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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조달시장을통한
원자력수출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수
출 포화 상태에 이른 지

금,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기 위해 골몰하

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수출 강국들 틈바구니에

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운

이때, 원자력 기술 수출도 예외 없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

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

돌리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국제

기구조달시장에눈돌려볼때다. 

대표적인 국제 기구 조달 시장인

UN 조달 시장을 비롯해 국제 기구

조달 시장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시

장이다. 

국제 기구 조달 시장의 장점은

무엇보다도‘100% 확실한 시장’이

라는 데 있다. 선정까지의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납

품 업체로 선정되면 오랜 시간 마음

놓고물건을댈수있다. 

또한 수출 대금 결제가 확실해서

자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없다. 부

가가치세가 환급되고 관세도 면제

된다는것은부차적인장점이다.

우리나라에도 과감하게 국제 기

구 조달 시장을 뚫어 성공한 기업들

이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업체가 콘돔 생

산 업체인 유니더스. 유니더스는

UN 조달 시장을 이용해 성공적인

사례를 일궜다. 유니더스가 국제 기

구 조달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일

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으로물량을확보하기위해서 다. 

유니더스는 현재 UNFPA(유엔

인구기금), PSI(국제인구협회)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해 전 세계 100여

개나라에수출하고있다.  

텐트를만드는중소업체캬라반.

이 또한 UN을 통해 비약적인 성공

을 일군 사례다. 캬라반의 UN 진출

은 2003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UN 본부가 실시한 평화유지군

숙소용 텐트 입찰 경쟁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13개국 14개 기

업들을 물리치고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그 당시 수출 실적은 230만 달

러. 품질에 만족한 UN이 추가로국제기구조달시장에눈돌리자

<그림>  UN 조달 시장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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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 달러의 계약을 의뢰해왔고,

2006년까지 총 700만 달러의 납품

물량을확보했다. 

이렇듯, 어렵게만 생각해온 국제

기구 조달 시장 수출은 결코 멀기만

한 얘기가 아니다. 품질에 자신이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 눈돌려볼 만

하다. 

원자력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IAEA를 통한 진출을 눈여겨봐야

한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과 연

구, 기술 지원뿐 아니라 원자력 상

품‘시장’으로서의 IAEA의 역할

또한크기때문이다. 

IAEA는 회원국만 130여개가 넘

고 연간 조달 규모가 2천5백만 불

에 이르는, 그야말로‘거대 시장’이

다. 

원자력 연구,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안전 장치 마련, 재료 및 장비

와 설비 제공 등에 쓰이는 수많은

원자력 기자재가 바로 상품이 되는

것. 

IAEA 시장에 들어가는 일은 무

척이나 까다롭다. 이는 원자력과 핵

관련 기자재 등의 민감한 성질 때문

이다. 

IAEA가 이들 아이템을 조달할

때 다른 UN 기구와 달리 홈페이지

에 별도 공지를 하지 않고, 자신들

이 보유하고 있는 벤더 리스트에서

골라 입찰을 권유하는 방식을 택하

는 것도 바로 그런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다. 

IAEA의 조달 품목은 실험실용

관련 장비, 방사능 모니터링 장비,

방사능 이용 의료 기기를 비롯해 보

안 및 통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

퓨터 및 매뉴얼과 각종 계측 장비

등거의모든부분에걸쳐있다. 

또한 물품과 장비뿐 아니라 특수

장비 관리 및 보수, 건축, 정보 시스

템(MIS), 각종임차서비스등용역

과 서비스 부문에도 관여한다. 원자

력의 처음과 끝에 거의 관여하고 있

다고해도틀리지않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IAEA 조달시장에참여해야한다.

IAEA의 구매 부서는 일상 용품

(사무용품 및 일반 비품 등) 및 안

정 장 치 구 매 를 담 당 하 는

Procurement and Supply Section

(SF : Safe Guard) 부서와, 현장의

필드 리서치 부문 물품 구매를 담당

하는 Field Procurement Section

(TC : Technical Coo-peration)

으로나뉘어져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앞선

기술력을 내세운 TC 분야의 진출

이 유력하다. IAEA 본부에서 쓸

물품의 경우, 품질 보증 및 사후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

한 요건으로 작용해 해당 지역 공

급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

문이다.

IAEA 공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

리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어렵다. 

현재 IAEA 벤더 리스트에 올라

원자력의새로운시장, IAEA

<표 2> IAEA 조달시장진출시유의사항

○ 워낙 다양한 인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SO 인증 및 IAEA가

제시하는 safety regulations를 충족해야 함.
○ IAEA 본부에서 사용될 물품 공급의 경우 품질 보증 및 사후 서비스 제

공 가능 여부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로컬 공급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 상대적으로 기술로 승부가 가능한 TC 분야가 유력함.
○ 견적서 제시시 모든 항목들이 어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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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업체는 총 6,000여 개. 하지만 5

년 이내에 계약 수주 실적이 없을

경우자동으로이름이지워진다. 

따라서 일단 벤더 리스트에 등록

한 뒤 5년 안에 계약을 따내야 한

다. 

현재까지 IAEA 조달에 참여한

한국 업체의 등록 현황(FPS 분야)

은 총 7개 회사. Daebo Machinery

Engineering, EB TECH, ESEL

TechTra, 한국전력(KEPCO), KM

Tech,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삼 유니텍등이다. 

전자가속기 생산업체인 이비테

크(주)는 이 분야의 수출에 있어 대

표적인업체다. 

최근 이비테크는 IAEA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아 10만 불 가량을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경

험에서나온값진결과다. 

이비테크는 1990년대 말부터 중

국 시장에 전자가속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가속기뿐 아니라 구조

물 설계를 제공하고, cable han-

dling system과 같은 주변 설비를

같이 묶어서 고객들에게 turn-key

방식의 설비 공급을 제안하는 차별

화전략으로성공을거두고있다. 

이렇듯 국제 원자력 시장은 무궁

무진하지만, 까다로운 첫 관문을 통

과하는 것이 어렵다. 정보력이 약하

고 해외 시장의 경험이 적은 중소

업체들은 특히 이 부분을 어려워한

다. 

IAEA를 뚫기 위해 염두에 두어

야할몇가지유의사항이있다. 

우선 전 세계에서 통하는 품질

인증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인

증은 ISO 인증. 또한 IAEA가 제시

하는안전규제를충족해야한다. 

견적서를 만들 때는 모든 항목들

을 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기본

이다. 

마음은 굴뚝같으나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기관에도움을청해보자. 

KOTRA도 국내 업체의 국제 기

구 조달 시장 참여를 거들고 나섰

다. KOTRA는 2000년대 초부터

해외 정부 및 국제 기구 조달 시장

을전략적목표로설정해왔다. 

국내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 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하다.

좀 더 전문적으로 원자력 분야의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원자력수출

지원단 (www.atomxport.com) 의

문을두드리자. 

원자력수출지원단은 앞으로

IAEA 조달 시장의 등록 창구 역할

을 적극 떠맡는다. 지금까지 5개 회

사의 신청서를 받았고, 더욱 많은

기업들의신청을기다리고있다.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

해 국내 원자력 기업의 진출을 지원

하고, 아울러 원자력국제기구와의

긴 한 협조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은 최대 강점인 앞선 기술

력으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협력

기구들은 기업들이 접하기 힘든 해

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손잡아야한다. 

우리 기업들의 미개척 분야로 남

아있는 국제 조달 시장. 어려워 보

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성공 사

례를 살피고, 필요 조건을 충족하

는 노력을 통해 국제 기구 조달 시

장이라는 꿈의 시장에 적극 진출하

자.

다양한지원과협조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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