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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 실현하다

24시간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정부
민원서비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체감효과가 큰 디지털정부 서비스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이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집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디지털정부는 국민의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까지 국민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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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정부서비스 검색
정부서비스 8만8천여 건을 모아 분야별로 안내·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타기관의 정부서비스 및 민원을 연계하여 총 5,900여종의 민원 안내, 이중 2,500여 종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정책·정보 제공
정부소식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자료, 연구보고서, 법령·통계정보 등 제공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고려,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국정소식 제공, 민원 신청 및 처리, 발급문서 진위 확인, 민원 발급내역 확인, 민원발급 상황 조회, 생활정보, 혜택 찾기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약 24개월

행정안전부 정부24정책팀

약 200억원

https://www.gov.kr (Kor)

https://www.gov.kr/portal/foreigner/en (Eng)

UN 공공행정상(2011)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정책·정보를 모아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민원을 열람·신청·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Governme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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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데이터 주권 강화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행정서비스 간소화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 과정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안전한 데이터 유통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등 52종 묶음정보('22.8월기준)

대국민, 공공·행정기관, 은행,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약 28개월 ('20.6월~계속, '22.10월 기준)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약 165억 원

('20.6월~계속, '22.10월 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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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통합형 공통 신분증플랫폼 구축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가신분증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제공 가능

※ (‘22) 모바일 운전면허증 → (‘23)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 (‘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온 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 신원증명과 온라인 비대면 신원증명에 모두 사용 가능

중앙집중형에서 자기주권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의 신분증 발급으로 공신력을 부여하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및 감시 

사회 우려 해소

개인정보보호

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모바일 신분증 이용안내, 발급안내, 새소식, 문의, 개발지원센터, 도난 및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발급 대상이 가능한 모든 국민

8개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101억원

https://mobileid.go.kr (Kor)

해당없음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다양

하게 활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 소지 불편,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 위변조 및 도용 위험, 온라인 사용 한계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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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공공데이터 개방

약 6만7천여개의 데이터를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및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업 및 웹/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 공유

데이터셋(파일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제공신청, 활용사례, 정보공유

국민(데이터 활용기업·개발자, 일반국민 등)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약 12개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약 36억 원

https://www.data.go.kr (Kor)

https://www.data.go.kr/en/index.do (Eng)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개방 지수 3회 연속 1위(’15년, ’17년, ‘19년)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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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시민을 위한 민원 창구 일원화
● 분야와 상관없이 ‘응답소’ 한 곳에서 민원 신청 및 결과 확인 가능
● ‘접수, 분배, 결과’의 3단계 알림을 통해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민원 처리 통합관리
● 복수의 민원 현황을 ‘응답소’ 한 곳에서 확인 및 처리함으로써 중복업무 감소
● 민원 처리 기간 약 1.0일 단축: 종래 3.8일 ⇒ 응답소 이후 3.28일
● 지연 처리율 81.1% 개선: 종래 15.7% ⇒ 응답소 이후 2.97% 

민원 및 신고
● 민원, 공직자 부패 신고, 공익 신고, 인권침해 신고 등 모든 분야 접수

민원 처리 과정 결과확인
● 세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에게 처리 기한, 처리부서 등을 알려준 후 민원 결과를  제공
● 민원의 처리 과정을 응답소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버를 통하여 모두 공개

찾아가는 서울시청
● 시 곳곳을 순회하며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 분야별 전문가 1:1 상담, 각종 제증명서 발급 

SNS 긴급 메시지 전파
● 응답소 등록 시민 대상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관련 공식 메시지 일괄 전파 

민원 사례
● 시민이 공개 신청한 유사 민원 사례 공개 

행정개선 우수사례
● 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행정서비스 중 우수사례 공개 

민원편람
● 민원 개요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제공 

응답소 민원 통계
● 신청방법별, 분야별, 처리기관별 통계 제공

민원처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부서/기능별로 산재해 있던

다수의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를 단일화한 통합형 민원 관리시스템

온라인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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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국민 / 시 공무원

약 11개월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약 9억 원

https://eungdapso.seoul.go.kr (Kor)

● 2014 KMAC 컨퍼런스 우수사례 선정(’14.5.)
● 행정자치부 정부 3.0박람회 우수사례 선정(’15.2)
●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개선대회 장관상 수상(’15.12)
● 대구시(민원행정통합관리시스템 ’15년), 두바이 등 국내외 기관으로 통합관리 확산(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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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ICT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여권 신청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조회, 병무청 병무정보 조회 등 부처 간 실시간 정보연계를 이용하여 증빙서류 제출 대체

국제기준에 부합한 여권 발급

실시간 전자적 본인 확인 기능 및 재외공관의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여권 발급 기준을 충족

중앙집중방식과 지방분권방식의 조합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일괄 발급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252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181개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접수·교부하여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수집된 여권정보의 다양한 활용

타 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하여 법무부 출입국 심사, 인터폴 분실여권 식별, 정부24 여권정보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사건사고 시 긴급연락처 확인 등에 다양하게 활용

여권 접수·심사, 수납·수입금 관리, 발급·판독, 배송·교부, 증명서 발급, 공백여권·소모품 입·출고 관리, 기재사항 

변경, 통계추출 등 여권 관련 전 과정 처리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재외공관 / 조폐공사

약 24개월 

외교부 여권과

약 155억 원

(네트워크 및 단말장비 비용 제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제신분증인 전자여권 발급 관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P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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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기관에서 선제적 공개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사전공표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목과 인터넷 연계주소를 제공 

원문 그대로 공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 가능한 국장(임원)급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제공

국민이 청구하면 원스톱 공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청구자료 공개

- 정보의 검색, 청구, 열람까지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제공(’17.6.)

사전정보 제공, 원문정보 제공,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현황(통계), 사용자 도우미 등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 국내 거주하는 학술·연구를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2005년 ~2021년 (단계별 개발 및 기능개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약 190억 원 (시스템 구축 위주)

https://www.open.go.kr (Kor)

해당없음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제공

정보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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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정보조회서비스

민원인이 민원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행정정보)를 업무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하여 

민원 처리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에 유통

여권발급신청, 복지할인 신청 등 3,199개 이용사무(’22.8월기준)

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민원업무처리 담당자

약 72개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약 830억 원

https://www.share.go.kr (Kor)

해당없음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민원 편의성을,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Public Information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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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원스톱 처리

민원이나 제안이 제출되면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전달되어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와 운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 모든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 등 1,100여 개 기관과 정부에서 운영  

 하는 범정부 포털시스템과도 통합·연계되어 있음

지능정보 기술 활용

민원처리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소관 기관을 추천,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 즉시 해결되도록 유사사례 제공, 민원 

처리가 끝난 후에도 사후 제도나 정책변경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정책 소식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중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민원 제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소관 기관에 제공하여 민원확산 방지와 조기 해결을 유도하고, 정책이나 

제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예산낭비신고 등 비정형 민원과 각종 신고 서비스 처리

공무원 / 국민

(초기) 약 50개월

(재구축) 약 17개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초기) 약 109억 원

(재구축) 약 100억 원

https://www.epeople.go.kr (Kor)

https://www.epeople.go.kr/petition (Eng)

●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e-Gov) Top10 선정(’06.10.)
● 유럽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 최우수상 수상(’08.10.)
● UN공공행정상 수상(’11.6.)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16.1.~’18.3.)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 (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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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모바일투표 시스템 

앱 또는 홈페이지 (https://mvoting.seoul.go.kr) 접속하여 전화번호 또는 SNS 인증만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간편 모바일투표 시스템

다양한 투표유형으로 운영
● 정책투표 : 서울시(시, 자치구, 교육청 등)가 시민에게 묻는 투표
● 현장투표 : 축제, 회의, 교육 등 현장 사람들만 참여 가능한 투표
● 직원투표 : 서울시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표
● 일반투표 : 시민끼리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투표

주요 투표 기능
● 전체 공개 투표 : 엠보팅 이용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투표
● 특정인 공개 투표 : 전화번호, 비밀번호, 지역구분, 현장·위치 (GPS, QR코드) 등으로 투표표본을 한정하여 특정인

  에게만공개되는 투표

● 투표하기 : 정책투표, 시민투표, 지역투표 등 참여
● 투표만들기 : 주·객관식, VS형 등 시민투표 만들기
● 내투표함 : 참여투표, 만든투표, 받은투표 등 확인가능
● 정책반영 : 정책투표의 정책반영여부 확인 공간

주 이용자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청이지만 모든 국민과 기관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약 12개월 약 2억 원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쉽고 빠르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바일투표 시스템

엠보팅 (m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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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서울시청 디지털정책담당관 엠보팅 앱 또는 홈페이지

(https://mVoting.seoul.go.kr) 접속

주요 수상 실적 및 평가
● 디지털조선 “앱 어워드 코리아 2014”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14.4.3)
● 정부3.0 대표 및 선도과제 선정, 정부표창 수상 (’14.12월)
●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드” Finalist 선정 (’15.11.19)
● “베를린 메트로폴리탄 솔루션 2016” 사례 발표 (’16.6.1)
● 인도네시아 시도아르조 방문단 대상 사례 발표 (’16.9)
●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U세계도시 프로젝트) 참여전자정부 사례 발표 (’17.11)
● IDC Smart City Asia Pacific Awards Finalist 선정 (’19.9)
●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 한류 우수콘텐츠 선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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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민간앱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앱(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KB Pay, 신한 쏠, 신한플레이)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가입 및 여러기관에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 범칙금 등 납부까지 가능

-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 안내 및 생활정보 안내(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건강검진(암검진 포함), 휴면예금, 전기요금, 국세

   고지서 발송 안내,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등)

민간시스템을 활용한 본인 인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민간의 간편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

통합 민원 챗봇서비스 제공

자연휴양림, 개인정보보호법 등 23개 분야 민원에 대해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통관번호 조회 및 공무원 예상퇴직금 조회 등 개인화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은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공통으로 인프라 활용가능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민원사무 5천여 종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상담서비스 이용 가능

알림서비스, 상담서비스, 이용가이드, 고객센터

중앙정부 / 공공기관 / 국민

약 36개월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약 180억 원

https://www.ips.go.kr (Kor)

해당없음

개인별 행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등)

으로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질문 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구삐)

국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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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연계를 실현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정부
공통행정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발전의 원동력은 범정부 차원의 기반 인프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문서 

관리, 인사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중복되는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6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새올)

27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8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29  범정부 EA 포털

30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31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

3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33  온북    

3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IRS)     36  온나라 지식관리시스템

37  주민등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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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행정업무 지원
● 시도·시군구 22개 업무별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 지원
● 스마트현장행정 등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
● 안심상속·행복출산 등 간편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 어디서나민원 등 O2O(온·오프라인 연계) 민원서비스 제공

정보유통 허브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행정정보 온라인 연계
● 공간정보, 인허가데이터개방 등 대국민 행정정보 제공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자치행정, 복지여성, 공유재산, 보건위생 등 22개 업무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 복무관리, 민방위, 지역산업, 도로교통 등 22개 업무

지방자치단체(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약 36개월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약 1,421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민원과 행정업무를 온라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행정정보시스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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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체계

Spring Framework 등 50여개의 오픈소스 SW를 기반으로 구성

예산 절감 

공통 모듈을 재사용하여 개발비용 절감

상호운용성

표준화된 개발환경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상호운용성 및 품질 확보

공정경쟁

공개된 무료 프레임워크 사용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등한 기회 제공

표준프레임워크 소개, 다운로드, 개발자가이드, 묻고답하기, 기술지원, 교육신청, 관련자료

공공정보화사업담당자 / 공공정보화서비스 개발자

약 60개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약 180억 원

https://www.egovframe.go.kr (Kor)

https://www.egovframe.go.kr/eng/

              main.do (Eng)

● 몽골, 튀니지, 베트남, 불가리아, 멕시코, 네팔, 에콰도르, 탄자니아, 사우디 17개국 33개 시스템 적용
● ’09년 대한민국 SW기술대상, ’10년 공개 SW활용 장관상, FutureGov Awards

   (3개 부분 수상 - 최우수상, 기술선도상, 정부혁신상)

정부기관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공개 SW 표준을 정의하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모듈을 미리 구현하여 공유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종속 방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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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각 부처담당자용 표준인사업무 관리

개별 부처의 인사관리, 보수작업, 복무(휴가, 초과근무, 출장, 여비정산)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 지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데이터와 통계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관리, 인사심사, 정부인사발령 등의 인사정책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원

공무원 개인용 서비스 

인사카드, 교육·휴가·출장 등 업무처리, 월급여 확인 등

e-사람 모바일 서비스

복무 등의 개인용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인사기록, 조직, 성과평가, 급여, 복무, 교육훈련, 증명서발급, 고위공무원관리, 인사심사, 정부인사발령, 통계분석 

조회, 타시스템 연계

중앙정부

약 24개월 

인사혁신처 정보화담당관

약 100억 원

해당없음

‘2019년 공무원 효과성 국제지수(InCiSE, 영국)’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부문 세계 1위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적 인사행정시스템

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을 전산화함으로써

부처의 인사운영과 인사혁신처의 인사정책업무를 지원하는 표준화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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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정보자원등록, 실태조사
● 각 기관의 EA정보 등록/관리 및 개별기관 EAMS 기능 제공
● EA실태 조사기능 제공

중복방지 위한 사전협의 기능

타 행정기관간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중복 및 연계·공동활용 분석 등 사전협의 기능 제공

성과관리

통합적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의 운영성과 측정 및 관리 기능 제공

개별기관 EAMS 지원 

독자적으로 EAMS(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힘든 기관들에게 기관 차원의 EAMS 기능 제공

정보화현황/분석, EA현황/분석, 사전협의, EA정보등록, 전자정부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정책자료 및 지침제공, 

EA교육 관리

중앙행정기관 / 입법·사법·헌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약 10개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약 12억 원

https://www.geap.go.kr (Kor)

UN공공행정상 수상(2013년)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정보시스템, 데이터, 하드웨어 등) 현황과 EA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를 정보화 추진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EA 기준 등에 따라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시스템

범정부 EA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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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 관련 업무지원 
● 공무원 신원확인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용 인증서 발급·운영
● 전자문서 및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기관, 서버용 인증서 발급·운영

웹트러스트(webtrust.org) 국제인증 기준 운영

’15.10월 대한민국 인증기관 최초로 CA(Certificate Authority) 및 SSL(Secure Sockets Layer) 분야 국제 신뢰성 

마크(웹트러스트 인증)를 취득하여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강화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및 검증 서비스

* 개인용, 기관용(전자관인용, 서버용, G-SSL 등) 인증서관리

● 행정전자서명 암호키 저장 및 복구 서비스

● 개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법인)의 업무담당자
● 기관 :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법인)

약 18개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약 56억 원

https://www.gpki.go.kr (Kor)

해당없음

전자문서 송ㆍ수신에 대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신원확인,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등을

보장하고 전자문서 안정적 유통을 위해 정부차원의 인증 서비스 제공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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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클라우드플랫폼 기반 구축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최적화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협업과 공유 기능 및 시스템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됨

협업 지원 및 자료 공유 기반 서비스 제공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기관 간 공동결재, 과제 블로그, 대화형 UI 기능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및 기관 간의 확대된 

협업을 지원하며, 문서 저장소를 범정부 통합 저장소로 일원화하여 자료 공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기술표준 활용

비표준 기술(ActiveX 등)을 제거하고 웹 표준환경으로 전환하여 특정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종속성을 제거하여 

접근성 강화 및 개방형 문서형식(odt, pdf) 생산으로 보존성 확보

전자결재, 메모보고, 과제관리, 지시사항, MyPage, 회의관리, 과제일정, 나의부서, 인계인수, 의견모음, 알림메시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약 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약 200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하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전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을 등록 관리 및 공유를 통해 정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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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인재정보의 등록 및 관리
● 인물정보(경력, 학력, 언론기사, 멀티미디어 자료 등)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제공
●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련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재정보 신규 등록 및 업데이트

검색 및 조회, 추천
● 자연어 검색 등 다양한 인물 검색 및 조회 기능 제공
● 정부의 각종 직위 인재추천을 위한 추천관리 기능 제공

국민추천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하고 이를 국가인재풀에 확충하는 기능 제공

인재정보관리, 검색 및 조회, 관심인물관리, 추천관리, 국민추천제, 성과관리, 핵심인재관리, 직위후보자 관리, 현황 및 통계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공공기관 / 국민

약 12개월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약 15억 원

https://www.hrdb.go.kr (Kor)

https://www.hrdb.go.kr/enIntro/

             retrieveHRE0101001.do (Eng)

해당없음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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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 사회변화 선도
● 시공간 제약 없이 자료 접근이 가능한 업무환경 & 이동성 확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ex) 자율좌석제 등

행정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등 부가가치 창출
● 업무용/인터넷용 2PC를 동일사양의 1온북으로 전환시 대당 약 17.8만원 절감 및 용지·인쇄(토너비) 절감,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전환에 따른 기회비용 등 간접 부가가치 발생
● 기존 PC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소비 등 탄소중립의 실현으로 환경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제고

최신 보안기술이 반영된 국산 구름플랫폼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풀디스크암호화, 신뢰부팅, 운영체계 보호, 실행파일 검증, VPN 선행인증, 제로트로스트 등

개방형 OS 활용 지원에 따른 SW 산업활성화 기여
● 구름 OS 운영으로 국산 OS 및 SW 사업 분야 기술발전 견인
● 국산 보안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 확보로 해외 수출역량 강화

해당없음

행정기관 / 공공기관

5개월

행정안전부 스마트행정기반과

8.8억(구름플랫폼+DaaS (1000명 기준))

해당없음

2022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성과 이동편의성을 갖춘 업무용 노트북

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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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이용자 그룹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 

부처 업무시스템을 정부 전용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부처 간 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정보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 활용률을 높임

전자정부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독자 개발한 통합운영자동화시스템(nTOPS, national Total Operation Platform System),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nSIMS, national Security &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장애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함. 아울러, 정보자원을 표준화하고 자원 

활용률을 높여 시스템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축비용의 30%를 절감함. 기존 수작업 위주의 보안 취약점 

진단방식을 ‘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으로 자동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당초 

70일에서 7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인공지능·빅데이터·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망라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보안체계’를 구축함. 

인공지능이 스스로 방대한 보안데이터를 학습하고 보안 이상 징후를 감시하여, 이미 알려진 공격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공격방식까지도 사전에 예측·차단함으로써 고도화·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함

IT기업 육성지원 및 국제협력 확대 

국내 중소 I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견학·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nTOPS : 통합운영환경 관리시스템
● e-ANSIS : 계층형 종합방어체계 
● nSIMS : 빅데이터 기반 로그 분석 시스템
● K-Net : 전국 규모의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정보통신 인프라
● G-클라우드 : 정부 전용 정보자원 관리 포탈

50개 정부부처 및 기관

50여개 정부부처가 함께 사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로

혁신적인 관리체계 및 보안 시스템 적용으로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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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구축 예상비용

약 36개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약 1,000억 원 (2005년 1개 센터 기준)

https://www.nirs.go.kr (Kor)

https://www.nirs.go.kr/eng (Eng)

● 2018 DX Summit에서 DX 리더상 수상
● 2020 레드햇 혁신상(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오토메이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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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개방형 시스템

기관별 업무포털 등 개별시스템에서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GKMC를 개방형으로 전환
● 주요 계획, 백서, 매뉴얼·지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
● 온나라 등 주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식 검색·활용
● 커뮤니티 개설로 타 기관 공무원간 소통창구 제공

전국 공무원간 메일 송수신하는 메일시스템

온나라 메일시스템 기능으로 전국 중앙·지자체 공무원간 메일 송·수신

메일, 일정, 게시판, 지식, 업무매뉴얼, 커뮤니티 등

범부처 전 공무원

18개월 (6개월x3회) ※ 3단계 사업임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약 64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관 간 생산해낸 문서, 동영상 등 다양한 지식, 업무 자료를 공유·활용하고, 

메일, 일정, 게시판 기능도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

온나라 지식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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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전 국민의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업무 관련 주민행정서비스 지원
● 전 국민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종합 DB 구축 및 변경관리 업무 지원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지원 및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주민등록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
● 정부24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 관련 각종 온라인 민원 서비스 처리·제공

지식공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업무 관련 담당자들의 지식공유 커뮤니티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FAQ, 주민등록 업무 관련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 등록사항, 거주지이동, 주민등록증, 열람 및 교부, 서명확인/인감증명, 자료관리, 선거인명부, 시스템관리, 

지식나눔소 등

행정안전부(정보화사업담당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유지보수 담당자)

‘19.10. ~ ’21.6.(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2차 구축)

행정안전부 주민과

131.5억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 국민의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업무를 위한

전산자료를 통합관리 운영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정확한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디지털정부
법무/치안

사회의 안정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각종 법률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사건 신고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형사·사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40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SES)

41  전자헌법재판시스템 (e-Court system)    42  사이버보호관찰소

43  112신고시스템    44  형사사법포털(KICS)    45  감정정보관리시스템

46  국가법령정보센터    47  보호통합지원시스템

48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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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비대면 심사

출입국심사관 대면 없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신속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출입국절차 간소화 

시스템

국가간 상호이용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 간 상호 이용 확대(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사이트맵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신청,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신청, 한·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 신청, 한·대만 자동출입국 

심사 신청,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신청

국민 / 외국인

2007~ 계속(2022년 현재 전국 공항만에 246대 운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https://www.hikorea.go.kr (Kor)

https://www.hikorea.go.kr (Eng)

UN공공행정상(2007)

Smart Entry Service(SES)는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으로

여권정보 및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SES)



41

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헌법재판 전자처리시스템 구축
● 헌법재판 청구서(사건접수 등) 및 문건의 온라인 전자제출
● 헌법재판 문서를 홈페이지에서 조회(전자송달)
● 사건의 접수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정보 및 전자파일을 등록하여 재판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

전자심판정 구축
● 카메라, 대형모니터 등 영상장비 도입 
● 심판정 전자 리모델링
● 기록 조회 및 동영상서비스 등 심판정운영시스템 구축

사이트맵

● 온라인 사건접수(전자문서 제출), 전자송달, 인터넷 기록열람
● 사건진행정보 및 결정문 조회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심판정에서의 재판 진행과정 기술지원
● 인터넷을 이용한 선고 및 변론 등 헌법재판의 동영상 서비스

청구인 및 변호사 등 국민 전체 / 헌법재판소 직원

약 24개월 

헌법재판소사무처(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약 50억 원

https://ecourt.ccourt.go.kr (Kor)

●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2017년 KOICA ODA 사업) 
●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부 전자헌법재판시스템 구축(2019년 KOICA ODA 사업 신청)

언제 어디서든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헌법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문건을 송달하며, 재판 진행상황

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카메라 및 대형 모니터 등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여

재판과정을 촬영하고 실시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며,

심판정에서 전자기록 및 판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심판정

전자헌법재판시스템
(e-Cou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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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원격 집행 서비스
● 사회봉사·수강명령 외부협력기관에서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대상자의 출·퇴근 확인 및 집행상황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

보호관찰 원격 서비스
● 법사랑위원(보호관찰대상자를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을 하는 민간자원봉사자)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면담, 그 결과(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원격으로 시스템 등록
● 보호관찰 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수된 경과통보서를 확인, 대상자 지도감독에 활용

사이트맵

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 대상자 출·퇴근 확인 및 사진촬영, 법사랑위원 경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사회봉사 / 수강명령 외부협력기관 담당자, 민간 법사랑위원

약 9개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약 1.3억 원

https://www.cpo.go.kr (Kor)

해당없음

재범방지를 위해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수강·이수명령 대상자 중 외부 협력기관에서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할 경우 사진촬영을 통한 출·퇴근 확인업무와 민간 법사랑위원이

작성한 경과통보서 관리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사이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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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112신고·접수 → 지령 → 종결처리 일괄처리

(접수) 유·무선전화, 문자, 영상전화, 동영상 신고 접수

※ 포기전화 신고에 대한 콜백시스템 운영

(지령) 신고내용별로 지역경찰 및 관련부서에 출동 지령

전자지도 상에서 순찰차량 실시간 상태확인 및 출동지령

전자지도를 통해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 : Instant Dispatch System)을 가동하여 경찰관서 경계(境界), 

순찰차 위치, 사건정보 검색 등에 활용

모바일 기기 활용, 사건 처리 효율 향상
● ‘모바일용 및 순찰차용 112시스템’을 구축·활용
● 내비게이션 기능 활용, 사건위치 신속파악 및 출동

112긴급신고 앱 활용, 위급상황 신고 가능
● 모든 스마트폰에서 긴급문자신고 및 긴급전화신고 가능
● 앱에 등록된 신고자 정보(사진, 주소 등) 자동 표출과 자동 위치 추적

사이트맵

● 112시스템 : 112상황실 현황, 접수대, 지령/종결대, 감독대, 콜백전화, 다매체접수, 폴맵(지도), 사건검색, 표준질문지
● 모바일용 112시스템 : 신고 접수·처리, 지도, 게시판 등
● 태블릿용 112시스템 : 신고 접수·처리, 지도, 게시판 등
● 112긴급신고앱 : 112긴급신고, 182상담, 안심귀가 등

국민

약 24개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위기관리센터

약 500억 원

해당없음

KT에서 앙골라 사업 (사업기간 ’15.12월~’17.12월)

112로 시민들이 범죄 신고를 하면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지역경찰, 형사 등)을 신속히 현장에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하는 시스템

112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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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형사사법 기관 간 전산정보 공동활용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법무부 간에 형사사법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등을 조회 가능

종이 없는 사건 처리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전자약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한 전자적 처리 구현

사건조회, 벌과금 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민원신청, 범죄 피해자 지원 등

형사사법 기관 / 국민

약 74개월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약 800억 원

https://www.kics.go.kr (Kor)

https://www.kics.go.kr (Eng)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2013)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법무부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포함한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형사사법포털(K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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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투명한 감정 처리

감정의뢰 및 감정물을 접수하여 감정장비로부터 결과를 추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고 내부 전자결재와 진본확인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감정 처리

외부 시스템 연계

범정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경찰청 과학수사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업무 지원

감정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감정 의뢰정보, 감정서 조회 및 감정 통계 기능 제공

감정의뢰 접수, 감정물 인수인계, 감정서 작성, 감정서 결재, 감정서 발송, 감정정보 조회, 통계, 근무성과 작성 및 평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약 2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약 58억원

해당없음

2016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몽골 과학수사 BPR/ISP 컨설팅)

경찰청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증거물을 접수, 감정 및 해석 후 감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시스템

감정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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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법령, 조약, 행정규칙 조례ㆍ규칙,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등 477만건의 법령정보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

공동활용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OpenAPI 형태의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

모바일 서비스

누구나 어디서든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검색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ㆍ해석례 등, 별표ㆍ서식, 공공기관 규정, 그밖의 정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약 36개월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약 36억 원

https://www.law.go.kr (Kor)

https://www.law.go.kr/LSW/eng/

              engMain.do (Eng)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KOICA ODA, 2016 ~ 2018)

대한민국 법령과 조약, 중앙부처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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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집행상황 관리

대상자의 사회봉사·수강·부과처분 집행관리와 출퇴근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

원격출결시스템

협력기관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시 사이버보호관찰소 시스템에서 촬영한 대상자 출·퇴근 사진정보를 

수신함으로써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대상자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민원처리

사회봉사·수강명령·부과처분을 집행한 대상자의 요구에 의해 사회봉사이행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발급

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각종 부과처분의 집행처리, 무인·원격 출결처리, 증명서 발급, 사회자원 관리, 조사서 접수 

및 회보관리

중앙정부 /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약 9개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약 2.3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범죄행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수강·이수명령/각종 부과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출·퇴근과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원·검찰·소년원·교도소 등에서

의뢰한 조사서를 관리하는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보호통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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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가지 항목을 실시간으로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 지도검색 :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해 정보를 확인 
● 조건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
● 모바일 : 이동시에도 스마트폰에 설정한 시간마다(1시간, 12시간, 24시간) 내 주변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림 

성범죄 예방 및 안전정보 제공

성폭력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보호자 행동가이드라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시설 소개 등 

정책·정보자료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정정고지 신청·처리결과 조회, 정보통신망고지 신청·처리결과 조회, 성범죄예방 및 안전 

정보 제공

국민 / 중앙정부

약 12개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약 12억 원

https://www.sexoffender.go.kr (Kor)

해당없음

특정지역 또는 내 생활주변의 성범죄자 유·무 및 신상정보(사진 포함)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웹·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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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실현하다

공간정보로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정부
국토/교통/해양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는 정치, 행정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토의 개발 및 교통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구축한 공간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네이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52  자동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53  운전면허정보시스템

54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55  교통정보연계운영시스템 (ITS)    56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5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58  해양환경정보포털 (MEIS)

59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60  서울 토피스 (Seoul TOPIS)    61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 (TMS)

62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T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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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No Visit, No Paper

행정기관 방문 없이, 100% 전자처리로 소요시간 및 비용 대폭 절감

Non Stop 흐름행정 구현

건축ㆍ주택 프로세스 측면에서 논스톱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행정업무 효율성 완성

정부정책 활용 및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
● 건축ㆍ주택 실시간 정보 및 통계를 정부 정책으로 활용
● 건축물의 계획→생성→관리 등 생애관리 정보화로 발전

● 건축인허가 민원신청 및 처리(허가, 착공, 사용승인)
● 주택인허가 민원신청 및 처리(허가, 착공,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조회ㆍ발급
● 건축 관련 통계, 주택 관련 통계, 건축물대장 관련 통계
● 건축사관리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국민 / 건축사 / 유관기관

4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315억 원

https://cloud.eais.go.kr (Kor)

● 혁신브랜드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2007)
● 전자정부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2007)
● e-Challenge 2009 ‘the Best Demonstration Stand Award’ 수상(2009)

대한민국의 건축ㆍ주택행정 및 민원처리 업무(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인) 등) 

전반을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표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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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 운전면허증 취득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서비스 제공
● 경찰청과 연계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서비스 제공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제공

서류 없는 민원 서비스

타 기관의 행정정보 및 민원을 연계하여 서류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온라인 서비스
● 운전면허시험 응시 예약,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등을 웹·모바일로 제공
● 운전면허 응시절차 안내, 시험동영상,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지사항, 벌점 조회 등 운전면허 통합정보 제공

운전면허 시험응시, 연습면허 발급,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운전면허 정보조회,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 

검사 등

27개 운전면허시험장 / 국민

약 20개월 

도로교통공단 ICT운영처

약 50억 원

https://safedriving.or.kr (Kor)

https://safedriving.or.kr/guide/

              rerGuideEng01.do (Eng)

2019년 인사혁신처, ‘제 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국무총리 표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업무서비스와 국민편의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구성된 자동차운전면허 통합관리시스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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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선박모니터링시스템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등 위치발신장치에서 송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전자해도 화면 표시

선박보안경보시스템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항해선박에 해적·테러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선박에서 송신한 보안경보를 위성신호로 수신하여 관련기관에 전파

선박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선박등록, 선박검사, 선사 정보 등 개별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일괄 조회 가능

해양안전정보,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해양기상정보, 태풍정보 및 해적동향, 해적사고 정보 조회·관리

선박운항정보 및 보안경보시스템은 관련업무 수행 국가기관에 한해 이용 / 그 밖의 해양안전정보는 선박회사 등 

관련업계 종사자 대상

약 12개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약 30억 원

https://www.gicoms.go.kr (Kor)

https://www.gicoms.go.kr/en/main.do (Eng)

MEH(Maritime Electric Highway) 구축(’10~’12)

선박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양안전·해적동향정보,

자국선박 운항정보 등을 수집하여 정부기관 또는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구난체계에 활용하는 시스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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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전국 단위의 통합 교통정보 제공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시내부도로의 공공과 민간의 통합된 교통정보 제공

대국민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도시간 소요시간, 실시간 돌발정보,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 Open API 제공

교통정보를 누구나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및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

전국교통지도, 교통소통정보, CCTV영상정보, 돌발정보, 도시간소요시간, 우회도로 정보 안내 등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약 24개월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약 16억 원

https://www.its.go.kr (Kor)

https://intl.its.go.kr (Kor)

https://intl.its.go.kr (Eng)

해당없음

전국의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Open API)를 제공하고, 국가 교통체계 최상의 기능을 수행

교통정보연계운영시스템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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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

전국 지자체의 부동산원천정보를 수집·갱신하여 조회·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도 작성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등 지원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제공

조상땅찾기, 내토지찾기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부동산정책 통계생성

월/분기/반기/연도별 DW/DM 구축을 통한 토지소유현황, 주택소유현황, 산주통계 등 부동산정책 통계생성

행정사무 지원

지적전산자료, 법인 아닌 재단 및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11개 측량업(측량업자, 장비, 소속기술자 등), 

구토지대장 관리 등 행정사무 지원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정보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국토정보앱 운영

국가공간정보 연계(수집·제공)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국가공간정보를 최신성, 공간정합성 등 품질점검을 통한 수집·연계* 및 

수요자에게 제공

 * 68개 기관 143개 정보시스템 연계

부동산, 지적, 토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정책지도, 부동산정책통계, 민원서비스(조상땅찾기, 내토지찾기), 

비법인 정보, 구토지대장정보, 측량업 관리, 공공보상정보지원, 스마트국토정보, 정보 연계, 공간정보 목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약 15개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약 169억 원

https://kgeop.go.kr (Kor)

해당없음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공간정보 생산·관리기관

데이터를 연계·공유·통합하고,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및 측량업관리, 지적전산자료 제공, 부동산 통계 작성 등

공간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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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토지행정업무 처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 등 5개 

토지행정사무 처리 지원

민원서비스 제공

정부24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등록·변경, 중개업자 고용신고 등 부동산 관련 6종의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 활용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통계 생산·제공하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API 연계를 

통해 대국민에 행정데이터 상시 개방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등
● 부동산개발업 : 부동산개발업체, 사업실적, 전문인력 등 관리 (개발부담금)토지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에 대한 

부담금 관리
● 토지거래허가 : 매도 ·매수인 관리, 허가증 발급 등
● 부동산중개업 : 중개업소, 중개사, 종업원 관리 / 등록증 발급 등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약 14개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약 13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공인중개사,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 등

5종 토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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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해양환경관측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환경부에서 생산하는 해양환경 관측 데이터와 

WQI(Water Quality Index), 환경관리해역 시계열 서비스, 원본자료 등 제공

해양생태, 해양보호구역 정보 제공

해양보호생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갯벌생태,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 3D 콘텐츠, 점박이물범 영상서비스, 

해양생물사진 등 제공

해양보전 정보 제공

해양폐기물 발생량,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폐기물해양배출, 해역이용협의 등 정보 제공

해양환경정보지도 제공

해양생태ㆍ해양관측자료ㆍ해역이용영향평가ㆍ해양폐기물ㆍ연안주제도 등 지도 정보 제공

해양환경관련 법령·정책·지식정보·간행물 제공

해양환경과 관련된 법령·정책, 보고서, 연구자료, 교육자료, 간행물 자료와 독도 바다사자 잔존뼈 3D 영상 등 제공

해양관측&정도관리, 해양생태&해양보호, 해양폐기물, 폐기물해양배출,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정보지도, 

정보공간, 알림공간

국민, 해양환경/해양생태/해양보전 관련 정책수립자, 해양환경관리업 종사자

약 36개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약 32억 원

https://www.meis.go.kr (Kor)

해당없음

해양환경, 해양생태, 해양보전 분야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해양관련 정책 수립, 시행, 평가 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해양환경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해양환경정보포털 (M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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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신속한 민원신고 처리
● 선사 및 물류회사 등 사용자가 선박 입·출항, 화물처리 등 항만시설 이용신청시 처리기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이 ‘PORT-MIS’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해상운송, 선원 자격증, 선박등록 등 해운 업무의 전산화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편리한 항만시설 이용료 납부

선박이 항만시설(부두, 정박지, 하역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부두접안료, 정박료, 입출항료 등) 

비용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통합고지되어 편리하게 납부 가능.

항만물류 통계 정보 제공

대한민국 무역항의 선박의 선박 입·출항 정보, 화물의 수출입 물동량 정보, 컨테이너 처리실적 등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한 항만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선박 입·출항 관련 민원 신고 및 수리, 선박 입출항 및 화물운송 등 통계자료 제공, 해운사업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 발급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 항만공사 /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 선사, 대리점 / 항만운송사업자 / 해운사업자 / 선원

약 37개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약 170 억 원

https://www.portmis.go.kr (Kor)

해당없음

대한민국의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와

화물처리 등 항만 운영 민원과 선원·선박에 관련 해운 민원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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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통합교통관리

실시간 교통상황 및 돌발 상황 관리하여 도로소통정보, 대중교통정보, 도로CCTV 영상정보, 주차정보 등을 

웹·모바일·VMS로 제공 

버스 운행정보 

GPS 기반 실시간으로 약 9,000대의 버스운행 정보를 관리하여 배차간격, 무정차, 급감가속을 모니터링하며 

버스도착시간, 지하철 정보 등을 웹·모바일·BIT 등으로 제공

무인단속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자동 과태료 부과 

빅데이터 분석 

5년 이상 누적된 속도 교통량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카드 정보, 대중교통 

운행정보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교통정책 수립 지원

도로소통정보, 대중교통(버스/지하철)정보, 주차장정보, 교통사고·행사·집회 등 돌발정보, 나눔카정보, 자전거 

(따릉이) 정보, 보행자사고정보 등 제공, 교통예보서비스 제공

국민, 국가 및 시 공무원, 연구소, 민간 기업 등

’05년 최초 구축이후 단계적 고도화 추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2013 ITS Local Government Award (ITS World Congress, ’13.10월, 일본도쿄)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 서울의 교통상황(소통·돌발 등) 및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분석하여 시민 이동편의 및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한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

서울 토피스 (Seoul TOPIS)

https://topis.seoul.go.kr (Kor)

https://topis.seoul.go.kr/eng/english.jsp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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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수집시스템 

현장 교통량 수집 장비로부터 데이터 수집

교통량 통계자료 분석 및 제공
● 전체 도로현황, 도로 종류별 현황, 상시조사 교통량 등을 분석한 통계자료 
● 도로 종류별 교통량 통계정보 제공

전자지도 검색서비스

웹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고려, 전자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정보의 검색 및 다운로드 지원

E-Book 서비스

연도별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자료 제공

교통량 통계 분석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전자지도를 이용한 교통량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EBook제공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약 24개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약 150억 원

http://www.road.re.kr (Kor)

해당없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및 도로행정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와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 (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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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대중교통정보 연계 수집·제공

버스, 항공, 해운, 철도 등 대중교통정보를 수집하여 Open API 등으로 민간에 제공

대중교통정보 안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안내를 위해 관련 사이트 정보 제공

기술 및 법령 정보 제공

관련 기술표준 및 법령, 연계방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Open API 이용 신청, 관련정보 조회, 연계기관 조회

국민 / 민간기업

약 72개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운영)

약 222.5억 원

https://www.tago.go.kr (Kor)

해당없음

전국의 고속·시외·시내버스, 마을버스, 항공, 철도, 해운, 지하철 등 대중교통정보를

연계·통합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T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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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실현하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디지털정부
재정/통계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관리 분야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재정정책 수립 및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재정, 

통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납세에서 예산집행, 국유재산 

관리, 통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살림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정부 

시스템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66  알리오 (ALIO)    

67  온크레딧 (OnCredit)

68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    69  홈택스 (HOMETAX)

7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71  국가통계포털 (KOSIS)

72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73  나라통계시스템    74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75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차세대 e호조)

76  온비드 (On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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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공공기관 주요 경영정보 공시
● 공공기관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와 관련 공시항목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
● 공시항목은 2022년 기준으로 임직원수, 복리후생비, 재무정보 등 총 41개 항목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 제공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과 관련된 공시항목을 시각화하여 자료 제공

주요 통계자료 제공 및 비교분석 기능 제공

공공기관의 임직원현황,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주요 통계자료 제공 및 비교분석 서비스

다양한 공공정책 자료 제공

공공정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 다양한 공공정책 자료 제공

알리오 안내(알리오 소개, 경영공시 제도 등), 경영공시(기관별 공시, 항목별 공시 등), 통계(주요통계, 통계분석 등), 

공공 정책자료(공공기관 법령/지침, 공공정책자료 등), 소식 참여(공지사항, 이용안내 등)

국민, 언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약 4개월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

약 12억원

https://www.alio.go.kr (Kor)

해당없음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알리오 (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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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채무상환 안내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개

채권소각 및 채무내역 조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소각(채무면제) 및 채무내역 조회서비스 제공

고객서비스 제공

신용회복 관련 자료 제공, 공지사항 안내, 채무조정 관련 문의 및 답변 시스템 접속 등 서비스 제공

업무 관련 파트너(변호사·법무사)와 협업 서비스

채무조정 관련 소송, 법조치를 수행하는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사이트

채무상환 안내, 채권소각·채무내역 조회, 채무내역조회, VOC(Voice of Customer) 등 고객서비스, 업무 관련 파트너 

(변호사·법무사)와 정보 및 자료 상호 교환

국민(채무불이행채무자), 채무조정 관련 파트너(변호사ㆍ법무사)

약 6개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약 2.69억 원(자체개발)

https://www.oncredit.or.kr (Kor)

해당없음

채무자가 인터넷을 통해 채무상환 방법 등의 안내를 받고, 

채무내역 또는 채무소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채무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신용회복 지원 포털

온크레딧 (On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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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보험금 기초자료 등록 및 검증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예금자의 예금 및 대출 등 기초자료 등록 및 검증

예금보험금 자동 산정

예금자에게 지급할 예금보험금을 예금자별로 자동 산정

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
● 지급대행점(은행)을 방문하여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및 지급
● 예금자 편의를 고려,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및 지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및 정부24 사이트에 미수령 보험금 조회 웹 서비스 연동 제공

정리사례, 정리실행, 기초자료 등록, 예금보험금 산정, 예금보험금 조회 및 신청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지급대행점) / 파산금융기관 예금자

약 12개월

예금보험공사 IT전략운영부

약 23억 원

https://dinf.kdic.or.kr (Kor)

● 몽골 예금보험공사 대상 예금보험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 (2016)
●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 대상 예금보험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 (2017)
● 카자흐스탄 예금보호기구(KDIF) 대상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2018)
●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IDIC) 대상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2019)
● 알바니아 예금보호원(ADIA) 대상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2020)

부실금융회사 파산시 보험금 기초자료 등록 및 검증 과정 통합관리, 예금보험금 등 지급, 

미수령 보험금 조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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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담당기관 홈페이지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조회/발급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환급금 등 세무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민원증명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하고 프린터 출력, FAX 전송 등 서비스 제공

신청/제출 서비스 

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제출하도록 서비스 제공

신고/납부 서비스

각종 세금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상담/제보 서비스

세법·홈택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 탈세 제보 등 서비스 제공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세무대리인

해당없음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해당없음

https://www.hometax.go.kr (Kor)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Eng)

수상내역
● 홈택스 ISO/IEC 20000 인증 (2008)
● OECD 전자세정 우수사례 선정 (2006)
●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ISO/IEC 20000 인증 (2017)

수출내역
● 스리랑카(2010), 몽골(2011), 르완다(2016), 라오스(2016), 인도네시아(2020) 등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출 (12,640만 USD)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

홈택스 (H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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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영체제 구축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재정제도 혁신을 시스템으로 구현

사업관리시스템 중심의 실시간 업무연계

재정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축적되고, 사업담당자 권한 내의 업무를 실시간 모니터링

재정의 실시간 관리 

전자고지수납시스템(EBPP)과 전자자금이체(EFT)시스템을 통해 모든 재정수입·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실시간으로 

처리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분야별·부처별·기능별 등 여러측면에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

사업관리, 예산편성·집행, 회계, 결산, 성과관리, 조달(계약) 등

중앙정부 / 지방정부

약 28개월 (19.12 ~ 22.3)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운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약 15,665억 원

해당없음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대상(2013)

예산편성·집행, 회계,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全과정에 경영개념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성과중심의 재정정보시스템(FMIS)이며, 세계은행이 권장하는 FMIS 모델을 구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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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KOSIS 통계정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국가승인통계 및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국제·북한통계 정보 제공

통계시각화콘텐츠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KOSIS 공유서비스 (Open API)

KOSIS 통계정보를 웹 또는 모바일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 제공

챗봇서비스

대화형 AI 기반으로 원하는 통계정보 추천·안내 서비스 제공

국내통계, 국제·북한통계, 쉽게보는통계, 온라인간행물, 민원안내, 서비스 소개, 통계놀이터, 내가본통계표, 

관련사이트 등

국민

약 48개월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통계서비스기획과

약 160억 원

https://kosis.kr (Kor)

https://kosis.kr/eng (Eng)

몽골(2012), 스리랑카(2014), 미얀마(2015), 아제르바이잔(2018), 라오스(2019), 볼리비아(2022)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One-Stop 통계포털서비스

국가통계포털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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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지방세 부과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부과관리, 고지서 출력, 이메일 전송 및 SMS 전송 등의 기능을 제공

지방세 납부

은행납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스마트폰납부,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지방세 체납관리

미납한 지방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부동산, 예금, 급여 및 자동차의 압류절차 등을 통해 미납된 

지방세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능 제공

증명서 발급

재산세 및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납부 사실과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제공

시스템관리, 총괄관리, 부과관리, 수납/지방세환급, 체납관리, 제증명관리, 결재관리, 현계관리

지방정부 / 국민

약 24개월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세무과

약 45억 원

https://etax.seoul.go.kr or App (Kor)

https://etax.seoul.go.kr/english (Eng)

해당없음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지방세에 대해 부과, 수납, 체납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방세정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춤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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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KSBPM* 기반의 통계생산시스템 구축

국가통계 관리 및 생산에 관한 표준 프로세스의 개념 모델을 적용한 통계메타데이터 기반의 범용 통계생산시스템 구축

* KSBPM : Korea Statistical Business Process Model

쉽고 편리한 조사표 설계기능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조사표 설계를 위한 각종 템플릿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그릴 수 있는 설계도구 제공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입력자료 검토 및 집계기능

입력자료 오류 추출을 위한 정의된 규칙을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계표를 직접 구성 

다양한 조사방식

CADI, CAPI, CASI, CATI, mCASI 등 다양한 조사방식 

PC기반의 통계생산시스템(NARA Pro)

조사표 설계, 자료수집, 내용검토, 분석 등 통계조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PC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

나라통계포털, 통계조사용 홈페이지, 채용관리, 조사표설계, 명부 설계, 내검 및 입력현황 설계, 자료처리 설계, 

자료관리, 통계메타관리, 통계서비스 연계 등

승인통계작성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공단·협회) / 국민

약 84개월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조사시스템관리과

약 215억 원

https://www.narastat.kr (Kor)

● 특허획득(제10-168050호, 등록 2016.11.22.)
● 스리랑카 CAPI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2016년)
● 라오스 통계자료수집시스템 구축 사업(2020년)

통계 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全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나라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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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현장조사용 모바일 시스템과 병행
● 모바일 국유재산 현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 국유재산 확인·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화

국유재산 점검결과, 유휴 행정재산 보유현황 등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에 활용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민간기업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지적도를 중첩시키는 시스템 구축. 본 시스템을 이용해 

무주부동산을 찾아 권리보전

지도, 국유재산대장, 중앙관서지정, 전자등기촉탁, 무상귀속협의, 도시관리계획협의, 관리실태점검, 권리보전, 

국유건물, 공지사항

내부직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지차체 / 민간인 

약 15개월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약 6억 원

https://npis.g2b.go.kr (Kor)

해당없음

국유재산 확인·점검 업무,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실태조사 업무를 위한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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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시스템 통합연계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 등과 연계 및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재정업무를 연계하여 업무처리 속도 및 정확성 제고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주요사업, 계약, 예산집행, 재정정보 등을 전산화 및 모니터링 하여 재정통계의 투명성 강화

지방보조금시스템 신규 구축

지방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및 보조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국가통계 및 국제통계 자료 제공

지방재정 통계의 정확성·적시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 및 국제통계 체계를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지방재정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을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포털, 각종 

지방재정 통계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예산, 집행, 결산 담당 공무원), 민간보조사업자, 대국민

약 36개월(장기계약‘20.12.28~’23.12.31)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

약 642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 업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차세대 e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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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담당기관 홈페이지

공매 물건 검색 및 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압류재산, 국유재산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 임대 등 

입찰에 대한 공고, 정보 검색 및 전자 입찰 가능

정부재산정보공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일반재산물건 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공유일반재산물건에 대한 

매각·임대 예정 정보 제공

공매 관련 정보 제공

주요 공매 물건 안내 메일 서비스 및 온비드 이용수기, 부동산·공매 관련 칼럼, 관련 법령 등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앱 ‘스마트 온비드’통해 회원가입, 물건 검색, 입찰참가 등 주요 서비스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onbid.co.kr (Kor)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통합하고, 온라인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으로, 공공부문 자산의 효율적 처분(매각·임대)을 지원하는

국가 지정 정보처리장치

온비드 (Onbid)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공매 공고 물건 검색 및 입찰 참가, 공매 결과 조회, 전자계약, 온비드 이용수기 및 부동산·공매 관련 칼럼 조회, 

온비드 이용 관련 교육 신청, 불용물품 매칭 서비스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법인 및 국민 이용자 그룹

약 21개월 약 65억 원

● 제17회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최고경영자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5회 정보문화상(정보문화 실천 유공 장관 표창 (2013, 미래창조과학부)
● 제9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대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005, 산업자원부) 등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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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국민복지를 실현하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디지털정부
보건/복지

대한민국은 보건·복지·연금·보훈 관련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복지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회보장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있다.



80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ehaneul)

81  국립병원 EMR시스템    8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83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84  국민연금 연금업무정보시스템

85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8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SSIS)

87  복지로 (Bok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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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장사관련 종합정보 제공
● 장사시설 현황, 장례용품 가격정보 제공
● 지자체 장례 지원 사항,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

인터넷 화장예약 및 화장정보 관리
● PC, 모바일 화장예약
●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정보 통합관리

사망자정보 제공(연평균 20여 만건)

사망정보를 빠르게 각종 연금 및 복지급여 지급기관에 제공하여 부당수급 및 국고노수 방지

장사시설 관리 및 장사민원 등 행정업무 처리
● 장사시설 설치(조성) 인허가, 관리, 매장/화장 신고 관리 등 장사업무관련 행정처리 가능
● 장사시설 관리 및 행정처분 기능 제공

● 대국민 : 화장예약(모바일 등), 장사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제공
● 공무원 : 장사행정(인허가, 행정제재, 법정 의무교육관리) 및 민원처리
● 장사시설 : 시설운영(접수, 반환, 연장 등), 정보 등록(시설 이용료·장례용품 가격, 사망자정보, 교육대상자 등)

국민 / 장사시설 /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

약 12개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약 42억 원

https://www.ehaneul.go.kr (Kor)

https://m.ehaneul.go.kr (Kor)

해당없음

전국 화장시설 예약·화장정보 통합 운영, 장사시설 정보제공, 장사시설 인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 장사종합정보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ehan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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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의료행위에 대한 기능 제공

환자 대기시간 감소, 의료기관의 수기작업 최소화 및 문서관리 비용절감, 정보저장의 편의성, 환자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용이, 정보의 다양한 활용 기능 제공

의료 및 간호 업무
●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의 실시간 조회 및 처방할 수 있어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업무 감소
● 수기처리 간호 업무를 전산화하여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진료지원 업무

의료영상과 각종 검사 결과를 자동입력 처리 및 제공

원무·심사 업무

정보관리 업무 해소 및 신속한 진료비 수납 및 심사 가능

환자 진료 업무, 간호 업무, 진료지원 부서 업무, 원무·심사 부서 업무, 제증명 및 의무기록 업무

국립병원 의사 / 간호사 / 진료지원부서담당자 / 원무행정

약 60개월 (단계별 확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약 90억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립병원의 모든 의료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 보존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말하며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국립정신병원에 특화된 시스템(5개), 결핵환자를 다루는 국립결핵

병원에 특화된 시스템(2개), 한센인 환자를 다루는 국립소록도병원에 특화된 시스템(1개)으로 구분

국립병원 EMR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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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식품안전정보포털(대국민용)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제품 및 업체정보 조회, 우리동네 음식점 현황, 인허가 정보, 행정처분 정보 확인, 회수· 

판매중지 식품정보, 부정·불량 식품신고 등 식품안전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식품행정통합시스템(식약처·지자체 공무원)

식약처, 지자체에서 식품안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식품정보활용시스템(관련부처 공무원)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12개 협업부처에서 식품안전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식품안전 정보, 식생활 영양정보, 업체 및 제품검색, 식품안전 전문 정보, 식중독 예방정보, 식품제조 관련 민원처리, 

불량식품 신고 등

식품안전관련 공무원 / 일반국민 / 식품 산업체 / 전문가 등

약 10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USD 9.3 million

https://www.foodsafetykorea.go.kr (Kor)

해당없음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되던 식품안전정보를 ICT를 활용해

연계·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원문을 개방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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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자격관리

의료급여 대상자 150만여 명의 자격조회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산정특례 등 다양한 검색서비스 제공

사후 및 사례 관리
● 환급, 환수 및 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련 자료 제공
● 사례관리 대상자의 내역 및 통계정보 제공

통계 서비스

수급권자현황, 진료실적, 상병통계 등의 현황자료를 월별 구축하여 각종 통계자료 제공

의료급여 자격관리, 사후관리, 사례관리, 통계정보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 1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

약 34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DW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의료급여 통합 정보를 기반으로

자격,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각종 의료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담당자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포털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84

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국민연금 통합관리

가입부터 수급까지 시기별 개인의 상담내역과 변동사항을 평생고객 이력으로 통합관리

대량의 데이터 구축·운영

행정자치부 주민전산자료 등 30여년간 축적된 1,487억건의 데이터를 연금업무에 활용

민원 서비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24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예상연금액 조회 등 조회서비스 제공

가입자 자격관리, 징수관리, 급여지급관리, 장애인 지원업무, 제증명(납부내역 등) 발급

국민연금공단 직원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약 24개월 

보건복지부

약 320억 원

해당없음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국민연금 연금업무정보시스템

https://www.nps.or.kr (Kor)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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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의약품안전나라(대국민용)

의약품 허가사항, 안전사용정보, 안전성속보 등 의약품 관련 정보 확인 및 전자민원 신청을 위한 의약품 분야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의약품 행정서비스 포털(식약처 공무원)

임상시험승인, 허가 심사, 행정처분 등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

의약품 정보공동활용 포털(관련 기관, 단체)

범부처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전주기 의약품안전관리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전자민원/보고, 의약품등 정보, 고시/공고/알림, 안전사용정보, 공공데이터 정보

의약품안전 관련 공무원 / 일반국민 / 제약업체 / 전문가 등

약 45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약 220억 원

https://nedrug.mfds.go.kr (Kor)

해당없음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범부처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처리 및 

알기 쉽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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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행복e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
● 92개 기관 1,283종(’21.12월 기준)의 소득·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범정부) 범부처 사회복지업무 지원

범부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의 통합관리와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업무처리 

지원
● 국토부의 임대주택사업, 교육부의 대학 국가장학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수당, 고용노동부의 재정일자리사업 

등 53개 서비스 지원

● (행복e음)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복지, 장애인, 노인 등 121개 복지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89종 현금급여 지급(’21년 기준, 38조원 급여지급)

● (범정부)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사업, 임대주택사업,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업무처리 지원 및 중복급여 방지 

사업(복지지킴이), 복지서비스 의뢰 사업, 전 부처 및 지자체 복지정보안내(복지알림이) 등

● (행복e음) 전국 226개 시군구 4만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범정부) 22개 정부중앙부처 및 55개 산하기관 복지사업 담당자 약 1,600명

약 24개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약 1,800 억 원

해당없음

2014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UN Public Service Awards 1st Place) 수상 (‘정보화시대 부처간 협력 부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관리(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국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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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중앙부처 363개, 지자체 4,000여개, 민간 300여개 복지서비스 정보와 생애 주기별 알림이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초·중·고 학생 교육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29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제공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모바일앱을 통해 주요서비스 제공

복지정보 및 통계 제공

복지 이슈·뉴스, 복지 칼럼, 인포그래픽, 사회보장 통계, 우리 동네 복지시설 정보 등 제공

복지서비스 및 정보 검색,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및 처리, 복지서비스 신청 진행 상태조회, 서비스 안내, 복지도움 

요청 및 내역확인

국민

약 10개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약 16억 원

https://www.bokjiro.go.kr (Kor)

해당없음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한 도움 신청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 현 시스템을 재구축한 2014년 기준

복지로 (Bokjiro)



인재강국, 문화대국을 실현하다

교육과 문화 육성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정부
교육/문화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원, 학생 등에 맞추어 

각자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정보화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강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재 통합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대국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90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CAMS)

    91  에듀넷·티-클리어 (EDUNET·T-CLEAR)    92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93  나라배움터    94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KOLIS)

95  나이스 (NEIS)

96  온라인 보충과정 시스템 (Onlin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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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기록관리기준 관리

업무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조정·승인 및 기준표 검색

기록물 인수·등록

각급 기록관의 이관 대상기록물을 인수하거나, 민간·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기능

기록물 반입·반출, 정수점검, 서고재배치, RFID관리, 탈산, 제본, 디지털화 등의 기능 제공 

기록관리 기능

기술(Description), 보존기간 재평가, 공개재분류, 장기보존(정보패키지 관리 등), 보존포맷변환 등에 대한 관리 기능 

제공

인수, 등록, 기록관리기준, 기록물정리, 서고, 보존, 보존매체, 매체수록, 기술·재분류, 열람활용, 검색 등

국가기록원 내 직원 및 바로열람서비스 이용 기관 사용자

약 24개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약 20억 원 (기본 기능 구현시)

해당없음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중요 국가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CAMS)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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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협업포털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표·발굴 허가신청, 지표·발굴 조사기관 출토유물관리,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 감정관실 업무 등 

협업기관간 문화재 관련 업무처리 창구

전자행정
● 문화재청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문화재업무처리 시스템
● 지정·등록문화재 정보관리,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문화재 국고보조, 보수정비,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등 

10여종의 업무 온라인 처리

행정포털
● 문화재청 직원을 위한 통합로그인, 행정업무공유, 의사소통 기능 등을 제공하는 업무포털시스템

지정·해제, 문화재위원회, 정기조사, 국고·보수정비, 현상변경, 지표발굴, 국가무형, 궁능유적, 천연기념물 등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 문화재 행정업무 협업기관

약 60개월

문화재청

약 32억 원

https://www.e-minwon.go.kr:8443/

              webs/main.jsp (Kor)

해당없음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재 조사기관, 무형문화재 단체 등 문화재 관련 협업기관 간의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화, 기록의 자동화 등을 제공하는 문화재 행정 전반의 공동활용 기반 시스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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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교사의 수업·연구 활동 지원 
● 수업설계, 교수학습, 연구자료, 외부자료 등 교육과정 기반 교수학습 자료 제공
● 중앙 단위 통합 원문 수집 시스템 구축(시·도 교육정보 공유 강화)

교육정책 통합 제공
● 국가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유학기제 등 분산된 정책 정보 통합 제공
● 교육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정보(서비스, 동향, 통계) 제공

교육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

디지털교과서,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교육정책 자료 제공

교육자료 공유 및 소통

교사들을 위한 소통 및 자료 공유 커뮤니티 「나눔공간」 제공

수업·연구자료,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AI-SW 교육, 연구대회, 위두랑, 교원연수, 시·도 

교육정보서비스 등

초·중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

약 10개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

해당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굿 콘텐츠서비스」 PC웹 분야 대상 수상(2019.12.3)
● 행정자치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최우수 서비스(2016.12.19.)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디자인(GD)」 수상 (2016.12.14.)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Web Award Korea 공공 서비스 최우수 (2015.12.17)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활동자료 등 교육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협업과 소통을 도와주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

에듀넷·티-클리어 (EDUNET·T-CLEAR)

https://www.edunet.ne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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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언제 어디서나, All-In-One 서비스 제공
● 365일 언제나, PC와 모바일 등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 가능
● 중앙·지방 교육훈련기관의 모든 이러닝 과정을 검색, 학습, 수료까지 원스톱으로 가능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
● 매월 테마별 우수 콘텐츠 선정·추천, 인기 과정 안내 등 큐레이션 기능
● 온라인 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서(과정개설 알림, 학습독려 등) 운영

유연하고 확장가능한 범정부 공동활용 학습 플랫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154개 기관)이 함께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러닝 검색·학습·수료,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학습추천, 협업학습(커뮤니티, Blog, 지식Q&A), 콘텐츠·시스템 공동 

활용

전 공무원  *일부 콘텐츠에 한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약 36개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약 55억 원

https://e-learning.nhi.go.kr (Kor)

해당없음

공무원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이러닝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는 범정부 공동 활용 플랫폼

나라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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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도서관 핵심업무 기능 탑재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수집, 등록, 정리, 배가, 대출 등 도서관의 핵심업무 기능을 탑재 

인쇄자료와 온라인자료

인쇄자료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 규칙에 근거하여 사서들이 데이터 입력 및 관리를 

하며, 온라인자료는 데이터표준기술규칙(MODS)에 근거하여 데이터 입력 및 관리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의 통합검색, 국가자료종합목록(전국도서관 소장정보 관리시스템),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고문헌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들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수집, 등록, 정리, 배가, 열람, 보존, ISBN/ISSN관리, 현황, 업무관리, 통합검색, 시스템관리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담당자

약 14개월 (202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약 12.8억 원

해당없음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 관리 및 도서관 고유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1999년에 C/S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한 후 2015년에 웹기반 시스템으로 재개발하여

2016년 10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였으며, 2021년에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자료

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디지털) 자료에 대한 관리기능(수집, 등록, 정리, 보존)등을

신규개발하여 2022년 5월부터 운영중.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KOLIS)

https://www.nl.go.kr (Kor)

https://www.nl.go.kr/EN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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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교육행정업무의 시스템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교육행정 업무를 시스템으로 구현, 매년 다양한 기능 제공

자료연계
● 내부 업무 처리 결과에 따른 각종 통계 기능 제공
● 타교육청 및 공공기관과 정보 상호 연계 처리

대국민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
● 식단, 생활기록부 등 학생 46종, 학부모 59종 서비스 제공
● 학사일정, 가정통신문, 식단표, 시간표 등 학교 관련 주요 정보를 모바일서비스로 제공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 네트워크, 서버, 사용자 PC 등 단계별 7단계 보안 적용
● 적법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업무별/메뉴별 별도 권한 관리체제 적용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학부모 등

약 24개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본부

약 1,000억 원

https://www.neis.go.kr (Kor)

대한민국 전자정부50년 명예의 전당 서비스 10선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만 2천여 초·중등학교에서 교직원 인사, 급여 처리 및 학생 출결, 

성적 처리 등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증명 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NEIS)

사이트맵

● 학생 성적/생활기록부 관리 등 교무업무 154개 업무 처리
● 교직원 인사/급여/복무 관리 등 일반행정 102개 업무 처리
● 설문조사, 민원 발급 등 대국민 18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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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정규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습콘텐츠 제공

중학교 38개 교과, 고등학교 67개 교과로 구성되어 교과 영역별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학생의 학습 현황 파악

단위학교 담당 교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 튜터, 교육 정책을 기획하는 교육청 담당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편리하게 학생의 학습 현황 파악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편리성 제고

반응형 웹 기술 적용을 통한 PC 및 모바일을 통한 학습 가능

학습 결과는 정규 학교 수업으로 인정

온라인 보충과정 시스템에서 학습한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온라인 보충과정 안내, 학습 현황, 확인학습 제출, 학습자료실, 공지사항, Q&A, 쪽지 발송, SMS 발송, 수강신청, 반 배정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학생 중
● 전·편입으로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
●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선택교과를 학습하고 싶은 학생

약 10개월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약 5억 원

해당없음

https://onlineschool.or.kr (Kor)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습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 보충과정 시스템
(Onlin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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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성과 고용창출을 실현하다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지털정부
산업/조달/고용

대한민국은 각 산업분야별로 첨단화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과 

상생하는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기업지원에서 조달, 특허, 고용, 

통관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디지털정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 



100  기업마당 (Bizinfo)    10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102  워크넷 (Worknet)    10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04  기업지원플러스 (G4B)    105  특허로 (KIPOnet) 

   106  목록(상품)정보시스템    107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10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KONEPS)    

109  e-발주시스템    110  RFID 물품관리시스템

 1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12  하도급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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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정책전달 체계

다양한 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메일링, 앱(App), 퀴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

정책정보 제공

지원사업 공고, 제도, 정책뉴스, 입법·행정예고/고시

부가서비스 제공

교육·세미나·전시회, 입주기업 모집공고,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기업업무용 서식

데이터 개방

민간(창업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정책정보 전달 채널을 지속 확대중

지원사업 공고, 교육·세미나·전시회, 정책뉴스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등

약 12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약 50억 원

해당없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범정부 중소기업 정책포털

* 운영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2호

기업마당 (Bizinfo)

https://www.bizinfo.go.kr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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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절차

모든 통관절차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 신속한 통관처리는 물론 고도화된 

위험관리 모듈 탑재로 안전성 확보 * 수출 평균1.5분, 수입 평균1.5시간

통합·연계된 시스템

관세청·유관기관·이해관계자 간 통합·연계를 통해 모든 통관절차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및 실시간 무역·물류 정보 제공

국제표준 적용

WCO 및 UN의 전자문서표준을 적용하여 세계 각국에서 사용 가능

수출입업체 / 요건확인기관 / 일반(개인) 사용자 등

약 18개월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약 30~150억 원

https://unipass.customs.go.kr (Kor)

https://www.unipass.or.kr (Eng)

수상내역
● 국제공항협회(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주관 세관 만족도 평가 11년 연속 1위
● (World Bank)‘Doing Business’ 모범사례 선정(’09~’12)
● (WCO)에콰도르 구축 시스템 WCO 혁신대상 수상(’13)
● UN 디지털무역원활화 이행률 평가 1위(2019)
● 유니패스 16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 인증(ISO 20000) 획득(2021) 

수출내역
● ’05~’22년 현재까지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에티오피아 등 총 16개국 2억 6,458만불 수출
● [아프리카주] 탄자니아(’11~’12), 카메룬(’15), 에티오피아(’17,’19), 가나(’18, ’21~’22), 알제리(’18), 마다가스카르(’22)
● [아세아주] 카자흐스탄(’05), 키르키즈스탄(’08), 몽골(’09), 네팔(‘11), 우즈베키스탄(’14), 타지키스탄(’19)
● [중남미주] 도미니카(’08), 과테말라(’09.‘22), 에콰도르(’10~’11), 파라과이(’20)

수출입신고, 여행자통관, 세금납부 등 모든 통관절차를 자동화하여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사이트맵

● (전자신고) 수출입통관, 환급, 화물, 공항만감시, 여행자, FTA 등 관세행정업무 전자신고
● (통관단일창구) 신청서 작성ㆍ처리현황, 세관장확인사항 등 안내
● (기타) 전자납부, 유통이력신고, 전자상거래신고, AEO 등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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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민·관 일자리정보망과 연계 

인사혁신처, 산업인력공단, 병무청, 행정안전부 등 총 23곳의 민·관 기업과 연계하여 총 23곳의 취업사이트 

채용정보를 워크넷에서 한번에 제공

맞춤채용정보 검색

지역, 임금정보, 근무 여건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맞춤 채용정보 검색 가능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직업선호도검사, 적성검사, 가치관검사 등 청소년(7종)과 성인(12종)을 대상으로 총 19종의 심리 검사서비스 제공

청년 구직자 맞춤형 ’청년워크넷’운영

강소기업 현장탐방, 각종 직업 소개 동영상,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팁 등 청년 구직자 타깃에 맞춘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서 관리, 맞춤일자리 검색, 입사지원 서비스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채용정보, 채용캘린더, AI일자리 추천,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의모든것(취업트렌드 안내, 취업가이드 등),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고용복지정책, 정부직접일자리/공공기관 채용정보, 인재정보

구직자(여성, 중장년, 청(소)년) / 구인기업

초기 구축(13개월) 이후 매년 기능개선 수행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초기 구축비 41억 원(장비도입제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2017),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2017) 등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공공·민간 일자리정보, 일자리정책 소개, 직업소개 등 진로·취업 지원 콘텐츠 제공

워크넷 (Worknet)

https://www.work.go.kr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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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원클릭 구매

조달청과 고정된 가격으로 단가계약된 제품을 구매, 판매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상품을 보다 쉽게 구매 

신속한 구매 가능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경쟁입찰 절차 없이 나라장터쇼핑몰 웹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구매 가능

종합쇼핑몰 관련 자료 제공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조달계약 관련 법령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등을 제공

● 물품 구매가능 사용자 :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물품 등록가능자 : 조달청에 입찰등록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

약 12개월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약 17.5억 원

https://shopping.g2b.go.kr (Kor)

해당없음

상용화되고, 품질이 보증된 물자에 대해 수요기관의 신속한 조달구매 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직접 검색하여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국가전자조달 온라인 쇼핑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맵

●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단가계약물품의 검색 기능 제공(업체명, 제품명, 제품 고유번호 등으로 검색)
● 물품검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속성정보(규격, 단위, 지역, 인증, 등) 검색 기능 제공
● 제품 카테고리별 테마몰 구성(레미콘·아스콘, PC, 가구류 등)
● 기술개발 제품 및 녹색제품 등 각종 인증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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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기업정보 변경 서비스

기업 정보(상호, 소재지 등) 변경 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기관 신고를 인터넷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조회·발급 서비스

기업에서 발급하는 각종 성적서에 대한 업무의뢰와 문서발급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기업정보변경 : 일반기업에서 신청한 기업정보(상호, 소재지, 자동차등록 정보 등)를 일괄변경
● 신청·조회·발급 : 발급기관에서 신청한 성적서에 대한 보안조치(위변조 방지 기능) 수행
● 발급기관 조회 : G4B를 이용하고 있는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조회

공공기관/일반기업 등의 담당자

약 30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약 230억 원

해당없음

기업지원에 관한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한곳에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기업지원플러스 (G4B)

http://www.g4b.go.kr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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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전자출원서비스

서류작성, 서류제출, 수수료납부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특허행정사무처리

산업재산권의 심사·심판·등록 등 특허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제공

심사관 및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고려,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 및 심사진행 상황 조회, 특허정보관리, 수수료관리, 증명서 발급, 특허정보검색 등

중앙정부 / 국민

약 36개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약 181억 원

https://www.patent.go.kr (Kor)

● 해외진출 실적 : 4건, 1,785만불
● 몽골(’11, 335만불), 아제르바이잔(’13, 420만불),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15, 580만불), 아랍에미리트(’16, 450만불) 등 

※ KOICA 무상원조 자금을 활용한 특허행정시스템 해외 진출 (단, 아랍에미리트는 UAE 정부가 재원을 100% 부담) 

산업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공보발간 등 모든 산업재산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산업재산 종합정보시스템

특허로 (KIP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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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물품 고유번호 관리

UNSPSC 물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300만 건의 정부물품에 대하여 물품목록정보(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관리 및 조회. 물품을 각 제조사별 모델까지 구분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물품의 속성(크기, 색상, 재질, 용도 

등)을 기록 관리 

물품정보 검색 기능 

물품분류지도, 분류별 검색, 제조사 또는 모델명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 제공

국가물품 관리 및 공공조달의 기본정보 
●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보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에 기본정보

물품(상품)정보검색, 물품등록요청, 품목변경요청, 품명등록, 품명검색, 품목등록처리현황 조회, 분류변경이력조회 

정부 / 조달청 / 조달기업

약 12개월 

조달청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약 14억 원

해당없음

정부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목록(상품)정보시스템

https://www.g2b.go.kr:8053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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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검색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억 2천만 건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별로 제공하고 

항목별검색, 문장검색 등 다양한 검색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용자 편의기능 제공

온라인 다운로드, 신착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API를 활용한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등 제공

지재권 이슈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이슈를 담은 정보지(웹진)를 발간 ·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검색서비스를 웹 모바일로 제공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국내 심판, SCIENCE ON(논문, 저널) 등 지식재산 관련 정보 검색 및 조회, 

행정이력 확인 등

국민

약 24개월 

특허청 정보관리과

약 45억 원(장비 구매비 별도)

http://www.kipris.or.kr (Kor)

인터넷 에코어워드 서비스혁신대상(2012)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료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의 대표 검색서비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KI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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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전자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기능
● 조달기업은 분야별 면허 등 자격요건을 미리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1회 등록만으로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가능
● 입찰부터 개찰, 자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 대금지급까지 조달의 전과정 온라인 처리

전자대금지급 기능

제품, 서비스, 시설물에 대한 검사, 대금청구, 지불까지 전 과정을 주요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 

공공조달관련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관리

신용평가기관, 보증보험사 등 227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연계를 통해, 기업의 방문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무서류 정보확인 가능

국가 입찰공고정보, 조달기업 등록, 중앙조달요청, 입찰참여, 자격심사,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사항조회, 검사검수, 대금지급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공공기관 / 조달기업

약 12개월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약 100억 원

수상내역
● 2003년 UN 공공서비스상(UN Public Service Award) 수상
● 2004년 세계전자정부 평가 ‘전자조달 Best Practice Model'선정
● 2004년 ‘더 이상 개선이 필요없는 수준’으로 OECD발표
● 2005년 UN/CEFACT(UN 전자문서 표준화기구) 포럼에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절차의 국제표준’반영
● 2005년 영국표준협회(BSI) ISO 20000 인증서 획득
● 2006년 WCIT Global IT Excellence Award 수상
● 2007년 AFACT(아시아태평양 무역원활화 및 전자상거래위원회 회의) e-ASIA Award수상
● 2011년 OECD & ITU 의 M-Gov 보고서 모바일 전자정부 사례 중 ‘세계 4대 모범사례’로 선정

수출내역

7개국 : 베트남(2008), 코스타리카(2009), 몽골(2010), 튀니지(2011), 카메룬(2013), 요르단(2015), 르완다(2015)

https://www.g2b.go.kr (Kor)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 용역, 건축서비스와 관련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국가 공공조달업무를 총괄하는 온라인 종합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KON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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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제안요청 서비스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우수 

제안요청서 검색 및 활용, 산출내역을 작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전자제안 및 전자평가 서비스
● 기존 인쇄물 형태의 기술제안서를 입찰자가 온라인상에서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제안서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서 계약 진행하는 모든 사업(용역, 물품)에 대한 평가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사업관리지원 서비스

정보화사업관리 경험이 없는 담당자도 쉽게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절차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정보서비스

협상계약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입찰, 계약 등의 통계정보와 정보화사업의 최신 정책, 제도, 기준 등을 제공

발주지원, 제안요청, 제안, 제안평가, 사업관리지원, 종합정보서비스, 공고현황, 개찰결과, 조달수수료 안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조달업체 / 평가위원 / 국민

약 23개월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약 65억 원

https://rfp.g2b.go.kr (Kor)

해당없음

사업기획,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수·발주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서비스

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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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RFID 기술을 이용한 재물조사

물품에 부착된 RFID태그를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전송하여 재물조사 및 물건 이동 파악

물품의 통계 및 대장관리

취득, 처분, 보유물품의 대장관리 뿐만 아니라 조달청 물품목록번호를 이용한 분류별, 품종별 통계 관리

운영기관의 물품관리 점검 기능

기관별 물품보유현황, 재물조사실시결과, 기관평가를 위한 현황 조회 및 통계 기능

국가재정시스템(d-brain) 및 처분시스템(On-BID)과 연계

예산의 지출을 관리하는 국가재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취득사항을 관리하고, 물품매각을 위한 ON-BID 시스템과 연계

태그발행, RFID 리더기를 이용한 재물조사, 물품대장관리, 물품각종통계, 조달청 무상관리전환, 물품출금 및 반납

국가기관 / 공공기관 / 조달청 / 조달기업

약 12개월 

조달청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약 34억 원 (태그부착, 발행기등 별도)

https://rfid.g2b.go.kr (Kor)

해당없음

RFID기술을 기반으로 정부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까지

물품의 수명시간동안 실시간, 무선으로 물품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RFID 물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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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중앙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지원이력 현황정보를 수집·통합·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자료 활용, 특정기업 중복지원 방지 및 신설변경사업 유사중복 방지
● 대상 :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 예산비중이 30%이상인 사업
● 1,900개 중소기업지원사업, 약 413만개 기업정보, 1,870만건의 지원이력 관리(’10년~’22년 7월 기준)

주요 서비스(콘텐츠)
● (지원사업 정보) 21개 중앙부처·17개 광역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사업내용, 예산, 지원대상 등)
● (기업 정보) 지원사업 선정(수혜)기업에 대해 국세청 등 정보연계가 가능한 행정자료 및 민간신용평가기관 

(KED,NICE)의 기업정보(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 등)를 추가 수집하여 관리
● (지원사업 성과 및 통계정보) 수집된 지원이력 및 기업정보 등을 통해 대내외적 연구,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통계정보 (업종, 분야, 업력 등) 제공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약 24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약 150억 원

해당없음(내부전용)

해당없음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기업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맵

● 지원이력 : 사업명, 수행부처(기관), 사업분야, 기업 등을 기준으로 수집된 지원이력 조회
● 통계정보 : 연도별, 사업분야별, 개별기업별 등을 기준으로 매출·고용·수출 등 증가율 분석
● 기업정보 : 지원사업 수혜기업 기준으로 기업 현황(공통정보, 경영실적, 지원이력, 인증여부 등)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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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전자계약체결 시스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이용등록한 후 전자적으로 처리

대금지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대금지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

실적증명서 발급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계약실적 내역을 조회하고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

계약관리, 대금지급, 예외처리, 계좌관리, 현황관리, 통계자료, 사용자관리, 포털관리, 보증서 관리

공공기관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약 9개월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약 8.6억 원

https://hado.g2b.go.kr (Kor)

해당없음

효과적인 하도급 계약관리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한 하도급 관리 시스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도급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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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안전을 실현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정부
안전/환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환경 관리와 재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산불, 지진, 산사태 등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116  디지털 시민 시장실    117  재난현장영상전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

118  지진조기경보시스템    119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120  산림토목관리시스템    121  산불상황관제시스템

122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123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124  생활안전지도

125  119다매체신고 시스템    126  산사태정보시스템

127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128  재난안전통신망    129  안전신문고

130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 (All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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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주요 시정데이터 통합화 및 시각화를 통한 정책지원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시정데이터를 통합 및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자(시장, 주요 임원 등)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실시간 정보 및 데이터 제공

인터렉티브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사고, 안전,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장 

직원들과 음성·화상 전화 통화로 실시간 업무지시

시민과 신속한 시정 공유

’19년 05월부터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 및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도시안전정보(화재·재난·사고 등), 교통 상황, 대기질, 상수도 수질상태, 물가정보 확인
● 시민여론 (민원접수, 시정뉴스, 인터넷 반응 등) 실시간으로 파악
● 서울시 주요사업 목록 및 세부내용 확인 가능
● 재난·위급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와 음성 및 화상통화

서울시장, 실장, 본부장, 국장, 직원, 시민

약 9개월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약 5억 원

http://scpm.seoul.go.kr (Kor)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디지털 시장실 수출 협력에 관한 MOU(2017)
● IDC 주관 제5회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우수 행정서비스 선정(2019)
● CES 2020 서울관 내 디지털 시장실 운영 및 우수 평가(2020)

서울시 각 부서의 약 300개 시스템(열린 데이터광장, 교통정보센터, 통합안전상황실 등)에서 

관리되는 약 9천만 건의 데이터와 서울시내 5만개 이상의 CCTV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시각화한 시스템

디지털 시민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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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재난영상 전송 및 모니터링
● 초고속 이동통신(LTE)을 이용하여 거리, 장소 제약 없이 영상전송
● 소방차나 헬기가 출동부터 도착해서 현장활동까지 실시간 재난현장을 중앙상황실에서 모니터링
● 소방차나 헬기가 들어갈 수 없는 실내는 스마트폰App을 활용하여 중앙상황실로 영상전송

시스템 구성
● 영상카메라 : 출동차량에 설치, 원격으로 상하좌우 움직임(PTZ)가능

※ 소방차 826대, 헬기 19대, 모바일 179대 운영중

● 영상수집시스템 : LTE로 출동차량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수집·저장
● 모니터링시스템 : 영상보기, 분할화면, 카메라제어, 저장영상 재생

소방차출동영상, 모바일현장영상, 헬기출동영상, 영상모니터링, 영상카메라 원격제어(PTZ)

소방공무원(중앙, 지방)

약 16개월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약 15억 원(영상카메라 100대 기준)

해당없음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 제출(’16.12)

중앙상황실에서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국 소방차 및 소방헬기에 영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중앙상황실로 실시간 전송(LTE활용)

재난현장영상전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



118

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자료수집 및 지진감시

기상청 및 유관기관 360여개 지진관측소의 실시간 자료수집 및 지진감시

자동분석

다중분석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분석을 통해 지진 규모에 따른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를 

최초관측 후 5~10초 수준으로 발표

지진통보

지진재난문자, TV 자막,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유튜브, 기상청날씨알리미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및 

시스템 간 직접연계를 통한 신속한 지진정보 전달

지진관측, 지진감시, 지진분석,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통보, 지진재난문자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교육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국민

약 180개월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기술팀

약 400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진 발생 시 피해는 크지 않지만 속보가 빠른 P파만을 이용하여,

지진 발생시간, 위치, 규모를 빠르게 분석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달하기 전

국민들에게 지진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P파는 S파에 비해 약 1.73배 빠르게 전파)

지진조기경보시스템



119

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산림병해충 업무 통합관리

예찰·발생조사·방제계획·방제사업·업무보고 등 현장에서의 대응단계별 정책결정을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산림병해충 발생·방제현황 모니터링서비스 제공

소속기관 및 지자체의 GPS좌표를 동반한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및 일반병해충 발생·방제 관리

모바일 서비스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산림병해충 신고 및 정보 제공

병해충 발생상황조사, 방제계획수립 및 실행, 시료분석, 보고관리, 반출금지구역, 병해충현황, 병해충정보

산림청 및 소속기관 / 지자체 / 유관기관 / 연구기관 / 국민

약 12개월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방제과

약 10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급증하는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방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도 기반의 주요 병해충 발생·방제 현황과 전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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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현장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부터 사후 유지/보수/점검관리까지 현장 담당자의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시스템 기반으로 

현장업무 처리

산림토목사업의 용역비산출 자동화
● 타당성평가, 실시설계, 시공, 감리사업의 단계별 원가관리 및 용역비 산출 자동화
● 분기/연간 보고자료 추출, 전자결재 연계, SMS 연계, 사업완료 대장의 이력확인 등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과 연계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 내역을 업체로부터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처리

산림토목사업(임도, 사방)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산림청 및 소속기관

약 24개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목재산업과, 산사태방지과

약 10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림 분야의 임도 및 사방업무에 대해 사업계획, 사업정보, 사업관리(실시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산림토목 분야의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산림토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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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예방/대비업무 분야

기상정보 빅데이터와 산림공간정보를 융합한 산불위험예측 정보 제공

대응업무 분야
● 산불발생 주변의 현장상황 분석을 위한 지능형 공간검색 기능, 시간대별 조치현황 및 피해현황 정보 공유를 위한 

보고 기능
● 위성정보를 활용한 산불발생 탐지

복구업무 분야

각종 산불현황 통계정보 제공 및 피해현황 보고기능

산불신고관리, 피해상황보고, 산불위험예측, 과거산불분석, 진화장비관리, 담당자연락처정보 관리, SMS문자발송, 

산불감시원 조회

산림청 및 소속기관 / 지자체 / 유관기관 / 연구기관 / 국민

약 12개월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

약 20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불예방과 진화상황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산불 표준업무절차 중심의 단계별 재해업무를 지원하며,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산불의

실시간 탐지 및 확산예측 기능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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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스마트항공사진
● GPS장비, 종이도면 중심의 위치정보 확인을 모바일기기로 통합
● 위치정보 확인, GPS측량, 지도저장, 거리·면적 측정 제공
● 항공사진 및 현장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산림 주제도 제공

스마트야장
● 각종 현장조사 종이야장을 모바일 전자야장으로 구현(21종)
● 현장 업무 시 발생하는 이중 작업(종이야장을 문서화로)을 모바일 기기로 자동화 처리하여 현장업무 경감
● 수기 작업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를 모바일기기를 통한 자동점검 처리로 데이터 정확성 확보

PC 프로그램

모바일 기기와 직접 연결을 통한 자료전송 및 모바일 앱(App)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산림조사, 표준지매목조사, 조림지 성적조사, 산림피해조사, 생산재 검척, 산림병해충조사, 산사태취약지조사, 

산림매수검토서, 대부지실태조사, 무단점유지조사 등

산림청 및 소속기관

약 24개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약 7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림 현장업무에 필요한 종이도면, 종이야장, 종이대장, 카메라, GPS 등의 각종 서류 및

장비를 모바일기기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다양한 현장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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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산림자원관리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담당자의 실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시스템 기반의 업무처리

산림사업의 설계 및 비용산출 자동화

조사결과 집계, 집계결과의 출력 및 보고서 작성, 사업비용의 자동 산출 등 복잡한 계산을 자동화

산림사업의 기초데이터(조사야장정보) 축적 및 활용

산림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야장)를 모두 시스템에 확보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조림, 숲가꾸기, 벌채(수확), 산물매각

산림청 및 소속기관

약 36개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자원과

약 25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림현장에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매각에 이르는 산림자원관리 실무를 지원하고 공간정보(GIS) 

기반의 산림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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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6대 안전분야 주제도 서비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험정보를 6대 분야(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로 통합하여, 인터넷(2D, 3D)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지도형태로 제공

※ 범죄, 교통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안전시설정보 서비스

경찰서, 소방서 등 각종 공공시설과 대피소, 병원 등 긴급 상황 시 필요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연락처 등을 

쉽게 확인

안전분야 주제도, 위험예방정보, 지자체 대상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통계

국민

약 60개월 (’13~’17)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약 84.8억 원

https://www.safemap.go.kr (Kor)

해당없음

부처별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여 국민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재난안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도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생활안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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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음성신고 외에 다양한 119신고방법 제공
● 영상신고 :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로 의사소통 가능
● 문자신고 : 음성신고가 곤란한 상황이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로 

신속·정확한 대응 가능

● 앱(App)신고 :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위치정보(GPS 좌표 등) 전달 가능 

세계 최초로 영상통화(3G, LTE)를 긴급신고에 적용

안전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가능

2021년 기준 연간 83만건 이상 활용

119영상신고, 119문자신고, 119인터넷신고, 119App신고, 119위치추적

국민 / 소방공무원

약 22개월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약 44억 원

https://www.119.go.kr (Kor)

Multi-Channel (Call, App, SMS)

● 2013년 우수 공공 모바일서비스 공모전 우수상(’13.12.10)
●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14.11.26)

음성신고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상, 문자, 앱 등 다매체를 활용하여 119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119다매체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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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산사태예측정보 생산 및 제공

강우분포와 지질특성에 따라 토양 내 빗물의 양을 토양함수지수로 산정하여 읍면동 단위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산사태 관련 국민행동요령, 통계 등 제공

시기별로 산사태 관련 행동요령, 산사태 발생현황, 산사태 정의 등 관련자료 공개

모바일 서비스

산사태정보 앱을 통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발생한 산사태 예측정보 및 예보발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산사태위험지도 검색, 산사태 예측정보 및 예보발령 정보 검색, 국민행동요령 검색, 산사태 통계자료 검색 등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약 12개월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약 13억원

https://sansatai.forest.go.kr (Kor)

해당없음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사태 예측정보를 분석하고,

예측된 정보를 국민들과 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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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경영계획 수립 및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임소반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계획 변경기능 지원
● 임상, 토양, 재적, 사업실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국유림경영 이력 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시스템 연계
●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조림, 숲가꾸기), 산림토목관리 시스템(임도, 사방)실적연계를 통한 실적 관리 간소화
● 업무시스템 연계를 통한 국유림경영계획 정보 제공

경영계획 수립, 경영계획 변경, 경영분석, 경영실적보고, 경영평가, 소득업무

산림청 및 소속기관

약 24개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유림경영과

약 15억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임소반 현황을 비롯하여

산림경영 계획, 분석, 보고, 평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 국유림 경영관리 시스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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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세계 최초의 4세대 통신 기반 재난대응 통신망

일반 상용망과 달리 재난현장용 음성·영상 그룹통신(MCPTT), 통화폭주 해소를 위한 동시 전송기술(eMBMS) 등 

재난대응에 특화된 서비스 사용

운영센터 3원화

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운영센터를 서울·대구·제주로 3원화하여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특정 센터의 주요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운영이 가능

기지국 공유기술(RAN-Sharing) 도입

700MHz 대역 공용 주파수(전파)를 사용하는 해상망, 철도망 등 통합공공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커버리지를 

확대하였으며, 상용망(KT, SKT)을 백업망으로 구성

국제표준 준수 및 미래 확장성 가능

국제이동통신표준(3GPP Release 13)을 준수하여 구축하였으며, ALL-IPv6를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업그레이드(3GPP Release 14~15)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

재난안전통신망 소개, 정책지원, 기술지원, 안내, 보유시설 및 장비 등

경찰, 소방, 지자체, 해경,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재난안전관련기관

2015년 ~ 2020년 (5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3,838억원

https://www.safenet.go.kr (Kor)

해당없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으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공공안전 무선통신 기술(PS-LTE)이 적용된 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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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안전신고 전용 플랫폼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각종 안전신고를 안전신문고로 창구 일원화

※ 자동차 안전기준, 건설 해체공사장, 해양쓰레기, 불법주정차, 코로나19, 생활불편신고 등

- 안전신고 외에 자가안전점검 기능,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안전뉴스 등 안전정보 제공

신고 절차 간편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공익제보이므로 신고자 인적사항 

없이 휴대폰번호로 신고 가능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접속 - 사진(최대 4장, 50MB) 또는 동영상 첨부(최대 120MB)- 위치 지정- 내용 입력 - 제출

포용적 안전(Inclusive Safety) 실천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글자 돋보기 기능,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 답변을 읽어주는 기능, 영어 서비스 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서비스 구현

원스톱 처리

안전신고 제안 시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 진행상황 및 답변내용을 신고자에게 제공, 처리 

지연시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기관 시정 조치, 지속적인 사후 관리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신고·처리상황 실시간 검색, 통계 관리, 신고 동향을 분석하여 소관기관에 제공

안전신고, 자가안전점검, 국민행동요령, 안전정보, 안전신문고 소개, 고객센터 등

(신고) 국민 / (처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개월 (‘14.11.10~’15.3.1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7.78억원

http://www.safetyreport.go.kr (Kor)

http://www.safetyreport.go.kr/eng (Eng)

해당없음

국민들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앱 포털로 신고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안전신고 전용 플랫폼 (2014.9.30. 출범)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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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사이트맵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전자인계 시스템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신고, 폐기물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서로 처리

시스템 연계 관리

대형사업장, 행안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환경부 전자결재시스템, 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관세청 UNI-

PASS 등 타기관과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통계정보 제공

환경산업정보, 통계현황,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및 축적된 인계정보를 바탕으로 건설폐기물 통계 보고서 작성 등

모바일 앱 서비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 모바일 앱을 통해 주요 서비스제공

순환골재, 수출입폐기물, 폐기물 통계정보, 고객지원(메뉴얼, Q&A, 자료실), MY올바로(회원가입, 로그인 등) 정보 

제공 등

환경부·한국환경공단(관리자) / 국민(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약 24개월 

한국환경공단

약 20억 원(유지보수 약 35억 원/년)

https://www.allbaro.or.kr (Kor)

전자정부 해외수출(베트남) 관련 유공표창(2016)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 등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
(All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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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세상을 실현하다

정보의 확산과 공유에
기여하는 디지털정부
통신/기반인프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처리, 커뮤니케이션, 

운송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경험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파관리, 우편 물류 전산화, 데이터 공유 등 정보인프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4  디지털 시민 시정보화마을 (Invil)

135  인터넷우체국 (ePOST)

136  우편물류시스템 (PostNet)

137  전파 관리 및 지휘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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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소득증대

e-Commerce(상품 및 체험 판매)를 통한 직거래 추진

공동체 활성화

인빌 관련 뉴스·웹진·메신저 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

정보격차 해소

지역주민에게 PC기반 정보화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고려,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사이트맵

정보화마을 소개, 인빌뉴스, 인빌배움터, 정보화마을 찾기, 정보화마을 서비스, 인빌쇼핑, 인빌체험

국민

약 24개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약 70억 원

https://www.invil.org (Kor)

(invil.com, tour.invil.com)

UN공공행정대상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한 시스템

정보화마을 (In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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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e-그린 우편서비스 제공

고객이 인터넷으로 우편물에 대한 내용문을 등록하면 실물우편물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배달

우체국 쇼핑서비스 제공

전국의 우체국과 물류망,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 접수, 물류 등 농·수·축산물 온라인쇼핑에 필요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 

조회서비스 제공

택배/EMS 신청 및 우편물 배송조회, 우편번호조회 등 각종 조회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트맵

● 우편서비스 : e-그린우편, 축하카드, 우표류 등
● 신청 및 조회 : 알뜰폰, 방문소포, EMS, 종적조회, 우편번호 등
● 쇼핑서비스 : 특산품 판매, 우체국생활마트, B2B 등

인터넷우체국(ePOST) 회원 : 약 274만명

약 10개월

우정사업본부

약 69억 원 (최소, 규모에 따라 상이)

https://www.epost.go.kr (Kor)

https://www.epost.go.kr/main/eng/

               Enpost_Introduction1.html (Eng)

● UPU EMS Gold Level(2007~2016)
● World Parcel Award(2006, 2010)

모든 우편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일일 최대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상의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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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실시간 우편물 처리

우편물 접수에서 운송, 배달, 종적추적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 구축한 시스템으로 

연간 40억통에 이르는 우편물의 실시간 처리

우편물 자동화설비와 융합된 정보시스템 
● 우편물 접수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자동구분하고 구분된 정보는 정보시스템에서 관리 
● 무인접수기, Smart Locker등과 융합된 무인접수/배달

WEB기반 실시간 처리 시스템
● 접수정보를 운송, 배달단계로 자동연계, 실시간 종적정보 제공
●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예고, 배달결과 제공

사이트맵

통합접수, 방문소포, EMS, 운송관리, 집배관리, 종적추적, 판매관리, 우편DW, 우체국콜센터, 상황관제 등

전국 3,500개 우체국 / 31개 집중국의 4만 2천명이 사용

약 10개월

우정사업본부

약 590억 원 (최소, 규모에 따라 상이)

해당없음

● 2008년 67억(카자흐스탄, 동티모르)
● 2009년 10억(카자흐스탄) 
● 2013년 102억, 2016년 2억, 2017년 210억(말레이시아)

우편물의 접수에서 운송, 배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편업무 처리에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우편물류시스템 (Po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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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구축 소요기간

수상/수출 내역

담당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그룹

구축 예상비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ITU-R 권고안의 기준에 따라 측정한 조건별(주파수/시간대/신호세기 등) 주파수 이용률, 점유율 등의 정보 제공

불법 무선국 탐색

전파 스펙트럼 측정 결과와 무선국 허가 DB를 연동, 측정 대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미허가 주파수 정보 제공

전파 방향 탐지

고정형·이동형·지휘통제 시스템을 연계하여 삼각 방향 탐지 방법으로 전파 송신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자지도 상에 

전계강도를 기준으로 방향 탐지 결과를 도시

사이트맵

전파스펙트럼 측정·분석, 전파품질 측정,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불법 전파 탐색, 전파 방향 탐지

정부기관의 전파감시 업무 담당자

약 6개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약 6억 원

해당없음

라오스(2011), 몽골(2013), 필리핀(2014, ODA) 수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파 스펙트럼

측정과 방향 탐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전파 관리 및 지휘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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