생산 

차. 베트남 요청 과제(KIRAP 무상 사용권 제공 및 전문가 파견 요청)

❍ 베트남 VAEC 요청 
2003. 6. 26, 베트남원자력위원회 부위원장(Vice President)인 Dr. Le Van 

Hong이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 다.

- 주요 내용 :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컴퓨터 코드인 KIRAP의 제공과 아울러 

KIRAP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강연을 위한 전문가 파견 요청

  ▪ VAEC가 요청하는 전문가 파견 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 중 

약 2주정도임

❍ 한국원자력연구소 의견
- VAEC에 대한 KIRAP 무상 사용권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는 무상

으로 산학연에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IAEA의 연구용원자로 CRP 및 루

마니아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제공한 바 있으므로 국제 협력 차원에서 베

트남 VAEC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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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P 전문가의 파견과 관련하여서는 VAEC 서신에서 출장 경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비 문제가 명확하지 않음. VAEC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것은 IAEA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는 한국정부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베트남과의 국제협력차원에서 지원하

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베트남 대상 PSA 교육 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소 종합안전평가부에서는 국제협력의 하나로서 여러 개발

도상국의 원자력 요원들에게 PSA를 교육하여 왔음.

- 베트남 VAEC(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의 원자력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는 2000년에는 Ha Van Thong 박사, Minh Giang Hoang 씨, 

2002년에는 Nguyen Tung Son 박사에게 2-3개월 정도씩 

On-the-Job-Training(OJT)을 시행한 바 있음.

❍ KIRAP 요약 
- KIRAP/CONPAS는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1987년부터 개발되었음, 

- KIRAP/CONPAS는, Windows 기반의 편리한 사용환경, 빠르고 다양한 기

능을 가진 정량화 엔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Logical Loop를 

가진 고장수목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함.

- KIRAP/CONPAS는 광 3,4호기부터 시작하여 울진 3,4호기, 월성 2,3,4호

기, 광 5,6호기, 울진 5,6호기, 하나로, SMART 등 국내 원전의 PSA에 

사용되어 왔음.

- 최근에는 화학공장 등 원자력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도 신뢰도 및 위험도 

평가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어 중장기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산학연 안

전성 업무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KIRAP/CONPAS를 국내 타 산업계에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KIRAP은 1995년 미국 EPRI사에 미화 15만 $에 source code 및 사용권을 

판매한 바 있으며, KIRAP/CONPAS는 IAEA의 연구용원자로 CRP 및 루

마니아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제공한 바 있음.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소

프트웨어를 외국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안전성 연구에 지원함으로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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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 원자력 안전에 기여함을 물론 향후 우리의 

기술 수출에 밑거름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과제 수행 및 결과

본 과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회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에서 협의된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베트남 원자력협력대표단을 초청하여 양국에서 합의

된 협력분야와 요청분야에 대해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이

것에 대한 베트남측의 연구과제 책임자들과의 협의와 제2차 한⋅베트남 원자력

공동위원회의 협력의제 도출을 위한 베트남측과의 협의 등을 위해 본 과제책임

자가 베트남을 방문하 다.

여기서는 베트남측의 방한 내역과 본 과제책임자의 방베트남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려 한다.

가. 베트남 원자력협력대표단의 방한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베트남 원자력협력대표단이 2003

년 7월 20일(일)부터 7월 26(토)까지 1주일기간으로 방한하 다. 이번에 이들의 

방한은 제1차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후속조치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방문 원자력 관련기관과 협

의를 제1차 공동위원회의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하 다.

(1)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협력대표단 초청 실무 대책 결과

본 과제에서는 이들의 방한과 관련하여 2003년 7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소 국

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협력분야의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사전 협의를 추진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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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원자력연구소

  ❏ 하나로 이용연구단
     - 베트남의 기존 연구로 이용 검토 (확보된 핵연료는 2012년까지 운전

가능)

       * 베트남의 노후화 관련 유지･보수 지원

     - 베트남 신연구로 건설 사전타당성 연구 지원

       * 베트남은 ′13년부터 운전 목표로 ′02년 10월 사전타당성 연구를 

정부가 승인

       * KAE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출전략형 연구로 설계 과제”에 베트

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함.

     - 호지민시 방사성의약품센터 설립 지원(베트남측의 신규 제안과제)

       * Tc-99m 추출시스템 및 생산 용 부품지원 등

  ❏ 원자력연수원 : 원자력인력 양성 협력 
     - 베트남 원자력 CNS(Compact Nuclear System) 강사요원 2명 교육제

공(′03년 11월 예정)

       * KOICA 지원 IAEA RCA  훈련과정으로 초청 예정 

     - 고위직 초청 정책세미나 : 베트남측 요청시 검토후 결정

  ❏ 일체형원자로개발사업단 : SMART-P 
     - 한국-IAEA-인도네시아 협력 모델 적용 협의 구체화

       * 협력추진 체계, 재원조달, 협력 내용 등 방한시 협의

  ❏ 신형원자로개발단(종합안전평가팀) : KIRAP 안전성 평가 코드 제공 
및 관련 전문가 지원

     - VAEC에서 공식적으로 요청과 전문가 파견 요청

       * 절차 및 재원 협의 필요.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법 문판 제공 요청 : 준비 완료
  ❏ 환경방사능 감시 기기 무상 제공 요청
    - 국내용 기기 개발은 완료 단계임. 기기 제작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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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협의 필요 

③ 원자력의학원

  ❏ “베트남･인니 방사선의학 정책개발 지원 및 방사선의학 협력기반 구
축” 과제 수행중('03.5∼'04.5(1년))  

    - 베트남내 PET연구소 설치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group training 

실시 예정  

    - '03.9∼10경 베트남 counterpart 초청 방사선의학 세미나 개최 예정 

    - '03.8 베트남 방문시 구체적인 추진방향 협의

  ❏ 베트남 하노이 공동센터 운 지원에 대한 구체적 요청시에는 KOICA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검토

  ❏ 베트남 대표단 방한시 요청사항
    - 베트남측의 방사선의학 협력창구 선정

    - 베트남측의 R&D 등 구체적 협력분야 선정

④ 한국수력원자력(주)

  ❏ “베트남 원전도입 정책과제 및 기술자립 방안 공동연구과제” 수행 중
     - 연구기간 '02.12 -'03.11, 원자력연구소, 안전기술원 참여 중 

     - 베트남 원전추진위원회가 수행중인 “베트남의 원전 사전 예비타당성 

연구”의 지원 

  ❏ 베트남 원전 도입시기는 '17년으로 예상. 착수년도인 '07년까지 협력 
유지필요

     - '04년에도 베트남 측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 “베트남 원전사업 

진출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계획

       * VAEC 주관의 원자력전람회에 한국 참여, 원전산업 인력 양성 등

⑤ 대한비파괴검사(주)

  ❏ “보온배관의 부식손상용 RT 기술 지원을 통한 NDT 기술협력 기반조
성 연구”과제 수행중          

     - 베트남측과 합의된 베트남 산업체 전문가(RDCPSE사 책임자) 초청 

예정 

  ❏ 베트남 비파괴 검사 사업(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 참여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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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인력 훈련 및 기술 협력 검토 

     -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NDT분야 OJT 추진 검토  

⑥ 향후 협력 방향

  ❏ 한･베 원자력공동위 운  방향  

     - 대표단 교환방문 차원에서 한･베 원자력공동위 개최를 통하여 협력 

추진

  ❏ 제2차 한･베 원자력공동위 개최 시기 협의

(2)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협력대표단 방한 및 결과

   이번의 원자력위원회 협력대표단은 Vuong Huu Tan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Nguyen Nhi Dien 달라트 원자력연구소장, 그리고 Hoang Van Sinh 베

트남원자력위원회 한국 담당관 3명이 방한을 하 다.

협력대표단의 방한 목적은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 후속조치에 대

한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방문기관도 원자력공동위원회

에서 협의된 관련분야의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하나로이용개발단, 

원자력연수원, 일체형원자로개발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학회

(KNS),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검사기술(주)(KIE), 원자력의학원(KCCH)을 방

문하여 현재까지의 한⋅베트남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

인 협의를 하 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과학기술부(MOST)를 방문하고 이번에 방한하여 협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사록(ROD)을 작성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조

청원 원자력국장과 베트남 원자력위원장 Vuong Huu Tan이 각각 서명하 다. 

한․베트남 원자력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대한 협력에 관한 의사록

2003년 7월21-25일, 서울

1. 양측은 베트남에의 원자력 엔지니어 교육센터의 설립과 원자력안전, 동력로와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 동위원소 및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의 교환을 포함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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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의 원자력 인력 양성에 긴밀한 협력의 증진에 동의한다. 

이어서, 양측은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이 교육관리를 위한 연구를 위하여 베
트남원자력위원회(VAEC)로부터 2004년에 1주일간 2명의 지도자를 초청한다는데 동
의하며, 베트남 측은 원자력기술 고급교육을 위한 IAEA의 Asian Network(ANENT)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립하는데 한국측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베트남 측은 신재인 학회장이 이끄는 한국원자력학회의 2003년 7월의 베트남 방문
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동위원소생산 및 연구로의 운전, 유지보수를 포함한 연구로를 사용한 기
술협력의 증진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양측은 미래의 베트남의 동위원소, 비파괴검사
와 원자력 장비 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앞의 활동의 이행을 위한 가능
한 방법을 찾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동의하였다. 

3. 베트남 측은 한국 측이 베트남의 새로운 연구로의 사전타당성 연구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 측은 이의 준비를 위하여  2명의 베트남 연구자를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프로젝트에 6개월간 참여시키는 실무교육(on-the-job training)을 위하
여 초청하는데 동의하였다. 

4. 양측은 원자력의학 및 방사선 약학을 포함하여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동위원소
의 생산 및 이용에 협력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양측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기술협력의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한 속히 정부 접촉창
구를 통한 원자력의 보건 분야의 적용을 위하여 각각의 조정자(coordinator)를 지명하
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국 측이 원자력보건분야에서 동위원소 및 방사선기술의 응용을 위한 협력의 
세부사항의 논의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2003년에 원자력
의학원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베트남의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동의하였다.

5. 한국 측은 베트남 측에 한국원자력법과 시행령을 영문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또
한 한국 측은 방사선방호와 환경방사선/방사능 계측분야의 협력 증진과 베트남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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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돕고 지원하는데 동의하였다.

6. 베트남 측은 2002년4월 원자력연구소에 설립된 RCA 지역사무소에서의 국제협력
의 지원을 약속하고, IAEA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간의 협력강회에 동의하였다.

7. 2002년 2월의 한국 과학기술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준하
여, 양측은 원자력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Korea-Vietnam Joint Committee 
Meeting on Atomic Energy Cooperation ; JCMAEC)를 통한 협력 제휴의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측은 미래의 양국간의 중․장기적인 기준에서 가능한 협력분야와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조청원 원자력국장과 원자력연구소장, 안전
기술원장, 원자력의학원장 및 원자력학회장을 가까운 미래에 초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JCMAEC를 2003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공식채널을 통한 회의의 일정
과 의제에 대한 고려와 토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자력협력 협의를 위한 방베트남

이번에 방한하여 협의한 베트남과의 협력과제에 대해 현지의 과제책임자들과의 

구체적인 협력방향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제2차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협력의제 발굴을 위해 본 과제의 책임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양

맹호 박사가 2003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베트남을 방문하 다.

이번의 베트남의 방문기관으로서는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AEC), 원자력과학기술

연구소(INST), 달라트 원자력연구소(DNRI), HCM CNT(HochiMinh City Center 

for Nuclear Techniques), 방사선기술연구개발센타(VINAGAMMA)을 방문하 다. 

이번 방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제2차 한.베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 지난 7월 베트남 대표단 방문시 

합의한 2003년 12월 개최 계획을 베트남측의 12월 상황으로 2004년 1월 말 

이후로 개최를 희망.

     - 12월중 FNCA 참석준비, 베트남-러시아 원자력공동위 개최, CTBTO 행사 

준비 등 관계로 연기 희망

   o 베트남은 양자간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러시아, 중국, 인디아,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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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 5개국과 양국수도에서 교차로 개최해옴.

     - 양국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관련 회의준비에는 문제가 없으며 공동위 참석 

경비는 예산에 반 되어 있음.

   o 달라트 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TRIGA Ma가-II) 가동 20주년 행사를 2004

년 3월 달라트에서 국제행사에서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초청인원은 350명 수준으로 외국전문가 초청으로는 IAEA, FNCA, RCA 

관련 전문가 초청과 한국과 일본 등 외국  전문가를 초청 예정

     - 베트남측은 지난 7월 베트남대표단 방문시 합의한 원자력국장, 한국원자

력연구소 소장, 원자력의학원 원장, 안전기술원 원장 등 한국 대표단의 사

전 방문을 희망하고 연구로(TRIGA MII)가동 20주년 행사에 참석을 요청

함.

   o 한⋅베트남 공동프로젝트로 추진중인 베트남 원자력정책과 원전 기자재 국

산화 정책과제 예비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표시를 하고 매우 유익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표명함.

      - 11월 사이공타임즈는 배트남 산업부(MOI)가 전력사업 확충 계획을 소개

하고 이중 2015-2020년중 원자력발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함  

   o 제2연구로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 준비와 관련하여 달라트연구소와 HCM 

CNT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명 정도가 참여함.

      - 건설 예정부지는 호지민시 부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며 연구로 용량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달라트연구소의 전문가 2명

이 11월 중순부터 하나로센타에서 6개월간 연수 예정

   o HCM CNT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다양한 기초 연구를 IAEA원

조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특히 남부지역의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

고 있음.

      - 방사선 및 RI이용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원하고 있음.

      - 호지민시에는 VAEC 산하의 2개의 연구센타로 HCM CNT, 

         VINAGAMMA가 있음.

   o VINAGAMMA는 2000년 3월 VAEC가 설립하 으며 Co-60조사시설을 운

하여 의료용품과 식품조사를 해오고 있음.

      - 직원수는 30명수준으로 VAEC의 유일한 수익기관임. Co-60는 400kCi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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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AEA지원으로 헝가리에서 수입.

      - 방사선 조사관련 전자빔시설을 적극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연구와 

지원을 희망함.

7.  향후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방향

가. 원자력공동위원회 활성화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아 한⋅베트남의 원자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어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을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협력에 있어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KSNP 원전 수출 포함)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수출 고객을 확보하는 관점

에서도 정부, 연구소, 산업체, 그리고 학계 등이 긴 히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조정기구를 두고 정부와 기관들 차원에서의 

통합, 조정기구를 두어 양국간 협력의제 및 추진검토를 위해 일괄되고 효율

적인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원자력 분야를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로 구분한다면, 지금까지는 발

전 분야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발전분야 즉,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시

장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협력에 

있어서 비발전 분야에 대한 시장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이들 분야에 대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두어 

양국의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비의제를 제출

하고 이를 양국 실무그룹 구성원이 만나 실질적인 토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국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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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가 이와 

같이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

동관심사항의 협력 및 공동연구과제 등을 발췌하여 의제로 상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원자력연구개발,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연구 분

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향후 베트남과의 원자력협력 방향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간 원자력협력 대표단의 교환방문에서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한 베트남측의 원자력협력 요청내용과 우리나라의 협력 

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지만,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카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협력목표를 원전건설 및 연구로 수

출, 그리고 방사선응용기술 부문의 수출 등에 중점을 두고 한･베트남 협력을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트남 측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사업기획, 원전관련 전분야의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의 원전사업은 정부부처간 관할 업무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에서도 이에 대응한 협력 추진체제와 전략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측은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한 재원조달

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원자력발전 및 

연구로 등 원자력관련 수출전략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수출은 대규모 사업이므로 원자력기술수출 협력

외교의 전방위적 전개를 위한 국내 정부부처/연구기관/산업체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베트남의 핵의학 분야에 있어서 하노이시 암병원에 핵의학시설이 

전무하며,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핵의학 연구개발, 진단치료, 인력양성을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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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전용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병원과 한국원자력병

원과의 전문가 및 정보교환을 추진하도록 협의하 으며, 원자력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를 중심으로 핵의학분야에 대한 기

술 및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대 개발도

상국과의 원자력 의학분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및 관련 기술수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기기 수출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원자력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원자력기기 수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관련정보의 교환, 그리고 

현지 주재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베트남에 대한 재

원조달에 있어서도 협력분야와 내용별로 협의를 통하여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중의 하나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

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원자력수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이 크므로 향후 대 베트

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 산업기술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수출가능한 원자력기술분야 도출(세분화) 필요

 ◦ 이유 : 원자력의 대부분의 부품이 수출통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자율 교역

이 불가능함으로 많은 제약이 따름

 ◦ 따라서, 원자력관련 수출의 경제적 효과는 원전보다는 소규모의 부품(연구

용원자로 등) 및 관련기술 수출이 바람직

 ◦ 원자력부품 및 기술에 있어서의 수출 가능 품목/불가능한 품목의 현황 파

악이 필요 (NSG 품목 참조)

2)  국내 추진체계 정립과 추진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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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협력재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

 ◦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전 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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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확보로 수출협상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방

안과 법적 제도적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3)  대(對) 개발도상국 원자력기술 협력은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수

행중인 원자력 중‧장기 연구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 

4) 원전 수출의 제한성･통제성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원전 협력협정이 필요 

 ◦ 원전의 수출은 경제성 측면이 아닌 국가 전략사업화로 수행

 ◦ 해외 진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

이와 같이 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제도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된 협력분야에는 민간기업으로 “보온배관의 부

식손상용 RT 기술 지원을 통한 NDT 기술협력 기반조성”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

검사기술(주)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대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수출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원자력기술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2년 4월에 전력회사, 상사 등의 민간기업과 관

련 정부부처로 구성된 ‘해외 인프라사업 촉진연구회’ 설치하 으며, 2002년 12월

에는 전력회사나 상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사업에 진출할 

경우 FS(사업가능성)조사를 자금측면에서 보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ODA 예산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해외투자를 원활히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인프라 정비의 준비단계로 일본

기업이 실시하는 FS 조사에 대한 보조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의 역할을 참고로 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본정부에서 추진중인 민간부문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위한 역할]

① 신규 참여의 제약요인에 해소 노력

◦ 인프라사업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가진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 일본 국내의 사업

에서의 규제완화, 민영화 추진 등으로 해외사업 전개에 대한 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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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투자환경, 성공사례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신규참여 사업자를 후원

② 민간기업에서의 환경정비

◦ 일본기업이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문의 사업법 등 상대국의 법정비를 포함 

상대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능력구축 지원 

  - 사업법 정비 등 상대국의 제도 구축 지원(정책대화, 전문가 파견 등)

  - 필리핀 전력 task force 팀과 같은 부문별 민영화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영

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적 지원(노하우 제공)이나 제도설계에 대한 제언

◦ 중국이나 인도 등 거대시장이면서 제도면에서의 참여･실시에 대한 장벽이 높고, 

대응이 어려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활동이나 고위자 판촉(top sale)을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항하면서 실시

◦ 해외 인프라사업시장을 안정화시켜 기업의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대사관, 일

본무역진흥회(JETRO) 등을 통한 정보제공, 투자환경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이나 양

국간, 다자간 교섭을 추진

◦ 프로젝트 실시를 하는 도중에 있는 상대국 정부에 의한 급격한 정부나 법규의 변

경, 혹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부주도하에서의 움직임

◦ 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일본 민간사업의 환경정비라고 하는 목적 의식･시점을 도입

한 전략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

③ 사업개발 능력향상에 대한 대응

◦ 프로젝트 자체가 성립될 것인지, 또는 해당기업이 수주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초기단계부터 타당성연구(F/S)가 실시되는 안건형성이 추진되도록 F/S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정보, 노하우의 축적･공유에 의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적기관에 의한 F/S 지원

◦ 국제협력사업단(JICA)와 국제협력은행(JBIC)과의 연계 확대에 의한 상부에서의 관

여 확대

◦ 수력발전소 댐 건설과 같이 장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지역정비가 복잡한 안

건 등으로 댐 부분을 ODA, 발전소 부분을 민간자금 및 공적수출･투자신용기관 및 

국제기관의 민간활용 부처의 자금으로 맡아 처리하는 등 동일 프로젝트 중에 상업

성을 가진 부분이 대해서는 OOF 등을 활용하면서 기초인프라 부분에 대한 ODA를 

조합시켜 적용하는 것에 의한 지원

◦ 해외무역개발협회(JODC)에 의한 보조사업 등의 기술협력을 활용하여 운전･보수면

(O&M)에 관한 기술지도, 혹은 현지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

④ 사업영역 확대에 의한 중요한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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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분야 자유화에 따른 시장의 무역화, 통신분야의 3G 휴대전화사업에서의 거액

투자 등에서 Non-L/G 안건 증가 등 종래 제도금융에서는 대응이 곤란한 안전에 대

한 JBIC, 일본무역보험(NEXI)에 의한 유연하며 적극적인 제도변경

◦ 외환리스크 방어를 위한 현지통화 재원, 외환교환 사업 설립, 현지통화 채권발행 

등, 국제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과 제휴한 대응

◦ hard currency에서의 채권발행이나 원활한 증권화를 위한 제2시장 구축 등 자본시

장 육성에 의한 자금순환 정비, 리스크 분산 수단 창출

◦ 환경문제, 주민이전 문제 등에 대한 안건 형성단계로부터의 정보공유나 적절한 수

행과 상대국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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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한‧베트남간 원자력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자

력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유

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중요하다. 

2002년 2월 합의된 원자력공동위 개최가 2002년 하노이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제2차 한.베 원자력공동위는 내년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베

트남간의 원자력협력은 양국의 원자력협력대표단의 상호교환 방문을 통하여 원

자력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선정된 협력분야에 대해 양국의 기관간에 협력을 추

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자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는 양국간

의 원자력협력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베트남측의 과학기술부간의 정부차원

에서 양국의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도출하고 양국의 원

자력협력에 대한 추진체계가 한 단계 격상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양국의 국가발전 및 경

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기술협력이 양국의 상호⋅호혜⋅평등의 동반자

적 관계를 통한 공동관심 분야의 구체적 협력의제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공동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

부, 연구소, 산업체, 학교를 포함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베트남은 산업화 및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및 전력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원전도입을 

위한 연구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은 2017년경 베트남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공동조사연구를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최초 원전 도

입과 함께 베트남의 원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의 원자력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노형과 용량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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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내년초에 계획중인 달라트 원자력연구소에서 제가동 20주년 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를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원전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달라트연구소에서 운전중인 연구로는 2010년까지 운전하고 신연구

로를 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타당성연구를 금년에 추

진하고 있어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아르헨티나, 인디아, 중국, 러시아, 프랑

스 등 대 베트남 원전 및 연구로 수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제1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는 양국의 정부, 산․학․연 원자력 관련기

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무엇보다도 한․베트남 

양국간에 원자력에 관한 공식적․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향후 양국간에 협력 의제의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

양한 협력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출발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표준형 원전(KSNP)의  우수성과 

중소형 원전 개발 현황을 소개하여 원자력 기술 자립 과정과 경험에 대한 베트

남 원자력 관계 관의 높은 관심을 받고 향후 긴 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

은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상호 인식한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

현재의 베트남의 경제 및 전력 상황은 1970년대 초의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

으로서, 베트남 관계관들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정책 및 경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모델 국가로 생각하

고, 우리의 정책 추진 경험과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베트남의 원전 도입 추진과 관련, 베트남 당국은 타당성 조사 관련 관계 부처

가 참여하는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 하는 등 점차 구

체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할 시기라고 본다. 

베트남 원전 건설 참여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 전문 인력 개발, 원자력 국산화 

경험, 연구 기술 지원 등 포괄적인 협력 추진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원자력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원자력 분야 협력 과제 추진은 우리나라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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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교역국 중의 하나인 베트남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원자력 기

술의 대 베트남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우리 원자력 기술의 

동 아시아권 협력에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베트남측에서 협력을 희망하는 사업으로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협력 분야는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핵의학 분야와 비파괴 검사 분야는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된다.

한․베트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은 아시아 지역 국가간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한․베트남 양국 정부간 협력 강화와 

더불어 원자력 산업계간의 관심과 참여하에 공동 번 의 중요한 부문으로 성장

하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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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Record of Discussion 

on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7-23 February, 2002, Seoul

The Vietnam atomic energy cooperation delegation, headed by Dr. Vuong Huu 

TAN, Chairman of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aid an official visit to Korea at the invitation of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7 to 23 February, 2002.

Dr. Chung-Won CHO welcomed the Vietnamese delegation and expressed his 

desire to keep closer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atomic energy.

Dr. Vuong Huu TAN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warm welcome and 

well-made arrangements and the hospitality of the Korean side.

During the visit, Dr. Vuong Huu TAN and his delegation exchanged opinions 

with Dr. Chung-Won CHO, and visited organizations related to atomic energy 

to discuss with them bilateral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delegations schedule is attached as attachment 1.

The Major contents of the discussions are as follows:

1. Both sides exchanged their views on the atomic energy cooperative 

programs as listed on Agenda 5 of the protocol of the 2nd meeting of the 

Vietnam-Korea Joint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held on October 22, 2001 in Hanoi, and explained the current 

status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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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knowledging mutual benefits from an expansion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two countries and attaching 

importance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 signed in Hanoi, on November 20, 1996; both sides 

conclude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MO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OSTE) 

for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 a copy of 

which is also attached as attachment 2.

3. The Vietnamese side expla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formulation 

of their nuclear energy policy and the pre-feasibility study to be carried 

out in the near future on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Vietnam. Both sides, in this connection, agreed to keep close cooperative 

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feasibility study among the relevant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4. The Korean side invited high-level decision-makers from Vietnam to 

attend the 2nd nuclear policy seminar to be held at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02. The 

Vietnamese side agreed to dispatch high-level decision makers who have 

the responsibility for building nuclear energy policy in Vietnam. 

5. The Vietnamese side asked the Korean side to give their suppor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luding short-term and long-term training 

(Master and Ph.D degree training)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Training 

Center in the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through providing materials 

and expert service.

6. The Vietnamese side asked the Korean side to assist the operation of 

the Joint Center between VAEC and Hanoi Health Service for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Health Care, and to accept a group training at th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KCCH) in formulating a Proje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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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a PET laboratory in Vietnam

7. The Vietnamese side asked the Korean side to give their support in 

safety, effective utilization and life extension of a nuclear research reactor in 

the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in the pre-feasibility study 

for construction of new research reactor.

8.  Both sides agreed to conduct joint research in the fields of nuclear 

power, nuclear regul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through joint projects, as 

well as experts and information exchange.

9. Both sides agreed to hold joint committee meeting on atomic energy 

cooperation annually and Vietnamese side invited a Korean cooperation 

delegation headed by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OST to visit Vietnam in the second half of 2002. Korean 

side accepted the Vietnamese sides proposal and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invitation. Both sides agreed to decide the date and venu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10. Dr. Vuong Huu TAN, Chairman of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and assistance 

made by the Korean side. Both sides agreed to keep close, cooperative ties 

in the peaceful uses and development of atomic energy.

Done in Seoul, on February 22, 200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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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Dr. Vuong Huu TAN

Chairma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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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MO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Desiring to expand their existing cooperation in promoting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Recognizing that the benefits of the expansion of their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 collaboration of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igned at Hanoi, on November 20,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Paragraph 1

BASIC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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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cooperativ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2. The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identified in Annex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may carry out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The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3.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Sides, all costs 

resulting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borne 

by the Side that incurs them.

4.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5. To facilitate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each Side will appoint 

a liaison officer who will man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The liaison officer will be the head, or a similar high-level offici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ach Side.

6. Either Side may hold a meeting for making cooperation plans, 

adjustment and assess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uch 

meeting will be arranged by liaison officers of the Sides.

7. Nothing in this Arrangement will alter or affect any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Sides or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aragraph 2

SCOPE OF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1. The areas of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a)  design, construction and uses of reactors;

    (b) design, fabrication and uses of nuclear fuel and parts of reactors;

    (c)  production and uses of radioisotopes;

    (d)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tom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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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h)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health care;

    (i)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j)  other areas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Sides in writing.

2.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ies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Paragraph will be subject to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volved in such activities.  Whenever a program of cooperation 

is establishe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ill designate a project leader to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program.

3.    Each project leader will report on the status and progress of its 

cooperative activities to their respective liaison officer.

Paragraph 3

FORMS OF COOPERATION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may include:

(a)  exchange of scientists, engineers and other specialists;

(b)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 exchange of samples, materials, instruments and components;

     (d) organization of, and participation in, seminars and other meetings on 

mutually agreed topics in the areas listed in Paragraph 2 of this 

Arrangement; and

(e) such other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Sides.

Paragraph 4

ASSIGNMENT AND EXCHANGE OF PERSONNEL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may assign or 

exchange scientists, engineers and other specialist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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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propose an assignment or 

exchange of personnel by notifying the host Participating 

Organization and will provide the latter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ith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nel proposed for such 

an assignment or exchange.

(b)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select qualified personnel for 

assignment to, or exchange with, a Participating Organization of 

the other country.

(c)  The host Participating Organization may cooperate with assigned 

or exchanged personnel according to an assignment agreement 

concluded in writing with the sending Participating Organization.

(d)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alaries, 

insurance, allowances, travel and living expenses of its personnel 

during their assignment or exchang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e)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 to the personnel of the other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carrying out their agreed duties, finding adequate 

accommodation, and other work-related matters.

(f) Assigned or exchanged personnel will conform to the rules of 

work and regulations of safety in force in the country of the 

host Participating Organiz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etwee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aragraph 5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The Sides an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may exchange information 

necessary to carry out this Arrangement.

2.  The Sides wi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or furnished in the course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and will be subject to Article VI of the 

Agreement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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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provided in the written agreement 

when a program of cooperation is established.

Paragraph 6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rrangement will come into effect upon signature and will remain 

effective for a period of five years. This Arrangement may be ext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Sides.  Either Side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giving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Side.

2.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3.   The Sides may agree to continue joint cooperative activities, which have 

not been completed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rrangement until such activities are comple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rrangement.

Signed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8th day of February 200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hung 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OST

VUONG Huu Tan, Chairma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MO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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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Between

The Korean Nuclear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NS") having its 
headquarters at 150 Dukjin-dong, Yuseu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and

The Vietnam Nuclear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NS") having its 
headquarters at  5T-160 Hoang Quoc Viet street, Nghia Do, Hanoi,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KNS and the V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their efforts in interchanging the research results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of nuclear energy

Having

in mind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nuclear research, training, the interchange of personnel, and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Recognizing

that they effectively connect their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member individuals to 
those of the other'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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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igned at Hanoi, on November 20,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signed at Seoul, on February 18, 200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Under the article III and IV of the Agreement,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Mutual consultation

1. The Parties will consult, as needed, on matters of common interes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ir objectives and coordinating their respective activities.

Cooperation

2. The Parties may seek each other's expertise to optimize th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of common interest.

3. Cooperation under this MOU includes: 

(a) exchange of scientists, engineers and other specialists; 

(b)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 organization of, and participation in, seminars and other meetings on mutually 
agreed topics;

(d) such other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4. The Presidents of both Parties will assign a pers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s 
right after this MOU i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or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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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tailed cooperation field:

   Coordination and promotion for

(a) training and education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graduate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b) joint research and linkage of R&D with industrial and social applications;

(c) advisory meetings i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d) such other activities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General provisions

6. This MOU may be modifi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documented in 
writing. It may also be revoked by either Party by giving six month's notice to the 
other Party.

Signed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9th day of July 2003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KNS For the V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ae In Shin Vo Van Thuan

President, President, 

Korean Nuclear Society Vietnamese Nuclear Socie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o Chul Lee Tran Duc Thiep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Korean Nuclear Society Vietnamese Nucl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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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Agreed Minutes of Meeting

for Joint Study o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Viet Nam

between Vietnam Ministry of Industry (MOI)

and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KHNP)

Based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on the Nuclear 

Power Projects in Viet Nam" signed on 11th of Nov. 2002 betwee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of Korea and Ministry of Industry 

(MOI) of Viet Nam, and the "Agreed Minutes of Meeting for Joint Study o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Viet Nam between KHNP and MOI signed on 

5thof Jun. 2003, a review meeting between the Delegation of Korea and the 

Delegation of Vietnam (hereafter referred to "the Sides") for the Joint Study 

on Nuclear Power Development was held in Hanoi.

The Korean delegation was headed by Mr. Yoo Seung Bong, Director of 

Overseas Project Offic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KHNP) 

and the Vietnamese delegation was headed by Dr. Tran Minh Huan,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Ministry of Industry.

With regard to the Joint Study o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Viet Nam, 

the Sides have discussed and agreed as follow:

1. Korean side made presentations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draft report on the Joint Study and Vietnam side agreed to theresults 

of the Joint Study. (Refer to the material for review meeting for 

Korea-Vietnam Joint Study o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Vietnam.)

2. The Sides reviewed the responses on the questionnaire and comments 

raised by Vietnamese side and agreed to supplement the draft report 

reflecting the action items shown in Attach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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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ides agreed on the future plan for the Joint Study as shown in 

Attachment #2.

4. Regarding the Joint seminar for Vietnam Steering Committee members, 

the Sides agreed to the draft program as shown in Attachment #3.

5. The Sides agreed to the tentative visiting program to Korean nuclear 

power industry by Vietnamese high level and working level delegations 

as shown in Attachment #4.

Signed in duplicate in English on 8th of August 2003 in Hanoi.

 For Vietnamese Side  For Korean Side

 Dr. Tran Minh Hua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Ministry of Industry

Mr. Yoo Seung Bong
Director
Overseas Project Offic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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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Record  of  Discussion

On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1-25 July, 2003, Seoul

The Vietnam atomic energy cooperation delegation, headed by Dr. 

Vuong Huu Tan, Chairman of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aid 

an official visit to Korea at the invitation of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21 to 25 July 2003.

       Dr. CHO warmly welcomed the visit of the Vietnamese delegation to 

Korea and expressed sincere thanks again for generating great cooperation 

during the first Korea-Vietnam Joint Committee Meeting on Atomic Energy 

Cooperation (JCMAEC) held in Hanoi on 11 July 2002. And he also expressed 

his desire to strengthen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eaceful uses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e JCMAEC.

The head of the delegation, Dr. Tan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Dr. 

CHO for the warm welcome and hospitality accor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during their stay in Korea.

During the visit, Dr. Tan and his delegation had an extensive 

exchange of views with Dr. CHO on possible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including Vietnamese participation in SMART-P, multi-purpose power reactor 

under development in Korea and Korean support for new nuclear research 

reactor under the pre-feasibility study in Vietnam as well as the joint study 

on nuclear policy development and localization of equipmen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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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to Vietnam. The Vietnamese delegation 

also visited institutions related to atomic energy to discuss with them bilateral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peaceful uses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major contents of the discussions are as follows:

1. Both sides agreed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on developing nuclear 

manpower in Vietnam including exchange of experts, in particular, in 

field of nuclear safety, nuclear power reactor and fu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adio-isotope and radiation, and nuclear research reactor as 

well as establishing a nuclear engineers training center in Vietnam.

    In tandem with this, both sides agreed that NTC/KAERI invites two 

instructors from VAEC for study of training management for one week in 

2004. And Vietnam side expressed strong support to Korean side in 

establishing the IAEA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at KAERI.

    Vietnam side expressed the high appreciation to the visit of Korean 

Nuclear Society (KNS), headed by Dr. Shin Jae-In, in July 2003 in 

Vietnam

2. Both sides discussed the promo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using 

nuclear research reactor including RI production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research reactor. And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meeting the potential RI, NDT and nuclear equipment market in Vietnam 

and to further discuss possible ways of the implementation of above 

mentioned activities.

3.  The Vietnam side requested the Korean side to support the     

Vietnamese pre-feasibility study for new nuclear research reactor. 

Korean side agreed to invite two Vietnamese researchers for the 

on-the-job training to participate in the KAERI's project for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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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epare for their pre-feasibility study on a new research 

reactor. 

4. Both sides discussed cooperation on the production and the use of 

radio-isotopes using cyclotron including nuclear medicine and 

radio-pharmaceutics. 

    Both sides agreed to appoint coordinators, respectively, in the application 

of nuclear health care through governmental contact point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carry out technical cooperation in timely and efficient 

manners.

      And both sides agreed that the Korean side dispatches KIRAMS's 

experts to Vietnam to discuss the details of Korea-Vietnam cooperation 

on the application of RI and radiation technology for nuclear health care 

and to invite experts from Vietnam to the workshop to be held at 

KIRAMS in 2003.

5. The Korean side provided the Vietnam side with Korean Atomic 

Energy Law and Decrees translated in English. And Korean side also 

agreed to help and support the Vietnam side of their study to enactthe 

Atomic Energy Law of Vietnam as well as th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radiation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radiation/radioactivity measurement.

6. The Vietnam side undertook to support the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CA Regional Office established in March 2002 at KAERI and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the IAEA program.

7. Pursuant to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MOST/ROK)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OST/SRV) 

for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concluded 

in February 2002, both sides agreed to facilitate and strengthen 

cooperative partnership through the Korea-Vietnam Joi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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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on Atomic Energy Cooperation (JCMAEC). 

      In accordance with this, the Vietnam side invited Dr.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OST/ROK and Presidents of KAERI, 

KINS, KIRAMS and KNS to Vietnam in near future in order to discuss 

the potential cooperative fields and activities in mid- and long-term bases 

between two countries in near future.

      Both sides agreed to hold second JCMAEC, December 2003 in Seoul 

and to further consult and discuss concerned agenda and topics of this 

meeting through the official channel. 

      Signed in duplicated in the English language, each copy being equally 

authoritative, in Seoul on 25 July 2003.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public 

of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 Chung 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 Vuong Huu Tan 

Chairma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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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Record of Discussion
on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7-23 February, 2002, Seoul

The Vietnam atomic energy cooperation delegation, headed by Dr. Vuong Huu TAN, 
Chairman of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aid an official visit to Korea at the 
invitation of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7 to 23 February, 2002.

Dr. Chung-Won CHO welcomed the Vietnamese delegation and expressed his desire to keep 
closer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atomic energy.

Dr. Vuong Huu TAN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warm welcome and well-made 
arrangements and the hospitality of the Korean side.

During the visit, Dr. Vuong Huu TAN and his delegation exchanged opinions with Dr. 
Chung-Won CHO, and visited organizations related to atomic energy to discuss with them 
bilateral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delegation's schedule is attached as attachment 
1.

The Major contents of the discussions are as follows:

1. Both sides exchanged their views on the atomic energy cooperative programs as 
listed on Agenda 5 of the protocol of the 2nd meeting of the Vietnam-Korea Joint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held on October 22, 2001 in 
Hanoi, and explained the current status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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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in the two countries. 

2. Acknowledging mutual benefits from an expansion of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twocountries and attaching importance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igned in Hanoi, on November 20, 1996 both sides 
conclude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MO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OSTE) for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a copy of which is also attached as attachment 2.

3. The Vietnamese side expla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formulation of their nuclear 
energy policy and the pre-feasibility study to be carried out in the near future on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Vietnam. Both sides, in this connection, 
agreed to keep close cooperative 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feasibility study 
among the relevant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4. The Korean side invited high-level decision-makers from Vietnam to attend the 2nd 
nuclear policy seminar to be held at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02.The Vietnamese side agreed to dispatch high-level 
decision makers who have the responsibility for building nuclear energy policy in 
Vietnam. 

5. The Vietnamese side asked the Korean side to give their suppor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luding short-term and long-term training (Master and Ph.D degree 
training)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Training Center in the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through providing materials and expert service.

6. The Vietnamese side asked the Korean side to assist the operation of the Joint Center 
between VAEC and Hanoi Health Service for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Health Care, and to accept agroup training at th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KCCH) 
in formulating a Project on establishment of a PET laboratory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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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Vietnamese side asked the Korean side to give their support in safety, effective 
utilization and life extension of a nuclear research reactor in the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in the pre-feasibility study for construction of new research reactor.

8.  Both sides agreed to conduct joint research in the fields of nuclear power, nuclear 
regul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through joint projects, as well as experts and 
information exchange.

9. Both sides agreed to hold joint committee meeting on atomic energy cooperation 
annually and Vietnamese side invited a Korean cooperation delegation headed by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OST to visit Vietnam in 
the second half of 2002. Korean side accepted the Vietnamese side's proposal and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invitation. Both sides agreed to decide the date and 
venu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10. Dr. Vuong Huu TAN, Chairman of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and assistance made by the Korean side. 
Both sides agreed to keep close, cooperative ties in the peaceful uses and development 
of atomic energy.

Done in Seoul, on February 22, 200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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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Dr. Chung-Won CHO
Director General
Atomic Energy Bureau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Dr. Vuong Huu TAN
Chairma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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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BETWEEN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MO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Desiring to expand their existing cooperation in promoting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Recognizing that the benefits of the expansion of their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 collaboration of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igned at Hanoi, on November 20,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Paragraph 1
BASIC PRINCIPLES

1. All cooperativ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2. The atomic energy-related organizations identified in Annex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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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ed to a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may carry out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The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3.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Sides, all costs resulting from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borne by the Side that incurs 
them.

4.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5. To facilitate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each Side will appoint a 
liaison officer who will man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The 
liaison officer will be the head, or a similar high-level offici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ach Side.

6. Either Side may hold a meeting for making cooperation plans, adjustment and 
assess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uch meeting will be arranged 
by liaison officers of the Sides.

7. Nothing in this Arrangement will alter or affect any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Sides or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aragraph 2
SCOPE OF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1. The areas of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a)  design, construction and uses of reactors;
    (b)  design, fabrication and uses of nuclear fuel and parts of reactors;
    (c)   production and uses of radioisotopes;
    (d)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tomic energy;
    (g   safeguards and physical protection;
    (h)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health care;
    (i)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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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ther areas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Sides in writing.

2.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ies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Paragraph 
will be subject to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volved in such activities.  Whenever a program of cooperation is establishe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ill designate a project leader to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program.

3.        Each project leader will report on the status and progress of its cooperative 
activities to their respective liaison officer.

Paragraph 3
FORMS OF COOPERATION

   Cooperation under this Arrangement may include:

   (a)  exchange of scientists, engineers and other specialists;

   (b)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  exchange of samples, materials, instruments and components;

   (d) organization of, and participation in, seminars and other meetings on mutually 
agreed topics in the areas listed in Paragraph 2 of this Arrangement; and

   (e) such other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Sides.

Paragraph 4
ASSIGNMENT AND EXCHANGE OF PERSONNEL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may assign or exchange 
scientists, engineers and other specialists as follows:

   (a)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propose an assignment or exchange of 
personnel by notifying the host Participating Organization and will provide the 
latter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ith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nel proposed for such an assignment o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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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select qualified personnel for assignment to, 
or exchange with, a Participating Organization of the other country.

   (c) The host Participating Organization may cooperate with assigned or exchanged 
personnel according to an assignment agreement concluded in writing with the 
sending Participating Organization.

   (d)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alaries, insurance, 
allowances, travel and living expenses of its personnel during their assignment or 
exchang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e)  Each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ll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 to the 
personnel of the other Participating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carrying out 
their agreed duties, finding adequate accommodation, and other work-related 
matters.

   (f) Assigned or exchanged personnel will conform to the rules of work and 
regulations of safety in force in the country of the host Participating 
Organiz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writing betwee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aragraph 5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The Sides and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may exchange information necessary 
to carry out this Arrangement.

2.  The Sides wi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or furnished in the course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and will be subject to ArticleVI of the Agreement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3.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will be provided in the written agreement when a program of 
cooperation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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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6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rrangement will come into effect upon signature and will remain effective for 
a period of five years. This Arrangement may be ext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Sides.  Either Side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giving six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Side.

2.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3.   The Sides may agree to continue joint cooperative activities, which have not been 
completed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rrangement until such 
activities are comple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rrangement.

Signed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18th day of February 200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MINISTRY OF SCIENCE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TECHNOLOGY AND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
Chung Won CHO, Director General            VUONG Huu Tan, Chairman
Atomic Energy Bureau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MOST                                                           MO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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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

TECHNICAL PROJECT FOR THE CO-OPERATION PROGRAMME O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 Description of Project:

1. Title of Project :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Radiopharmacy in Ho Chi Minh City

2. Time period: 2003-2006

3. Starting time: January 2003.

4. This project is related to scientific and technology fields:

            - Production of Tc-99m and radiopharmaceuticals labeled with 

Tc-99m.

        - Preparation of radiopharmaceuticals for palliation in cancer 

treatment.

5. Cooperation organizations:

[Korea side]

 Dr. HAN Hyon-So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NARO Center 
[Vietnam side]

               Dr. Le Van So

 Head of Radioisotope Department

      Radioisotope Department, Nuclear Research Institute, Dalat

II. Information on the project:

1. Research  situation and the co-operation reasons:

 - In Vietnam: The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have  studied on the 

preparation of Tc-99m generator and  radiopharmaceuticals labeled 

with Tc-99m and  153Sm-EDTMP for palliative purpose in the  cancer 

treatment . These products  were delivered for clinical use . Other 

radiopharmaceuticals are under being developed. 

    Because of  low power of our nuclear reactor , the supply of Tc-99m 

generators from Dalat  to hospitals in Ho Chi Minh c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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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olvable. To overcome this problem  a centralized radiopharmacy  

was planned to be set up in Ho chi Minh city, where three nuclear 

medicine centers  are  operating  with gammacamera systems. The 

production of Tc-99m  solution  using MEK extraction apparatus made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Mo-99 produced by (n, 
gamma) reaction in Dalat reactor  is forseen  as  an important  output of  this project.

2.  The goals and preconception results of the project:

- The goal of project is  the set-up of a centralized radiopharmacy  in 

Ho Chi Minh city for production of Tc-99m and radiopharmaceuticals 

labeled with Tc-99m.

- The results of the project is a centralized radiopharmacy equipped with 

a central , automatically operated Tc-99m extraction system and 

facilities for the radiopharmaceutical production.

3. The technology description of the project:

- A laboratory of 50 m2  area is designed ,constructed and installed with 

facilities and equipment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GMP.

- Main facilities and equipments to be installed are: 

1. Automatic Tc-99m extraction system ( MEK method)

2. Dose calibrator for radioactivity measurement.

3. Laminar hood cabinet

4. Lyofilizator (Freez dryer )

-  Procedure for Tc-99m production

   Mo-99 will  be produced at Dalat Nuclear Reactor or in HANARO ( 

Korea) reactor and transported  to Centralized Radiopharmacy in Ho 

Chi minh city. In this laboratory Tc-99m will be produced using an 

automatic  Tc-99m extraction system and  ready-injectable Tc-99m 

Pertechnetate solution will be delivered to the Nuclear medicine centers 

in the area of Ho Chi Minh city.

-  Procedure for radiopharmaceutical preparation.

    The radiopharmaceuticals will be prepared and labeled with Tc-99m  

basing on the licenced and approved process  specified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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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nancial assessment

- Laboratory construction  : 20,000 USD From Vietnam Government

-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radiopharmaceutical preparation:           

            25,000 USD  Already existed( moved from  Dalat  NRI)

- Automatic Tc-99m extraction system (MEK method) 

                    25,000   USD   From KAERI , Korea

- Dose calibrator                : 15,000  USD  From KAERI , Korea

- Spare part service            :   5,000  USD  From KAERI ,Korea

- Training and expert  service : 20,000  USD  From  KAERI ,Korea

                                             Total  :             110,000  USD

5. Implementation schedule

2003-2004:

          -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boratory.

          - Installation of main facilities and equipments.

2005-2006: 

   - Routine production of radiopharmaceuticals  and Tc-99m solution.

Time period Duty of Korea side Duty of Vietnam side

First year -Training support

-    Laboratory construction

-    Preparation of manpower 

     and   equipments & facilities 

Second year

Third year

- Supply of Tc-99m 

extraction system

- Expert mission, and 

supply  of special 

materials

- Scientist exchange

- Technical implementation 

- Scientist and experience 

exchange

- Production of Tc-99m and 

radiopharmaceuticals

Fourth year - Product exchange - Produc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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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

베트남 원자력관련 주요인사 명단

이름 부서 직위 전화번호 e-mail

❏ COMMISSION FOR ECONOM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C.P. VIETNAM
NGUYEN VAN DANG Vice Chairman 84-8-042692

❏ EVN

DANG HUNG Chairman 84-4-9343725

NGUYEN BUI HAI Expert 84-4-8257232 hainb@evn.com.vn

NGUYEN HUU DUYEN Deputy Director 84-4-8249509 duyennh@evn.com.vn

NGUYEN PHU GIA Director 84-4-9340700 gianp@evn.com.vn

❏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PHUNG VAN DUAN
Nuclear Engineering & 

Environmental Physics
Head 84-4- 8682542 pvduan@mail.hut.edu.vn

❏ HANVICO

HANG-HA RYU General Director 84-4-8232501 hanvicohanoi@fpt.vn

❏ HYDROMRTROROLOGICAL SERVICE OF S.R. VIETNAM

NGUYEN DAI KHANH International Cooperation Senior Expert 84-4-8264087 icd.hms@fpt.vn

❏ INST

DANG DUC NHAN Deputy Director 84-4-8362597 ddnhan@mail.vaec.gov.vn

LE VAN NGOC Senior Researcher 84-4-7561330 lvngoc@vaec.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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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TUNG SON NPC Deputy Director 84-4-756-1332 S.nguyen@mail.vaec.gov.vn

❏ IE

NGUYEN HUU THANH
Nuclear-Thermal Power plant 

& Environment
Chief 84-4-8522532 nhthanh@fpt.vn

NGUYEN HUYEN 

TRANG
Planning Department Deputy Chief 84-4-8523745

PHAM DINH THAI Head 04-8-523351

TO THI NGOC
Nuclear-Thermal Power plant 

& Environment
Manager 84-4-8525533 tctco@hn.vnn.vn

TRAN MANH HUNG International Cooperation Head 84-4-8529310 thn@fpt.vn

TRAN MINH KHOA Deputy Division Chief 04-8-5233351
vien.nangluong@bdvn.vnmail

.vnd.net

❏ ITRRE

HUYNH VAN TRUNG Director 84-4-8356115 httrung@fpt.vn

NGUYEN BA TIEN Purification Technology Center Director 84-4-8539270 nbtien55@lycos.com

NGUYEN LANH
Radwaste Management 

Section
Manager 84-4-8253493 lanh@aitcv.ac.vn

NGUYEN QUANG ANH Researcher 84-4-8354526

NGUYEN TRONG 

HUNG
Researcher 84-4-8354526

❏ MINISTRY OF INDUSTRY

TRAN MINH HU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 84-4-8-267988 hooptacquocte@hn.vnn.vn

PHAM MANH THANG Planning & Investment Deputy Director 84-4-8258161 dsmmoi@hn.vnn.vn

NGUYEN HOA Hameco Vice President 84-4-8584416 hameco@hn.vnn.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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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DO VAN GIAP Deputy Director 8044174 Giap@vista.gov.vn

❏ MOSTE

HOANG VAN HUAY Vice Minister 84-4-9343503 hvhuay@maste.gov.vn

THACH CAN International Relations Director 84-4-8228874

NGO CANH TUAN Director 84-4-8-220299

TRANUNG Director 84-4-8220298

LE DUNG International Relations Deputy Director 84-4-9439192 ledung@moste.gov.vn

Ph.D. TA DOAN TRINH cum. Secretary to Minister Deputy Director 84-4-8252970 tdtrinh@moste.gov.vn

NGUYEN TRONG THU Deputy Director 84-4-9438347 ntth@moste.gov.vn

VU XUAN THANH
Science & Technology of 

Industry Management
Deputy Director 84-4-8228875

PHAM VAN HUYNH

Executive Committee of 

Communist Party of the 

Ministry

Deputy Director 84-4-8261771 pvhuynh@moste.gov.vn

LUONG VAN THANG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 84-4-9435376 lvthang@moste.gov.vn

MAUNG MAUNG TIN Assistant Director
Technical Promotion 

& Coordination 
95-1-664233

dae.myatom@mptmail.net.m

m

BUI VAN QUYEN Southern Representative Office Head 84-8-8224525 bvquyen@hcm.fpt.vn

DANG XUYEN NHU
National Centre for 

Technologycal Progress
Vice Director 84-4-8251331 sinhhoc@hn.vnn.vn

NGUYEN XUAN 

BAOTAM
Senior Officer 84-4-9-343376 baotam@moste.gov.vn

❏ NA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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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CHI SANG Director 04-7643742 nguyenchisang@pmail.vnn.vn

❏ NATIONAL ASSEMBLY OF VIETNAM

LE DOAN PHAC
International Relations & 

Planning
Deputy Director 84-4-9-4230479

NGHIEM XUAN BACH Deputy Director 84-8046404
ubkhcnmt.qh@bdvn.vnmail.v

nd.net

TRAN NGOC HUNG
National Assembly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Vice Chairman 84-8-42836

VU MINH MAO Committee on Science Vice Chairman 84-8-42842 ubkhcnmt@hn.vnn.vn

❏ NISTPASS

DANG DUY THINH Vice Director 84-4-8261-056

HOANG NGOC COANH Head 8-259232

❏ NRI

DANG HOAN THANH
Administration & Personnal 

Dept.
Head 84-4-8344926 nghieptd@netnam.org.vn

NGUYEN CANH HAI Master 84-6-3829436 npdept@hcm.vnn.vn

NGUYEN MONG SINH Scientific Council of NRI Chairman 84-6-3822191 nrigovn@hcm.vnn.vn

NGUYEN THAI SINH ENG. 84-64-822191 reactor@hcm.vnn.vn

NGUYEN THANH BINH Deputy Director 84-6-3822191 environ@hcm.vnn.vn

NGUYEN NGOC TUAN
Planning & International 

Relations
Head 84-6-3821300 nrigovn@hcm.vnn.vn

NGUYEN NHI DIEN Director 84-6-3828620 nrigovn@hcm.vnn.vn

NGUYEN VAN NOI Planning & Inter. Affairs Head 84-4-8361432 nvnoi@mail.vaec.gov.vn

PHAM VAN LAM Deputy Director 84-6-3833439 nrigovn@hcm.vnn.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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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 DAI NGHIEP Vice Director 84-4-8362597 nghieptd@vol.vnn.vn

VO TAN THIEN
Planning & International 

Relations
Deputy Head 84-6-3821300

❏ PEOPLE'S COMMITTEE OF HO CHI MINH CITY

NGUYEN THIEN NHAN The 10th National Assembly Vice Chairman 84-8-8226335 thiennhan@bdvn.vnd.net

❏ VAN PHONG TRUNG UONG DANG CONG SAN VIETNAM

NGUYEN TAN PHAT Vice Director 080-82506

❏ VAEC

BUI VAN HUNG Director 2-56479

BUI VAN TUAN Vice Chairman 84-4-942-4230

DANG HOAN THANH Head 84-4-8-344926

DO NGOC LIEN Director 8-361172

HA VAN THONG Vice Director 84-4-8361138 hvthong@moil.vaec.gov.vn

HOANG DAC LUC Scientific Council Director 84-4-8431404 Hdluc@mail.vaec.gov.vn

HOANG HOA MAI Deputy Director 84-4-8-530818 hh.mai@eudoramail.com

HOANG THI THU HANG Int. 8-358-436 hangth@vol.vnn.vn

HOANG THI NHUNG
International Relations & 

Planning
Senior Officer 84-4-8256479 hq.vaec@hn.vnn.vn

HUYNH VAN TRUNG Director 84-4-7764072 httrung@fpt.vn

LE BA THUAN Director 84-4-8542312

LE DOAN PHAC
International Relations & 

Planning
Deputy Director 84-4-9423479

LE THI THOA Researcher 84-4-7561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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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VAN HONG Vice Chairman 84-4-9423349 lvhong@mail.vaec.gov.vn

LE VAN NGOC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 Technique
84-4-7561330 lvngoc@vaec.gov.vn

LUONG BA VIEN Director 84-63-822191 lbvien@hcm.vnn.vn

LUU ANH TUAN Senior Researcher 7-561332 luuatuan@eudoramail.com

NGUYEN BA TIEN Director 8-539270 nbtien55@lycos.com

NGUYEN DUC THANH Director 84-8-8-356568 NDThanh@mail.VAEC.gov.vn

NGUYEN DUY LAM
Biologist, Chemist, 

Head
84-4-7643418 ngduylam@vol.vnn.vn

NGUYEN KIEN CHINH Head 84-8-395748 ttkthn@hcm.vnn.vn

NGUYEN QUANG ANH Researcher 04-8354526

NGUYEN THANH BINH Deputy Director 84-63-822191 environ@hcm.vnn.vn

NGUYEN THI THIEU 

NGA
Researcher 84-4-8340204

NGUYEN TIEN NGUYEN
International Relations & 

Planning
Senior Adviser 84-4-8588853 vuanh@hn.vnn.vn

NGUYEN TRONG 

HUNG
Researcher 04-8354526

NGUYEN TUNG SON Deputy Director 84-4-756-1332 s.nguyen@mail.vaec.gov.vn

NGUYEN VAN DE Deputy Director 84-4-8256479

NGUYEN VAN NOI Head 8361432 nvnoi@mail.vaec.gov.vn

NGUYEN VAN SUC Ph.D 08-4-8361966

NGUYEN VAN VINH Chief 8356568 ttkthn@hcm.vnn.vn

NGUYEN VIET HUNG
International Relations & 

Planning
Deputy Director 84-4-9424396 vhung@vaec.gov.v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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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 HUU PHAT Chairman 84-4-9422756 thphat41@hn.vnn.vn

TRAN KIM HUNG Director 84-4-8251912

VU NHU NGOC Director 84-4-63835444 daltec@hcm.vnn.vn

VO TAN THIEN Deputy Head 063-821300 nrigovn@hcm.vnn.vn

VO VAN THUAN Director 84-4-7564825 vkhkthn@netnam.org.vn

VU DANG NINH Administrative Department Director 84-4-942-3434

VU VAN THI
International Relations & 

Planning
Manager 84-4-8561-574 itrre@hn.vnn.vn

VUONG HUU TAN Chairman 84-4-942-2756 vuonghuutan@hn.vnn.vn

❏ VIETNAM-HUNGARY ELECTRICAL MACHINERY MANUFACTURING COMPANY

HA DINH MINH Director 84-4-8823284 vihem@netnam.vn

❏ VINAGAMMA

NGUYEN QUOC HIEN Principal Scientist 8975922 vinagamma@hcm.vnn.vn

TRAN KHAC AN Director 84-8-8975921 vinagamma@hcm.vnn.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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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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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e tn am  A to m ic  Energ y  C o m m 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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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ir m a n
V ietn a m  A to m ic  E n e rg y  C o m m issio n  (V A E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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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ents

1. Organization Structure of Vietnam’s Nuclear-Related 
Institutions

2. Main Points in Vietnam’s Strategy of Atomic Energy 
Development

3. Present Status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Vietnam

4. Application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Vietnam

5.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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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anization  S tructure
of V ietnam ’s N uclear - R elated 

Institu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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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anization  S tructure o f V ietnam ’s 
N uclear-R elated  Institu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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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 an ization  S tructu re  o f V ietnam ’s 
N uclear-R elated  Institu tions (C ont’d )

I. V ie tnam  Atom ic  E nerg y C o m m ission  (V AE C )

V AE C  w as  es tab lished on  26  April 1976. S taff is  about 600 , o f w hich  m ore  
than  400 em ployees have educa tion  background  o f un ivers ity g raduates  
and h igher. 

V AE C  cons ists  o f:
• D epartm ent o f In te rna tiona l R e la tions and  P lann ing ;
• D epartm ent o f Adm in is tra tion  and  Pe rsonne l;
• N uclea r R esearch  Institu te  (N R I); 
• Institu te  fo r N uclea r S c ience  and  T echn ique  (IN ST );
• Institu te  fo r Techno logy o f R ad ioactive  and  R are  E lem en ts (IT R RE );
• C ente r fo r N uclea r T echn ique  (C N T);
• R esea rch  and  D eve lopm en t Cen te r fo r R ad ia tion  Techno logy;
• T echno logy A pp lica tion  and  Deve lopm ent C om pany.  

V AE C  has coopera tion  re la tionship  w ith  m ore  than 40  dom estic  nuc lear-
re la ted  institu tions  (R & D  Institu te s , Industry, Agricu ltu re , U n ivers ities , 
H ospita 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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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anization Structure of V ietnam ’s 
Nuclear-R elated Institutions (Cont’d)

VAEC  has the fo llow ing  functions:

T o form ulate directions, strategies, p lanning and plans for research and 
developm ent in the fie ld of nuclear energy in  V ietnam ;

T o conduct fundam enta l research, applied research on nuclear 
techniques, research on nuclear reactor technology and nuclear fuel;

T o partic ipate in the form ulation of law pro jects and regulatory docum ents 
in  re lation to nuclear energy;

T o carry out research, develop technical m atters o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T o plan and tra in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in the fie ld of nuclear 
energy;

T o undertak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 ld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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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 an ization  S tru ctu re  o f V ie tn am ’s  
N u c lea r-R e la ted  In s titu tion s  (C o n t’d )

V AE C ’ In fras tru c tu res  fo r R & D

• N uc lear R esearch  R eacto r in  D a la t;

• G am m a Irrad ia to rs  in  D a la t, H C M  C ity  and  H ano i;

• W aste  M anagem en t;

• S econdary S tanda rd  D os im e try Labo ra to ry (S S D L) in  H ano i;

• R ad ia tion  P ro tec tion  Labo ra to ries  in  H ano i, D a la t, H C M  C ity;

• N D T  Labo ra to ries  in  H ano i and  H C M  C ity;

• Iso tope  H yd ro log y Labo ra to ry in  H C M  C ity;

• E nv ironm en ta l Labo ra to ries  in  H ano i, H C M  C ity and  D a la t;

• A na lytica l Labora to ries  in  D a la t, H an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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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anization  Structure o f V ietnam ’s 
N uclear-R elated  Institu tions (C ont’d )

II. V ietnam  R adiation Protection  and  N uclear Safety 
Authority (V R P A)

• Estab lished in 1994, S taff: 8 p lus representatives at 61 
prov inces and cities

• Functions and D uties:
+ D rafting  of leg is la tive and regulatory docum ents on radiation safety;
+ Issuing license of radiation safety;
+ C arrying out inspection;
+ Adv ising the M O ST ’s M in is ter and the G overnm ent on a ll m a tters 

re lated to  rad ia tion safe ty.
• L im itation:

+ Shortage of m an-power;
+ L im ited technical supports; and
+ Insuffic ient lega l docum ents.

• VR P A’s organization is  now  undergoing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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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in  V iew p o in ts  in  
V ie tn a m ’s  S tra teg y o f   

A to m ic  E n e rg y D e ve lo p m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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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n  V iew poin ts in  V ietnam ’s  S trateg y o f   
A tom ic Energ y D evelopm ent

1 . V ie tnam ’s consis ten t po licy to  be peacefu l uses of a tom ic  energy on ly
V ie tnam  is  a  s igna to ry o f N uc lear W eapon  N on-P ro life ra tion  T rea ty (N PT ), 
s igned  in  1982; Sa feguards  Agreem ent, s igned in  1989 , Sou th  East As ia  
N uclea r-Free  Z one  T rea ty (SEAN FZ ), s igned  in  1995 , C om prehensive  
N uclea r T est Ban  T rea ty (C T BT ), s igned  in  1997 . 
In  add ition , o the r in te rna tiona l nuclea r-re la ted  trea ties have  been  under 
se rious conside ra tion  to  conclude.

2 . D eve lopm ent o f bo th  nuclear power and  non-po wer app lica tions
N uclear P ower:
• N uclear power sha ll be  deve loped  as be ing  one of the m ain  energy

sources o f the nation ;
• F irs t nuc lear power p lan t sha ll have  been pu t in to  com m erc ia l 

operation by 2017-2020 ;
• N uclear pow er sha ll be  so  p ro m oted  tha t its  share  is  s ign ifican t in 

na tiona l e lectric ity p roduction a fte r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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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n  V iew p o in ts  in  V ietnam ’s S trateg y o f   
A to m ic E nerg y D evelo p m ent (C o n t’d )

• N uclea r power shou ld  be  in itia lly  in troduced  based  on  com m erc ia lized  and 
p roven techno log ies , bu t a t the sam e tim e specia l im portance sha ll be 
a ttached to  s tudy o f new techno log ies o f be ing  sa fer, m ore econom ica l, and 
less re lease  o f rad ioactive  waste  w ith  the  a im  o f ga in ing  techn o logy se lf-
re liance  and h igh  loca liza tion .

• R e la ted  industries such  as m echan ica l, e lectrica l, e lectron ic , c iv il and 
chem ica l eng ineering , m anu factu ring , m e ta llu rgy, com m un ica tion  and 
transport, e tc . sha ll be  inves ted  and deve loped appropria te ly. 

N uclea r non -pow er app lica tions:

• A pp lica tion  o f nuc lea r techn iques and rad ia tion  techno logy sha ll be 
p rom oted and expanded  in  p rac tica l se rv ice  o f soc ia l and  econom ic secto rs 
such  as industry, food  and ag ricu ltu re , hea lth  ca re , env ironm en t, and  e tc . 
w ith  the  a im  o f increas ing  productiv ity, qua lity, e ffec tiveness, and  reducing 
p roduction  cost, a t the  sam e tim e be tte r con tribu ting  to  pub lic  hea lth  ca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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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n  V iew poin ts in  V ietnam ’s Strateg y of   
Atom ic Energ y D evelopm ent (C ont’d )

3. Safety to  be the top priority in  the application and developm ent o f a tom ic 
energy 

• T echnica l in frastructure for research, deve lopm ent and app lica tion o f 
a tom ic energy sha ll be strengthened and well deve loped;      

• Lega l in frastructure  for rad ia tion p ro tection  and  nuclear safe ty sha ll be 
form ula ted and  issued system atica lly and adequate ly.

4 . C ontinuous im portance and  specia l priority to  be a ttached to  hum an 
resource deve lopm ent

• A t present, the average  age o f those who are  work ing in  the nuclear-
re la ted fie lds is  ra ther h igh;

• Lack o f qua lified  experts  in  m any fie lds o f nuclear sc ience  and 
technology, especia lly in  nuclear eng ineering;  

• So , to  successfu lly carry ou t nuclear deve lopm ent program  in  V ie tnam ,     
hum an resource tra in ing o f both  quantity and  qua lity in  nuclear fie lds is 
both  urgent and long-te rm  requ irem ent in  V ie 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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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n  V iew p o in ts  in  V ietn am ’s S tra teg y o f   
A to m ic  E n erg y D e velo p m en t (C o n t’d )

5 . A  m odern  research  es tab lish m en t fo r nuc lea r sc ience  and  techno logy to  
be  bu ilt

• T h is  research es tab lishm en t shou ld  be  equ ipped  w ith  adv anced  fac ilities 
such  as a  new  research  reacto r, m u ltipu rpose  acce le ra to r, and  o the r 
spec ia lized  research  fac ilities .

6 . A n  independen t and  capab le  nuc lea r regu la to ry bod y to  be  esta b lished  to  
s treng then  and  ensure  effec tive ly s ta te  m anage m ent and  con tro l for 
rad ia tion  p ro tec tion  and  nuc lea r sa fe ty

7 . S tepw ise  se lf-re liance  on  nuc lea r fue l
• U ran ium  and  tho rium  resource s sha ll be  exp lo red  and  inves tiga ted to  

soon  de te rm ine  rese rv e , qua lity o f o res , ab ility to  exp lo it and  p rocess 
them , based  on  w h ich  a  p lan  to  u tilize  u ran ium  and  tho rium  re sou rces in  
se rv ice  of nuc lea r pow er p rog ram  sha ll be  m ade ;

• B ased  on  the  s tudy resu lt, a  de ta iled  roadm ap  fo r nuc lea r fue l loca liza tion  
sha ll be  m apped  ou t.

8 . N a tiona l in fras truc tu re fo r radw aste  trea tm en t and  m anage m ent to be  
soon  bu 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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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in View points in Vietnam ’s Strategy of  
Atom ic Energy Developm ent (Cont’d)

• A sufficient system of legal and regulatory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radwaste shall be formulated and issued. 

• A national permanent radwaste disposal site(s) shall be soon identified 
and selected in avoidance of future problems.   

9.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to be promoted in effective serv ic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IAEA;
• Special importance should be attached to well-developed nuclear 

powers;
• Traditional cooperative  relationships should be brought into play and 

enhanced;
•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stepped up.
10.  Special attention to be paid to fundamental research as the

underpinning for science and technology capacity building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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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Status of
N uclear Pow er D evelopm ent

in  V 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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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Status of Nuclear Pow er Developm ent in 
Vietnam

1.  M OI takes m ain responsibility for the Pre-FS on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Vietnam.  There are 12 m inistrie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re-FS

2. MOST is responsible for the formulation of Strategy of Atom ic
Energy Development in Vietnam (to be subm itted to the CPV’s 
Politburo in 2003)

3.  M OST is also responsible for elucidating som e im portant issu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 ent of nuclear power in Vietnam  (to be 
subm itted to the Government in 2003)

MOST has entrusted VAEC in collaboration with other M 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carry out tasks 2, 3

Task 3 is composed of 7 main issues



- 138 -

17

Present Status of Nuclear Power Developm ent in 
Vietnam (Cont’d)

Seven issues being studied by the VAEC:
1.  Planning and plan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up to 2030

• Determ ine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long-term  energy 
development planning;

• Schedule and plan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up to 2030 and 
beyond.  

2.  Nuclear power technology selection
• Advise the Governm ent on the aspects, such as selection of nuclear 

power technology for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transfer 
and localization of nuclear power industry.

3.  Ensuring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 Answer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on the issues of safety ensuring 

of NPPs to be constructed in Vietnam;
• Propos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safety of NPP to be 

constructed in the near future. 



- 139 -

18

Present Status of Nuclear Pow er Developm ent in 
Vietnam  (Cont’d)

4.  Treatment and management of radwaste discharged from nuclear power 
plants

• Study the problems concerning radioactive waste discharged from  the 
NPPs and the trend to deal with  these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the 
world, as well as in Vietnam.

5.  Man-power preparation for nuclear power pro jects
• Advise the Government to m ake plan on manpower developm ent for 

nuclear power program (project implem entation, R&D activ ities and 
regulation).

6.  Nuclear fuel potential in Vietnam
• Create a national database on uranium  and thorium  resources and 

strategy for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to serve nuclear power power 
program.

7. Organizational structure, policy, mechanism and necessary measure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gram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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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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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 NDT utilized for inspection of bridge piers, road and building foundations, 

weld defects, piping and concrete quality,...

• NCS: used for level gauge in oil & gas, and beer industries, thickness 
gauge in paper industry, mud density gauge, determ ination of ash content 
in coal, autom atic balance of coal in conveyer, quality control in cement 
production; application of low radioactiv ity and portable nucleonic gauges 
for optim ization of coal recovery, etc.

• TRACER: applied to determ ine the optimal m ixing of materials in glass 
production for light-bulb manufacturing, to investigate dam  leakage and 
underground water m oving, to study sedimentation at river estuaries and 
seaports, to enhance oil recovery in oil & gas industry, etc.

• Apply radiation technology for material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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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nt’d)

Health Care
• Produce and supply about 20 radio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I-

131, P-32, Cr-51 and Tc-99m) to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in the 
country,

• Repair and maintain nuclear medical equipment (CT, SPECT, GAMMA 
CAMERA),

• Render QA/QC services to X-ray machines, gamma therapy and nuclear 
medical facilities, and service of radiation protection,

• Transfer new techniques in nuclear medicine and radiation therapy to the 
country (e.g.. after-loading therapy),

• Sterilize medical products,

• Train personnel on radi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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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nt’d)

Agriculture
• Application of gam m a irradiation to plant m utation breeding, 
• Application of tracer techniques for optim ization of sowing and nourishing 

processes,...
• Apply radiation to food preservation

Environm ent 
• Apply nuclear and related analytical techniques to assess the existing 

status and pollution warning of different environm ental objects (soil, air, 
water).

• Survey natural and artificia l radioactive backgrounds caused by nuclear 
accidents and tests over Vietnamese territory.

• Utilize environm ental radioisotopes to study environm ent processes:
+ C-14: to date archeological objects and ground w ater.
+ Pb-210 and Po-210: to date reservoir sediment.
+ Cs-137: to study long range transport air pollution from  tem perate la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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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uclea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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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Field

Vietnam has attached speci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ion of research and application of nuclear
energy;
At present, Vietnam is the Member State of IAEA, RCA and FNCA;
VAEC is the representative agency of Vietnam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for Cooperation o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igned between Vietnam and Korea, 
China, Russia, India, Argentina;
In addition, VAEC has established close cooperation relationships 
with the JAIF, JAERI (Japan) and CEA (France), AECL (Canada);
During the recent years, nuclear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has been well developed. 
Main cooperation activities conducted in 2002 an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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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Field (Cont’d)

• 3 V ietnam ese experts attended  three m onth On-the Job-Training Course 
sponsored by KISTEP (Jan.- Apr. 2002);

• V isit of Dr. Vuong Huu Tan - Chairm an of VAEC, to Korea (Feb. 2002),
• V isit of Dr. Chung W on CHO  - D irector General of AEB, to V ietnam  (Jul. 2002)
• 5 V ietnam ese High-Level O fficia ls attended Sem inar on Nuclear Energy Policy 

(Oct. 2002);
• MO U for Co-operation on Nuclear Power Project signed by MO I (V ietnam ) and 

MO CIE (Korea) (Nov. 2002);
• V isit of V ietnam  Steering Com m ittee on Nuclear Power Developm ent to Korea 

(Mar. 2003);
• 2 V ietnam ese scientists participated in 6 m onth post-doctoral courses at 

KAERI under the sponsorship of RCA Regional O ffice;
• 1 Korean expert (Dr Y. M . Nam , KEARI) v isited and studied nuclear hum an 

resource of V ietnam ;
• 02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being conducted (1) ITTRE(VAEC)-KIGAM 

cooperation on treatm ent and processing of rare-earth ores in V ietnam ; (2) 
ITRRE (VAEC)-Busan University cooperation on treatm ent,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bentonite in V ie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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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F ield  (Cont’d)

• It is expected that 04 V ietnamese experts will be accepted to a ttend 
RCA-KO ICA Nuclear Medicine Internship T raining Course (O ct. 2003); 
and 02 V ietnamese experts to participate in KAERI New Research 
Reactor Program;

V ietnam  strongly supports the leading role of Korea under RCA 
fram ework and RCA R egional O ffice in Korea;

V ietnam  highly appreciates Korea’s achievem ents and 
experiences in the developm ent of nuclear energy. 

W e do hope and believe that the nuclea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will play a very im portant role in the 
developm 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V iet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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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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