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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전자조달 개요

가. 정부 전자조달 추진연혁

(1) 정부전자조달의특성

정부조달은 2003년도 기준으로 연간 74조원에 달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GDP의

11%를상회하는거대시장이다. 전자상거래의형태로

구분해 본다면 e-프로큐어먼트와 e-마켓플레이스의

성격을모두지니고있다. 

특정 기관이 소요하는 물품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e-프로큐어먼트의 성

격이강하며, 보다개방된시장과거래상품의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e-마켓플레이스의 성격이 크다. 그

러나정부가추진하고있는전자조달의모델은e-마켓

플레이스의 성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범정부적인 전자조달사업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사업은 중개형 e-마켓플레이스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수있다. 

조달청은자체적으로연간20조원규모의조달행정

을 집행하는 대규모 구매기관인 동시에 G2B라는 공

공e-마켓플레이스의운 자이기도하다. 이러한특성

은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전자조달사업의 모

습을이해하는데단초를제공한다. 

물론 국방부나 한전 등 특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관

리등e-프로큐어먼트의요소가부문별로강하게요구

될수있다. 그러나대개기관의일반적인조달행정은

국가계약법령등 단일화된 제도하에서표준화되고 공

개적인 업무 처리절차가 중시되며, 업체 정보의 공동

이용등관련컨텐츠의통합이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다수의 공

급자인 조달기업이 하나의 시장에서 만나는 e-마켓플

레이스의 모델 정립이 가능한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조달청은 전체 공공조달의

30%(금액기준)를 점유1)하는 계약 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와 자체적인 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업체 정보, 다양한 계약기법, 상품 및 가격 정보를 이

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운 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

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G2B를 통하여



서비스하고있다.

(2) 추진경과

정부는 공공조달에 전자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조

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의

e-비즈니스를 촉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

가종합전자조달(G2B) 사업을추진하 다. 

전자정부 11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한 이 사업은

‘혁신계획 수립용역’(2001.7~2002.1)과 시스템 구

축사업(2002.3~2002.12)을 통해 조달 단일창구

(Single Window)의 구축과 관련 제도 개선, 개선된

프로세스에 따른 조달업무의온라인화를 목표로 하

으며, 각종 전자서식과 UNSPSC 체계에 따른 신 목

록체계도입등시스템표준화를추진하 다. G2B 시

스템은2002년10월전자정부사업중최초로서비스

를 개시하 으며, 전 기관, 전 조달업무를 대상으로

24시간×365일국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G2B사업은 주요 기관별로 추진되어 온 전자조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정보화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달기업에게 조달정보를 통합 제공

하고 온라인 일회등록창구를개설함으로써관청을 방

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즈니스 정보 획득의 편의를 증

대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조

달업체의 e-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고, 각종 표준 전

자서식에 따른 기업 내부 업무 자동화에 기여하는 것

을또다른목표로하고있다. 

G2B사업 이전에도 주요 조달기관별로는 자체적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 하여 왔다. 조달청은 1996년

조달EDI 시범사업부터 공공기관의 계약요청과 이에

따른내부업무처리를EDI에의해수행하기시작하

으며, 1998년에는행정용품(MRO)에대한인터넷쇼

핑몰을 구축해 소비자인 공공기관이 클릭 한 번으로

물품의 구매가 가능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어2000년에는기존EDI 방식을전자서명과XML

문서를 통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체제로 전면 개

편하고, 2000년 11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을 시작으

로 2001년 3월 조달 E-Mall, 2002년 1월에는 전자

계약등공급자용시스템구축을완료하 다. 이를통

한 내부업무의 전자조달 비율은 2002년도에 90%를

기록하 다.  

한편 국방조달본부는 1996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을 구축해 개방형인 DPA 전자조달시스템과, 내부 폐

쇄망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원하는 국방조달관리

정보체계(DPAMIS)를 구축하 고, 2001년 4월부터

는전자입찰시스템을운 중에있다. 

또한 자체 조달물량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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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수요기관으로부터물품이나공사·용역등의계약의뢰를받아대행하는업무를수행하며, 특히수요가빈번한사무용품(MRO), 관급자재등의경우
단가계약을체결한후자체쇼핑몰을통해수시로수요기관이이를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이를통한공급금액이연간20조원수준에달하고있다.

<그림 2-6-1> G2B의 고객 접속시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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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이 진행되었는데,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입찰을 운 2)하고 있으며, 몇몇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도 소규모 전자입찰시스템을 개발하

여 운 한 바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2001년부터 도

입되었던 전자입찰시스템은 시스템 유지보수의 곤란,

업체편의를위한시스템통합요청지속, 중복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문제 등으로 인해 G2B시스템으로 모

두전환되었다. 

G2B사업은국민의정부역점사업인전자정부사업

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조달업무를 온라인화, 자동화

하는데중점을두어사업을추진하여왔다. 그러나조

달청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전

자정부 추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서비스 혁신을 추

진하 다.  

우선 2003년 12월 비상재해에 대비한 백업센터의

구축을 통해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주전산실의

파괴에도 4시간 이내에 서비스 복구가 가능토록 함으

로써 모든 공공조달이 보다 안정성 높은 기반 하에서

운 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 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객지향적 나라장터 서비스 고도화 사업’(2003.

9~2004. 8)을 추진하 다. 이를 통해 단순한 거래

처리의 자동화 뿐 아니라 각종 통계, 상품 및 가격정

보 등 조달에 유용한 컨텐츠를 확충함으로써 공공기

관의 담당자가 G2B에 접속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

품을 계약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과 수단을 알려주는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역할을강화하 다. 

특히, 국가기관중선도적으로CRM 시스템을도입

하여홈페이지중심의단순서비스가아닌모바일, 전

자우편, 팩스등을포함한다양한경로를통해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선하 다. 아울러지난3월부터공공기관최초로고객

과 상담원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음성, 문자 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웹 콜센터를 운 하여 대전시, 한전

등 다른 공공기관은물론 민간기업에서도벤치마킹의

대상이되고있다.

이외에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유비

쿼터스 전자조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U-정부

구현에도 앞장서, 2004년 3월부터 G2B에서 제공하

는입찰정보를PDA를통해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

는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2004년하반기에

는 이동이 잦은 기업인의 입찰참가 편의를 위해 노트

북, PDA 등을통한무선전자입찰을시범서비스할예

정이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현황

(1) 국가종합전자조달의기능

G2B는 조달청 및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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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같이자체적인전자조달시스템을보유한기관은국방조달본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등7개
기관으로G2B시스템에연계되어있다. 

<그림 2-6-2> 고객과의 화면공유를 통한 실시간 상담화면



나의 창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단일창구이다. 공공기

관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집

행하는 입찰, 견적요청, 계약, 지급 등의 업무를 G2B

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범위로 구분하면, 물

품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포

괄하며, 계약의 요청에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지

급, 쇼핑몰을 통한 미리 계약된 상품의 원클릭 구매,

견적요청 및 비교견적 등 전체 조달업무 처리절차를

수행할수있다. 

물론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대규모 조달 외에 견적

처리및직접주문등이가능한소액구매까지모든형

태의 공공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6여만 품목의

전자 카탈로그를 구축하여 이를 공공기관 및 조달업

체에게 제공하고 조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핵심적인입찰을중심으로한G2B를통한

업무처리흐름도는<그림2-6-3>과같다.

조달청이 계약 의뢰를 받아 집행하는 조달업무에

대하여도다른공공기관과동일하게G2B를이용하여

집행한다. 결국 조달청의 발주계약 역시 다른 공공기

관과 동일하게 G2B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의미에서G2B는조달청을포함한모든공

공기관에 전자조달과 관련한 시스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ASP 역할을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이용

자는 인터넷 상에서 G2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

조달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기관은

앞서 얘기한 국방조달본부 등 7개 자체 전자조달시스

템보유기관이다.

기업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모든공공기관을대상

으로 단일창구로 서비스되고 있다. 조달청에만 등록

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면허수첩 등 입찰자격 관련 정보도 최초 등록

시한번만제출하여확인받으면된다. 

또한G2B에만접속하면모든공공발주정보를확인

하고입찰에참가할수있다. 이는자체조달시스템을

보유한 7개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는 자동으로 7개 기관과 공유되어 동

일한 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해당

기관의입찰에참가할수있으며, 이들기관에서발주

하여 공고된 정보는 자동으로 G2B에도 공개되고 있

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의구성

G2B는이용자에게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

여53개외부시스템과연계하고있다. 53개외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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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G2B를 통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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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중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이나 표준전

자결재시스템과같이 각 기관의 내부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이중입력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과 금융결제원의 지불시스템, 공인인증기관, 시설 관

련 협회 등 정보공유와 외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가있다. 

조달청이 G2B 지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 기

능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는 해당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물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외부시스템 연계 현황은 <그림

2-6-4>와같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조

달행정은특히회계업무의일부로서행정적근거와문

서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중시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그림2-6-4>에서볼수있는복잡한연계도는단순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정보가

국제표준에 따른 ebXML 문서에 인감과 동일한 효력

을갖는공인전자서명이된채로유통되고있다. 

이러한 특성이 일찍부터 조달청이 공인전자서명이

나 문서표준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 간에 유통되거나, 거래주체 간에 주

고받는 모든 데이터는 전자문서 및 PKI 암호화 기술

을 이용한 전자서명 기반 하에 움직임으로써 철저한

보안과책임소재가명확한시스템으로정착되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거래실적

가. 이용기반 및 이용행태

G2B는서비스를개시한2002년10월부터2004년

10월까지 25개월 간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기간중 모두 31만9,000여건의 발주정보(입찰 및 수

의)가 공개되었고, 57조4,000여억원이 전자입찰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되었

다. 2만7,000여개 공공기관의 4만6,000여명, 10만

8,000여개 기업의 13만4,000여명이 공인인증서를

받아 나라장터를 이용 중에 있으며, 2004년 들어 하

루 평균 10만명(연인원 1,954만명, 총 4,273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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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G2B 외부시스템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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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해업무를처리하고있다. 

G2B 이용과 관련한 두드러진 특징은 업무지원 시

스템으로서의특성이다. 웹전문조사기관인(주)메트

릭스가 2003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30개) 웹 사

이트 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3)를 보면, G2B는 상대

적으로적은사용자가수시로방문하며, 한번방문할

경우오랜시간을머무르고있다. 순수방문자수에서

는 15위 수준이나, 1인당 방문횟수, 1인당 접속화면

수, 1인당 체류시간은 현격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

다. 또한전체방문횟수및전체접속화면수에서는2

위를 차지하 다. 이는 각 기관이나 기업의 조달업무

담당자가 하루 종일 G2B에 접속하여 담당업무를 처

리하고있음을의미한다. 

나. 세부 이용실적

(1) 입찰공고및전자입찰실적

입찰은 공공조달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프로세

스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3,000만원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 1억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공개경쟁

입찰을통해계약자를선정한다. 25개월간G2B를통

해모두31만9,000여건의발주정보가공개되었는바,

이중 21만5,000여건이 전자입찰이었고, 국내입찰 중

전자입찰의비율은92.3% 다. 

또한 특허 등의 이유로 특정업체와 일대일로 협상

하는 수의계약도 4만3,000여건이 공개되었다. 국방

조달본부 등 7개 자체 조달시스템 보유 기관 정보가

연계되어 공개된 통합공고 건수는 3만9,000여건이었

다. 현재 G2B를 통한 G2B 입찰공고는 법령상 의무

사항이다.4) 이에 대한 세부 이용내역은 <표 2-6-1>과

같다.

입찰공고기준으로연간이용추이를보면예산배정

이전인 연초나 휴가철 등엔 발주가 감소하 다가 신

규공사 발주가 늘어나는 봄철이나 연말에 이용이 증

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한세부이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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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상반기중앙정부기관사이트트래픽분석, (주)메트릭스뉴스레터, 2003.7 
4) 2003년8월부터특정조달에관한특례규정상국제입찰도G2B 공고가의무화되었다.

전체공고 통합공고 G2B 이용공고(ASP) 전자입찰비율(E/D)

(A+B+C+D) (A) 수의공고(B) 국제입찰(C) 국내입찰(D) 전자입찰(E)

319,139 39,782 43,753 2,554 233,050 215,108 92.3

<표 2-6-1> G2B를 통한 발주정보 공고실적(2002.10~2004.10)

<그림 2-6-5> 월별 입찰공고 실적(2002.10~2004.9) 단위 : 천건

전체공고수 나라장터이용공고수 전자입찰공고수

35

33

35

2002년
4사분기

24

27

20

2003년
1사분기

35

32

23

2003년
2사분기

33

29

22

2003년
3사분기

45

40

31

2003년
4사분기

40

35

28

2004년
1사분기

48

40

31

2004년
2사분기

39

31

24

2004년
3사분기

50

40

30

20

10



역은<그림2-6-5>에자세히나와있다.

전체 공고중 전자입찰의 이용실적은 다음 <표 2-6-

2>와 같다. G2B 이후 총 22만3,361건 전자입찰에

3,375만6,325명이 참가하 으며, 44조 5,908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중 건수 기준으로 볼 때 7.4%

만이 조달청이 집행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92.6%는

조달청외기관이자체적으로집행한입찰이다. 

참고로전자입찰의경우에는 2001년부터운 되던

구 시스템(GoBIMS)을 확대 개발하여 구축하 는

바, 2001년이후G2B 시행이전까지도모두1,700여

개 기관의 6만여건 입찰에 935만여명이 참가하고 13

조4,000억원 상당을 구매한 바 있다. G2B는

GoBIMS에 비하여 업체 일회등록 및 자체 조달시스

템 보유기관 연계, 각종 코드, 전자문서 등의 표준화

와성능개선이이루어졌다.

(2) 인터넷쇼핑몰이용실적

전자입찰 외에 G2B의 핵심적인 기능중 하나가 정

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행정용품 등의 수시공급이

다. 조달청은중앙조달기관으로서PC나사무용책상,

캐비넷 등의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규격을 정하여 단가

로계약해놓고수요가발생한기관이연중아무때나

인터넷쇼핑몰을통해한번의클릭만으로상품을구

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급 상품은 때에 따라 다

르나 현재 2만개 이상의 품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고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공급실적은 지난 25개월간

모두 95만6,868건에 12조8,532억원으로 전자적 처

리 비율은 98.1% 수준이다. 이의 실적은 <표 2-6-3>

에서자세히볼수있다. 모두97만5,125건중98.1%

가쇼핑몰을통해처리되었으며, 1.9%만이종전과같

이종이문서로요청받아처리되었다. 

인터넷쇼핑몰의경우에도 2001년 3월부터운 되

던 구 시스템(E-Mall)을 확대 개발하여 구축하 는

데, G2B 시행이전까지18개월간모두51만여건에5

조8,000억원 상당을 공급한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의 경우에도 국제표준에 따른 UNSPSC 분류체계 도

입등표준화와성능개선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

획기적인 공급확대가 이루어졌는 바, 2002년 동기대

비 건수는 42.5%(월평균2만7,058건→3만8,566건),

금액은 72.7%(월평균 2,542억→4,390억) 증가하

다. 특히 도입 초기인 2002년 10월 89% 던 인터넷

쇼핑몰 공급비율이 2004년 10월에는 99%로 올라가

는등완전정착되었다.

(3) 기타이용실적

전자조달은전자입찰이나인터넷쇼핑몰을통해온

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으나, 이를 위한 주요 서류들의 감축 효과

또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에 있어서

주민등록증과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자등록증의경우

과거입찰참가, 또는부대서류제출등에있어건건이

제출하는 서류 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G4C)와연계하여입찰참가자격등록시자동으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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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금액(억원)

전체(A) 전자(B) 비율(B/A%) 전체(A) 전자(B) 비율(B/A%)

975,125 956,868 98.1 135,522 128,532 94.8

<표 2-6-3> G2B를 통한 쇼핑몰 공급실적(2002.10~2004.10)

구분
입찰건수 입찰참가자 입찰금액
(건, %) (명, %) (억원, %)

공공 물품 36,905 126,042 10,024

기관* 공사 138,758 31,360,056 317,188

용역 31,062 970,798 33,269

소계 206,725 32,456,896 360,481 

(92.6) (96.2) (80.8)

조달청 물품 12,482 74,734 12,440

공사 3,597 1,201,958 71,469

용역 557 22,737 1,518

소계 16,636 1,299,429 85,427 

(7.4) (3.8) (19.2)

전체 물품 49,387 200,776 22,464

공사 142,355 32,562,014 388,657

용역 31,619 993,535 34,787

합계 223,361 33,756,325 445,908

(100.0) (100.0) (100.0)

<표 2-6-2> G2B를 통한 전자입찰 집행 실적(2002.10~2004.10)



인하고있다. 이제더이상기업들은공공기관과거래

하기위하여같은서류를중복제출할필요가없게되

었다. 

G4C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이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등이 있으

며, 그외에도6개시설관련협회, 6개공인인증기관,

11개 보증사 등과 협력하여 전자조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공유하고있다. 

또한 입찰서 등 외에도 물품의 납품 과정에서 필요

로 하는 납품확인요청서(검사검수요청서 등), 납품확

인증(물납 수증등), 대금청구서등도자동화하여이

런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된 건이 25개월간 100만

여건에달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기대효과

가. 정성적 기대효과

G2B 사업을 개시할 때 최우선적인 효과는 조달행

정의 투명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 다. 공무원과의 대

면 업무처리가 감소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한 업

무처리로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축소될 뿐 아니라, 모

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자동 공개됨으로써

조달행정의투명성이획기적으로제고될수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수

의계약의 공개범위와 경쟁방식의 확대이다. 700여개

기관의 4만3,000여건의 수의계약이 인터넷에 공개되

었는바, 만일수의계약에이의가있는기업은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

개할 만큼 발주기관들이 투명성에 자신을 갖고 있다

는점을알수있다. 그러나, 더욱괄목할만한것은종

전 같으면 견적서를 받아 처리되었을 소액 수의계약

이 전자수의(견적입찰) 방식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

로집행되었다는점이다. 

서울시를 시발로 지방자치단체부터 확산되기 시작

한 전자수의는 올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까지확대되

어 5,000개 기관 이상이 이용중에 있다. 3,000만원

미만물품및용역, 1억원미만공사등에주로허용되

었던 수의계약이 경쟁의 방식으로 집행됨으로써, 기

관별로차이는있지만단1,000만원짜리공사계약도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집행된 건은

전체 전자입찰의 49%인 9만9,000여건에 달하며,

1,250여만명이 과거에는 실에서 처리되고 알 수도

없었을수의계약에인터넷을통해참가할수있었다. 

이러한 효과 외에도 G2B는 UN 공공서비스혁신상

을수상함은물론, UN 주최‘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등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전자정부수준을해외에널리알리고, 이를통해우리

나라의국제적위상을제고할수있었다. 또한입찰서

등자주사용되는전자문서15종을국가표준화함으로

써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 업무를 개발하거나, 민간이

공공부문과 연계할 때 훨씬 용이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 다. 이러한 효과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민간전자상거래의발전에주춧돌이될수있다.

특히 조달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공인전자서명이

정착됨에 따라 민간의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주식거

래, 인터넷뱅킹등에있어공인전자서명이확산된것

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만여개의기업이인증서를이용하여정부와전자적

으로거래한경험을갖게되고, 정보화마인드가확산

됨에 따라 민간에서의 전자적인 거래도 한층 더 신뢰

성을제고할수있게될것임은물론이다. 

또한 UNSPSC 체계를 신규 도입한 e-카탈로그는

46여만개 품목에 대한 상품 및 규격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B2B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하여 국내 모

든 상품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모든 국내 전

자카탈로그가표준화될수있다면, 이로인한비용절

감및표준화효과는매우클것으로기대하고있다. 

나. 정량적 기대효과

G2B 추진과정에서 수행된 사전컨설팅 결과 G2B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연간 3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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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이는 관청 방문에 따른 교통비 및 시간비용 절

감효과, 공공기관의 수작업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비

용절감효과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이에대한구체

적인 검증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다

음의 사례에서 이러한 성과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고본다.

입찰참가와 관련한 현황을 보면 시설공사의 경우

연간 300건 이상 참여한 업체가 1만8,596개로 전체

참가자의35% 수준이다. 가장많이참여한업체는경

기도안양의모건설업체로1년간총3,572건의전자

입찰에 참가하 다. 이는 휴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9.8회 입찰에 참가한 엄청난 숫자다. 이외에도 총

4,733개 기업이 연간 1,000건 이상 입찰에 참가하

다. 물품공급 업체는 973건, 기술용역 950건, 일반용

역은 81건을 참가한 기업이 업무별 최다 참가 기업이

었다. G2B가 없었다면 앞에 말한 시설업체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1년에 3,500여건의 출장을 다녀와야

했을 것이고, 이와 같이 3,375여만명이 인터넷을 통

하지 않고 직접 입찰장을 방문할 때의 경제·사회적

비용은이루말할수없었을것이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남 여수시의 경

우 모두 1,088건의 입찰에 15만3,329명이 참가하

는데, 이들 모두가 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등

을 구비하여 김천시청을 방문하 다면 역시 휴일을

포함하여하루평균420명의접수를받아야했을테니

그업무처리부담은짐작하고도남음이있다.

이상의효과들은전자상거래가거래당사자의비용

절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성과라고할수있으며, 연간68조원에달하

는 공공조달의 성과가 장차 민간부문까지 파급될 때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을 것인가

는말할필요도없을것이다.

4. 향후 발전계획

이제G2B는공공조달업무에서는없어서는안되는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 되었다. G2B 시스템이 파손

되거나 장애가 발행할 경우, 재난에 버금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

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 단일창구로 정착된 G2B 시스

템의 안정적인 운 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G2B가이용자에게보다편리하고조달행위를효율적

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기위해지속적인기능보완

과개선을수행해나갈것이다.  

우선, 고객이 최고 가치의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수있도록최적의e-비즈니스환경을구축해나갈것이

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관련 의사결정을 실질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조달정보(DW) 시스템의

이용 확산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가격·

기업·상품정보, 업체평가 정보, 법령정보 등 고부가

가치 컨텐츠의 제공을 통한 컨설팅 기능 강화로 공공

조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확산을

도모할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최초로도입된CRM 시스템을활용

하여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에차별화된 맞춤형 전자조

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콜센터에서 모든

고객의 소리를 통합하여 고객과 능동적·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고객통합관리센터(CIC)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예컨대, 고객의 인바운드(In-bound) 콜에

대한상담이외에도, CRM과연계하여고객의불편사

항 서베이, 물품납품 후 만족도 확인 등 적극적인 아

웃바운드(Out-bound) 콜도운 할예정이다. 

셋째, 표준 연계시스템과 민·관의 다양한 상품정

보 검색·분류를 위한 온톨로지(Ontology) 시스템의

구축, 웹서비스활용등시스템간통합(integration)

과 끊김없는(seamless)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협

업형(Collaborative) 전자정부구현을선도해나갈것

이다.   

넷째, 무선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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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며 RFID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유비쿼터스 전자조달 환경을

만들어나갈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거래의 핵심기반인 물품분류체계

와관련G2B에서사용하고있는UNSPSC를국가표

준으로 통일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여 전자상거

래가보다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 현재47만품

목의G2B 전자목록정보를보다확충하여가상공간에

서의 거래가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할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공

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

로 제고하고, 이러한 성과가 민간 전자상거래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이다.

제 2절국방전자조달현황

1. 서 론

국방부 조달본부는 1971년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육·해·공군의 조달기구를 통합하여 창설

됐다. 창설초기에는일반물자위주로조달규모가연

간 255억원에 불과하 으나, 현재는 일반물자로부터

고도의 정 무기에 이르는 약 7조원 규모를 조달하는

기관으로발전하 다.

이러한막대한국방예산을집행하는국방조달분야

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난 2001년부터는 군 자체의 시각만으로 수

행해 온 개혁방식을 탈피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의 컨

설팅 결과를 토대로 보다 근원적인 조달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조달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혁의 맥락에서 추진해 온 것이 국방조달 정보화이

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보

편화되고, 공공부문에e-비즈니스개념을도입하는전

자정부 구현이 핵심과제로 추진되면서 국방부에서도

군 특성에 맞는 조달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

었다. <그림2-6-6>에서보는바와같이조달계획에서

부터 지출 및 사후관리까지 국방조달의 전 과정을 전

자화·자동화함으로써 국방예산 운 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군 지원이 가

능한호스트역할을수행할수있는국방전자조달시

스템구축이필요하 던것이다.

2. 국방 전자조달 체계 구축과 현황

가. 전자조달 추진 실적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1995년에‘정부의 전자거

래(EDI)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996년부터 그

간 파일 체계에 의해 단위 기능별로 처리되어 자료의

공유 및 실시간 자료 지원이 불가능했던 기존 조달정

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하여 조달업무를통합한 조달

관리 정보시스템(DPAMIS)을 개발하 다. 1999년

10월부터는 내·외자 구매, 예산회계, 원가, 목록, 규

격 등의 12개 업무를 통합 연계처리하고, 국방정보통

신망을 통해 200여종의 조달집행정보를 수요군(404

개부서등)에게실시간으로제공하기시작하 다.

1998년에는 조달 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홈페

이지(www.dpa.mil.kr)를 개설하여 연간 조달계획

자료를 공개하고, 군납참여 절차와 민원업무 안내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 1월부터는

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군과는 조달계획서 등

28종의문서를, 조달업체와는신용장등15종의문서

를 전자 거래시스템 상으로 교환하고, 전자상거래의

핵심이 되는 입찰, 계약자료 교환 및 공유 등 인터넷

을 이용한 기반체계를 구축함으로써국방조달에전자

입찰제도를도입하기시작하 다.

나. 국방조달 전자입찰 추진현황

국방조달 전자거래 체계(CALS/EC)는 국방부 및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따라 2000년에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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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부터는 중앙조달분에 대한 전자입찰을 시

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연간 전자입찰 대상 총

1,988건 3조 2,222억 원 중 19% 수준인 374건

6,969여억원을전자거래시스템을활용해입찰을실

시하 으며, 2003년에는 전자입찰을 부대조달까지

확대하여 현격히 증가하 다. 2004년 9월 현재 중앙

조달은1,544건에1조 4,223억원, 부대조달은3,043

건 9,813억원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법적으로제한을받는외자구매품목은

전자입찰대상에서제외되었다.

전자입찰로 인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눈에 띠는 현상은 국방부 조달본부 상담실을

찾는인원이감소했다는것이다. <표2-6-5>에서보는

바와 같이 전자입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도에 11

만 명 정도 던 방문인원이 전자입찰을 실시한 2001

년에는8만8,000여명으로전년대비19%가감소하

고, 전체입찰건수의90% 정도를전자입찰로실시

한 지난해에는 5만 4,00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30%,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전보다는 약 50% 정도

감소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자입찰 실시로 발

생하는가장좋은효과는입찰과정에관한모든기록

이 중앙 서버에 저장됨으로써 국방조달 과정의 투명

성이보장될수있다는것이다.

다. 국방전자조달과 국가종합전자조달

(1) 국가종합전자조달과의차별성

국방조달은민간분야의조달과구분되는특성이있

다. 국방조달은 원가계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구

매물자에 대한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며 성능유지를

위한 후속지원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구매해야 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주문생산

등 군의 전투력 유지와 지속적 수명주기 관리를 통한

최상의조달품목을유지해야하는특성을갖고있다.

또한, 군이라는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군수품을 조

달 지원하고, 군 특성에 맞게 이들 품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품 조달을 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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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전자조달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건수 374 1,530 3,207 4,587

금액 6,968 31,614 64,443 24,036

중앙 건수 374 1,530 1,857 1,544

금액 6,969 31,614 59,698 14,223

부대 건수 - - 1,350 3,043

금액 - - 4,745 9,813

<표 2-6-4> 국방조달 전자입찰 현황 단위 : 억원

<그림 2-6-6> 주요 국방조달 업무절차

국국방방조조달달업업무무절절차차

국방부

조달요구
(통제품목)

조달지시
(통제품목)

조달요구
(일반품목)

수요군

조달본부 조달판단 협상

내자

예산

규격

회계

원가

목록

조달원

예정가격
산정

경
쟁

경
쟁

유찰

유찰

수의

수의

공고/입찰 계약
생산납품
(품질보증)

대금지불

목표가
산정

오퍼요청
오퍼발행
(미국방성)

납품
미물자
사령부

자금정산

공고/입찰 계약 생산납품 대금지불

외자

상업

FMS



조달체계(G2B)를 직접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G2B는단순구매절차(요청, 입찰, 계약, 지불)를처리

하는 수준으로, 물품정보관리 체계가 상이(국방:군수

품관리법,NATO 재고번호 체계 / G2B: 정부물품관

리법, UNSPSC 체계)한 국방조달과 직접 연계/연동

하여활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에따라정부전자조달BPR/ISP 결과, G2B와분

리된 국방 전자조달 포털 체계를 별도 구축하게 되었

다, 국방조달 포털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간단히

열거하면, 수요군별로 실시하는 부대조달 시스템 하

에서는중복투자로예산낭비의우려가있고, 각군및

조달원의 국방조달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며, 조달집행과정에서대면접촉으로인해투명성보

장을장담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 

또한 업체에서는 서류작성 및 제출에 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됨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입찰관련서류를중복하여제출하게됨에따

라예산낭비적요소가내재되어있고, 국방부입장에

서는 우수한 양질의 조달원을 많이 확보하는 데 제한

이될수밖에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각 군의 조달원을 통합

하여 각급 부대에서도 전자입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찰 지원체계와웹을 이용하여 업체로부터

원가기초자료및가격정보를획득, 검색지원하는조

달정보 획득체계, 업체에 대해 제반 증명서를 전자적

으로 발행해주는 민원서비스체계와 현재의 클라이언

트/서버 체계를 인트라넷 체계로 전환하는 대군지원

체계등으로구성하 다.

따라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조달의 품목 특

성을 고려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 체계(G2B)로부터

분리, 전 군이 공동 사용 가능한 별도의 통합화된 시

스템으로 구축하 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국방부 조

달본부와각군상호간필요한정보공유가가능하고,

조달본부에서집행하는 중앙조달과 각 군에서 집행하

는 부대조달의 전자입찰 업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처

리할수있다.

또한 국방조달 입찰공고 및 낙찰결과는 국방 전자

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G2B에도 게시·공개되고,

전자보증서(입찰보증금 관련 서류)는 G2B로부터 즉

시접수하여처리되는시스템으로구축되었다.

국방 전자조달 체계를 G2B와 연동 운 함에 따라,

G2B에 등록된 업체의 정보를 국방조달에도 활용이

가능하게되고, G2B에등록된업체도국방분야의모

든입찰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2) 국방전자조달체계구축방향

부대 전자조달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1단계

는 2003년 3월부터 육·해·공군 군수사와 중앙경리

단이, 2단계는 2003년 7월부터 각 군의 재무관이 임

명되어 있는 부대 등으로 확대 시행되어 2004년 9월

현재3,043건9,813억원을전자입찰로처리하 다.

또한, 전군 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전군 조달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유관 기관간 연계

및 표준화로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조달 집행 과정에서 종이를 없애도록 하 다. 포

털 체계에 의한 G2B, G4C와 연계하여 창구를 단일

화함으로써 조달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

로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이 사업 추진으로 시스템 상에서 기술정보 수집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선진 조달기법 수용을 통한 국

방조달 포털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 조달원을

확보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조달정보관리시스템(DPAMIS)을개선된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업무절차 상의 워크플로

우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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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방문인원 109,012 명 88,657 명 77,232 명 54,426 명 55,369 명

감소인원(전년도대비) - 20,355 명감소 11,425 명감소 22,806명감소 943 명증가

<표 2-6-5> 국방부 조달본부 상담실 방문인원 현황



각 수요군에서수행하는 부대조달에도전자입찰이 가

능토록 개선하고, 중앙조달 및 부대조달에 참여하는

조달원을통합관리할수있도록하며, 원가자료획득

및계산기능, 조달정보관리, 제반증명신청및발급

이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전군을 지원

하는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구축되었다.

국방 전자입찰 운 개념은 <그림 2-6-7>와 같다.

국방부 조달본부와 각 군의 입찰 담당관은 국방 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군 내부 시스템에서 입찰공고 내용

및품목정보를게시, 처리한다. 그리고인터넷에접속

된 국방 전자조달 체계에서는 입찰등록심사 및 입찰,

협상을실시한후낙찰결과를확정처리한다. 조달참

여업체는인터넷PC를활용국방부조달본부홈페이

지(www.dpa.mil.kr)에 접속, 조달 관련 정보를 확인

한 후 입찰참가서 신청, 입찰서 제출, 수의협상 등의

업무를실시간으로처리하게된다.

개발된시스템은전군을지원하는전자입찰단일창

구(single window) 체계로 구축됨으로써, 각 군간 중

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업체

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중앙조달

및 부대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업체의 비용 및

시간절감에큰도움이되고있다. 따라서국방조달에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군수품을 더

경제적으로조달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다할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조달집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고정확한 조달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

민서비스의질적향상에도기여하게되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방

조달계획과국방규격및목록정보뿐만아니라, 입찰

정보및입찰결과까지실시간에확인할수있게된다.

또한 모든 조달과정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시스

템에 의해 처리됨으로써국방조달의투명성과 공정성

이한층강화될것으로확신한다.

3. 결 론

가. 국방 전자조달 체계의 향후 발전방향

조달환경이급격히변화하고발전함에따라조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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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 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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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절차및방법의지속적인개선이요구되고있

으며, 특히최근급속하게발전하는정보화발전추세

에 부합하는 조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신속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켜야할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있다. 

2001년 4월부터 가동한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은

‘전자입찰’에국한된것으로, 전자거래의일부분에불

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은 국방

조달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수요군, 조달원, 국방부

조달본부및관련기관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국방

전자조달 포털체계를 구축하여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

다.

국방조달의특성에맞게조달업무처리절차를개선

발전시키고 조달계획에서부터 지출 및 사후관리까지

국방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조달 프로세스와 외부 연계 창구를 단일

화하고 최적화하여 거의 실시간에 모든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요군이 품질정보를

활용할수있도록품질정보구성및검색과관리를체

계적으로 지원하고, 조달업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금신청 업무가 가능토록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의 전자지불을 위한 조치를 해

야할것이다.

국방 전자조달은 전자구매(e-Procurement), 물품

정보관리, 전자협업(e-Collaboration) 및관련기관과

의연계를통해선진프로세스, 선진정보구조를구축

함으로써 국방조달의 효율성, 경제성, 신속성, 투명

성, 통합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결국 국방부 조달본

부는 적기에 적절한 품목을 적정한 가격에 조달함으

로써최상의전투력을창출하여21세기정보화·과학

화 추세에 부응하는 선진 국방 조달 전문기관으로 더

욱발돋움할수있다.

앞으로의국방조달은고객지향적서비스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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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미래 국방 전자조달의 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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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고 전자화에 따른 조달 행정 관행에도 변화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무 자동화에 따른 사용자의

지식과기술을습득하고, 특히, 국방부조달본부가시

행중인전자입찰과관련한국가계약법이정비되어(국

계법시행령제39조국제입찰대상전자입찰불가등)

외자분야에도 전자입찰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방부 조달본부가 추구

하는 국방전자조달의 미래를 도식하면 <그림 2-6-8>

과같다.

나. 국방조달 정보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국방부조달본부는전자거래실시에따른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

비하여 2001년 내부망에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

하고직원정보화교육에박차를가하고있다.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중

인 사이버 교육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

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실시하고있으며,

정보화관련자격증취득및인터넷정보검색자격을

취득토록유도하고여건보장을위해노력해왔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 긴급 대응반(CERT) 운 및

침입탐지시스템(IDS)을 도입하여 운 함으로써 각종

국방조달정보를보호하고있다.

국방 전자조달체계 구축으로 국방부 조달본부 및

각 군은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

하게 되었고, 부차적으로 조달행정비용 및 문서관리

비용절감효과가있으며, 조달물자및장비에대한광

범위한 기술과 가격자료 획득이 용이하게 되어 국방

예산집행의경제성이크게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지속적으로발전시

키고 개선하기 위해 국방조달 분야 종사자는 물론 전

자거래와관련된기관의적극적인협조가요구된다. 

248 2005 -비즈니스백서

제6장
정부의전자조달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