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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온난화 상에 따른 범세계  기가 래됨에 따라 선진국을 심으로 교토의정서
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한 교토의정서의 
교토유연성체계라는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
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무형의 자원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  비용으로 
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태동하기 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정부 정보화사업  하
나인 G2B 시스템을 통해 통 인 조달업무 로세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감되는 탄소
배출 감효과 즉, e-transformation화에 따른 탄소 감효과를 측정하는 ECRE(Evaluation 
of CO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모델과 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CRE 모델은 세계
기후 의체(IPCC)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이동 수단에 따른 탄소 감효과’, ‘종이
문서 감에 따른 탄소 감효과’ 2가지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  
비용으로 환산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탄소 감효과를 효과 으로 측정하기 하여 5단계
와 10개의 세부 차로 구성된 차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CRE 모델과 차를 
이용하여 정부기 은 물론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되는 에 지 환경기업 등에서 정보화사업
을 통한 탄소감축 실 의 추정  추가 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기 되는 탄소 감효과를 
사 에 시뮬 이션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기 된다.

ABSTRACT

As a part of efforts to reduce the globa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the 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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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was signed by major developed countries (“Annex I” countries). According to 
the Kyoto protocol, the Emission Trading Scheme that derives a trading market of the 
CO2 emission rights is appeared. It causes that business institutions give  lots of efforts 
to reduce CO2 by using new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or increasing efficiency 
in production. On the whil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trying to develop a metho-
dology to measure the effect of CO2 reduction and its monetary value. In this research 
we suggest ECRE (Evaluation of CO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 model which can 
measure the CO2 reduction eff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2B system. ECRC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IPCC methodology. ECRC model measures the two major 
effects of the CO2 reduction which are ‘CO2 reduction effect from transportation’ and ‘CO2 
reduction effect from the decrease of paper use’. In this paper, we calculate the economic 
effect of CO2 reduction with the case of the G2B system in Korea. This research su-
ggests a basic methodology to measure the CO2 reduction performance for the e-trans-
formed institution.   

키워드：G2B 시스템, 탄소 감효과, e-transformation, ECRE 모델, ECRE 방법론

G2B System, CO2 Emissions Reduction Effect, Evaluation of CO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 ECRC model, Co2

1. 서  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범세계  기가 래

됨에 따라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기후변화

약 부속 의정서)가 체결되고, 2005년 교토

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

화되기 시작하 다[10, 20]. 교토의정서 참여

국가는 서유럽, 일본, 스웨덴 등 온실가스 감

축 의무를 갖는 부속서I(Annex I) 국가와 한

국, 국, 인도 등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비부

속서 I(Non-Annex I) 국가로 구분된다. 한 

교토유연성체제(Kyoto Flexible Mechanism)

라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신축 으로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 다. 교

토유연성체제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 에 따라 배출권 가

격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무형의 자원을 거

래하는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탄소시장이란 기본 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련사업 반

을 포 하는 의의 개념으로 총칭된다[3, 36]. 

이에 따라 각국의 공공기 을 비롯한 에 지 

기업, 환경 기업 등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기

업들과 탄소배출권을 매하여 이윤을 추구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 등에서는 

친환경기술 개발  확보, 효율 인 업무 로

세스의 재배치 등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정보시스템의 도입 한 탄소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정부 구

의 핵심사업  하나인 국가종합 자조달

시스템(이하 ‘G2B 시스템’)은 시스템 도입이

의 조달 거래방식, 조달 업무구조, 조달 정

보처리, 조달 의사결정 방법 등 복잡한 조달

업무 로세스를 e-transformation하여 불필

요한 이동의 감  업무자동화를 가능하게 

해 다[19, 38, 46]. 이러한 G2B 시스템은 조

달업무 로세스 감의 방 함과 그 거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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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등으로 볼 때 IT 시스템 도입을 통한 탄

소 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해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G2B 시스템이란 복잡한 차와 서류 심의 

조달행정을 IT기술과 고속인터넷으로 환

하여 조달업체가 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

을 거의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조달업무를 

자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조달 시스템

(e-procurement)을 일컫는다[6, 15, 31, 32]. 

G2B 시스템은 조달행정업무를 투명하고 효율

으로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

ring)함으로서 수요기 과 조달업체에 한 

서비스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효

율 인 정부를 실 하는 신  행정모형이

라고 할 수 있다[25, 30, 42, 43, 44].

자  조달인 라스트럭처(e-Procurement 

Infrastructure) 제공을 통한 탄소 감효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2B 시

스템을 이용하는 부처기 들 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업체들의 담당자들은 

승용차,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하여 련기  

 조달기 을 방문하는 횟수가 히 감소

하게 된다. 둘째, 등록, 입찰, 계약 등 업무상

에서 필요로 하는 방 한 종이서류의 양이 

G2B 시스템상의 자문서(e-document)로 

체됨에 따라 그 사용량이 크게 감축된다[31, 

34].

최근 각국의 정부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탄

소 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이를 탄소

배출권의 경제  비용으로 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태동하기 시작하 다. 특히 기후변

화에 한 정부 간 의체인 IPCC(Intergo-

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교토의정서를 지원하기 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IPCC 방법론은 여러 국가를 상으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1995년 교토의정서 약국가를 상으로 의

무  사용이 결정된 국제 으로 합의된 방법

론이다[7, 26]. IPCC는 배출계수와 에 지 사

용량을 활용해 에 지, 산업공정  제품사

용, 농업 등 5개 배출부문별 표 화된 세부

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 교토의정서 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

여 달성한 실 을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8년 12월 재, 

CDM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데 사용

된 베이스라인(Baseline) 방법론을 가지고 있

는데 그 규모에 따라 ‘일반방법론( 규모)’, 

‘통합방법론’, ‘소규모방법론’ 등의 총 122개를 

활용하고 있다[4, 8, 9]. 이러한 방법론들은 

국가, 산업 등 거시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거나 에 지 제

공, 에 지 효율향상, 운송수단에 의한 배출

감소, 온실가스 회피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특정 부문에 한 탄소배출량 추정방법론

을 제시하고 있다. 

조달업무 처리를 해 승용차, 버스, 기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련기   조달

기 을 방문하게 될 때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오 라인 업무 로세스가 G2B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온라인화 되어 탄소배출량이 

감소되었다면 이는 정보화사업으로 인한 탄

소 감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업

무 로세스의 e-transformation으로 인한 탄

소 감효과를 구체 으로 추정하는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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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세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G2B 시스템 도입에 다른 탄소 감효과 

분석을 한 모델과 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제공하는 

탄소배출량 산정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G2B

시스템을 통해 통 인 조달업무 로세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감되는 탄소배출 감

효과를 측정하는 ECRE로 명명한 모델과 

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제 2장에서는 G2B 시스템의 개

념  특성과 IPCC 방법론을 비롯한 탄소배

출량 산출 련 연구들을 살펴보며 제 3장에

서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과를 

산출하는 ECRE 모델과 차를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ECRE 모델과 차에 따라 G2B 

시스템으로 인한 탄소 감효과를 실증하고 제 

5장에서 본 연구의 요약과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조달  자정부 G2B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과 차의 근

간이 되는 IPCC 가이드라인(2006)의 탄소배

출량 산출방법론을 심으로 고찰하 다. 그

리고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해 탄소배출

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동향과 운  메커

니즘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자정부 G2B 시스템

정부조달은 공공기 의 조달업무 의미하며 

공공기 의 업무수행을 해 필요한 물리  

자원이나 건설, 컨설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부조달

은 첫째, 정부를 상으로 하는 민간업체들을 

고려한 주요 공 시장의 략  리, 둘째, 

정부 산하 공공기 의 자원 획득에 한 투

명성 제고, 셋째, 정부조달 활동의 지원, 넷째, 

정부조달의 구매효율성을 높이는 조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18].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조달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일환으로서 조달업무를 자 으로 처

리하는 G2B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에 

있다[5]. 

G2B 시스템이란 자  수단을 통하여 정

부가 기업 는 수요기 에게 직 인 상거

래 형태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를 말한다[6, 17]. 한 G2B 시스템은 업체등

록-입찰-계약-검사- 지  등 모든 정부

조달의 행정 차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화 

하여, 모든 공공기 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조달업체의 나라장터 1회 등록으로 어느 기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

구이다[16]. 특히 조달업무 로세스에서는 기

존의 면 면(face-to-face) 방식에 의해 조달

업체 담당자가 련기   조달기 을 직  

방문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했다. 그

러나 G2B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조달업무 

련 이해 계자  참여자의 계역할(Hub)을 

자 으로 수행함으로써 조달업무 로세스

의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게 되었

다. 바꾸어 말하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G2B

시스템은 조달업체의 담당자가 승용차, 버스, 

기차 등 이동수단을 통해 련기   조달

기 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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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2B 시스템 활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G2B 시스템을 통해 

각 조달업무 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방 한 

양의 종이문서가 자문서로 환됨에 따라 

종이사용에 따른 탄소발생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2.2 IPCC 방법론  탄소배출량 련 

연구

2.2.1 IPCC 가이드라인(2006) 방법론

IPCC 가이드라인(2006)은 인간활동에 따

른 온실가스를 산정하기 한 방법론을 제공

하고 있다. IPCC 가이드라인(2006)은 ‘일반지

침  보고(General Guidance and Repor-

ting)’, ‘에 지(Energy)’, ‘산업공정  제품사

용(Industrial Precesses and Product Use)’,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

restry and Other Land Use)’, ‘폐기물(Waste)’

의 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으

로 서로 다른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산정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이동수단에 따른 

배출원은 국지  는 지역  기오염에 원

인이 되거나 향을 끼치는 탄소를 배출한다. 

이동수단의 연료연소에 한 탄소배출계수는 

연소공정 자체에 해 상 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의 탄소함유량에만 주로 의

존한다[26]. 그러나 탄소함유량은 질량 는 

부피에 기 하여 연료종류에 따라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난다. 이에 IPPC에서는 연료종류에 

따라 탄소배출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수송의 경우 부분 승용차와 같은 소

형차량, 버스와 같은 형차량 등이 포함되

며, 연료의 탄소함유량과 이동거리를 근거하

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12]. IPCC는 

이동수단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출방법(이하 

‘IPCC 방법론’)의 복잡도에 따라 Tier 1부터 

Tier 3으로 구분하 으며, Tier 3으로 갈수록 

연료분류, 차량 종류별 수, 도로의 종류, 엔

진 유형, 매변환기 부착여부, 차량 제어기

술 등 많은 변수들을 측정하는 복잡하고 정

교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PCC 방법론에

서는 이동거리자료를 토 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 다면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

이 잘 하는 사례(Good practice)이라고 권고

하고 있다. IPPC 방법론의 Tier 2 수 에서

의 ‘이동수단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출식은 

식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Emissions =배출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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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주요 변수 연구자

교통분야

•차종 별 에 지 소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제시

•차종에 따른 에 지 소모량, 

차종, 거리, 에 지 효율 등

김 덕, 조경엽, 유승직(2003), 

김진  외(1999), 이 인(2004), 

윤소원, 정태용(2003)

산업분야
•기온 온실가스 배출량 산

출방법 제시
•IPCC 온실가스 추계방법론

이상 , 임정균(2007), 

에 지 리공단(2006)

연료분야
•각 연료별 탄소배출 계수 

산출  작성방법 제시

•연료사용량, 탄소배출량, 탄

소흡수량, 수송거리, 재율, 

주행거리 등

IPCC 가이드라인(2006), 

서정호 외(2005), 김충실, 

이 근(2008)

IT 분야
•IT 시스템의 탄소 감효과 

측정방법 제시

•서비스 건수, 종이 감 장수, 

이용건수, 평균왕복거리 등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탄소배출권 

가격

•탄소배출권 가격모형 개

발방법 제시

•탄소배출량, 배출규제, 오염

감 등

Paolella and Taschini(2008), 

Seifert et al.(2006), 

Fehr and Hinz(2006), 

<표 1> 탄소 련 주요연구

EFa,b,c =배출계수(kg/TJ)

Fuela,b,c =주어진 이동원 활용에 한 연료

소비량(TJ)

a=연료종류(디젤, 휘발유, 천연가스, LPG 등)

b =차량 종류

c =배출제어기술

IPPC 방법론을 용하기 해서는 차종별 

배출계수를 생성하기 해 해당 국가에서 

리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IPCC 방법론은 탄

소배출량 산출을 해 몇 가지 차를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수

단의 연료별 소비량을 산정하고 둘째, 차량 

종류에 따른 연료카테고리를 나 다. 셋째, 차

종의 연료소비량과 이동거리를 곱하여 배출

계수를 구한다. 특히 평균이동거리(Average 

Trip Length)는 일반 으로 국가별 교통조사 

는 지역  교통연구의 일환으로 수시로 수

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IPCC 방법론에서 요

구되는 변수들을 측정하기에는 국가  차원

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단 이 있다.

2.2.2 탄소배출량 련 주요연구

탄소배출량 산출방법과 련한 주요 연구

들에서는 SGM(Second Generation Model)이

나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

del)모델 등 경제계량 모델을 이용하여 미국, 

국, 인도 등 국가들의 탄소배출량, 에 지 

소비량 분석과 탄소감소분에 따른 국가 GDP

감소의 향 계 등을 경제학 으로 근하

는 연구가 시도되었다[23, 24, 28, 29, 33, 37, 

39, 40, 46]. 한 교통수단, 산업, 연료별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Kamat et al.(1999)

은 차종에 따른 에 지 소모량, 차종, 거리 에

지 효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차종별 에

지 소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탄소배출

량을 측정하 다[1, 2, 14].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EU의 탄소거래소 시세에 맞추어 

탄소배출가격을 산정하는 연구를 통해 탄소

의 경제  비용환산 연구도 시도되었다[27, 

35, 36, 41].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에



자정부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과 분석을 한 모델  방법론 개발  169

서는 자정보 서비스를 통한 탄소 감 측정

을 시도하 으며 서비스 건수, 종이 감 장수, 

이용건수, 교통수단 별 탄소배출량 등의 변수

를 통해 IT분문의 탄소 감 효과산출 방법을 

제시하 다. 이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의 로세스를 친환경 인 로세스로 재배

치함에 따라 탄소를 감시킬 수 있음을 제

시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3 탄소시장 동향

탄소시장은 크게 할당 기반(Allowance ba-

sed) 시장, 로젝트 기반(Project based) 시

장, 자발 (Voluntary) 시장으로 구분된다. 첫

째, 할당기반 시장은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EU, 캐나다, 일본 등 부속서 I(Annex I)국가

와 비부속서 I(Non-Annex I)국가 모두가 참

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의무감축을 한 온

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Allo-

wance)을 기업들에게 할당하여 할당량과 실

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잉여분  부족분

을 각국의 기업들이 경제 인 가치로 매매하

는 거래구조이다. 둘째, 로젝트 기반 시장은 

특정 배출량 감축 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를 공인인증기 의 인증을 통해 획득한 

크래딧(Credit)을 부속서I(Annex I)국가에게 

매하는 시장이다. 이때 배출권은 CDM 

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CER(Certified Emi-

ssion Reductions)과 JI 로젝트를 통해 획득

한 ERU(Emission Reduction Unit)로 지칭된

다. CDM 로젝트의 크래딧이 CER로 발행

되기까지에는 국가 CDM 승인기구, CDM 사

업운 기구, CDM 집행 원회 등의 승인 심

사 검증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크래딧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JI 로젝트는 의무감축국끼리 

진행한 로젝트를 말하며, CDM 로젝트는 

부속서I(Annex I)국가와 비부속서 I(Non-An-

nex I)국가 간의 로젝트를 말한다[11]. 탄소

시장의 ’09년 재 탄소시장규모는 년 동기 

비 128% 증가된 19억 2,700만 톤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비용으로 추산할 경우 280억 달러

에 이른다. 탄소시장 유형 가운데 유럽연합 탄

소배출권거래시장(EU ETS)과 국제연합(UN)

의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시장이 시

장 체의 93%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EU 

ETS가 로벌시장 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21]. 반면 CDM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할당

받게 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는 체 시장의 9%를 유하고 있다. 탄소시

장은 규모는 2009년 1,187억 달러에서 2012년 

4,082억 달러로 확 될 것으로 추정되며, ’20년

에 이르러서는 21,157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22]. ’02년 런던 증권거래소

에 세계 최 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설

된 이래  세계 10여 개의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되었다. 탄소시장의 운  메커니즘을 살

펴보면 탄소배출량이 기 할당량보다 어 

잉여부분이 발생한 기업 A가 배출권거래소나 

장외시장을 통해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과

한 기업 B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때 기업 A

는 획득한 크 딧인 CER과 ERU를 자사의 

배출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10년 재 우리

나라는 부속서 I(Annex I)국가가 아니기 때문

에 CDM 시장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13년 

부속서 I(Annex I)국가로 편입된다면 ET와 

JI 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 비즈니스가 가능

해질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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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CRE 수행 차

3. ECRE(Evaluation of Co2 

Reduction in E-transforma-

tion) 탄소 감 산출모델

본 장에서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

소 감효과를 산출하는 ECRE 모델과 차를 

설명한다. ECRE 차는 <그림 2>과 같이 

‘조달업무 로세스 분석’, ‘ECRE 모델을 이용

한 탄소배출 감량 산출’, ‘탄소배출권 비용

환’ 등 3개의 주요 단계와 4개의 세부 차

로 구성된다.

3.1 조달업무 로세스 분석

조달업무 로세스를 분석하기 해서는 먼

 업무 로세스의 정의와 범 를 명확히 설

정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외 G2B 시스템

의 사례나 민간에서의 e-마켓 이스 사례

에서 제시한 업무 로세스 범 를 기 하여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없는 경우, G2B 시스템 구축개발 

계획서나 최종보고서, G2B 시스템 매뉴얼, 조

달기 의 업무지침서 등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  조달업무 로세스를 정의하고 

각 로세스별 G2B 시스템이 도입여부를 구

분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선행 으로 조

달업무에 참여하는 기 을 정의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정부부처를 비롯한 산하기  

등 수요기 과 물품, 시설, 용역 등을 제공하

는 조달업체, 인증, 지불, 정보제공 등의 연계

기 이 범주에 속한다. 조달업무 참여기 을 

심으로 재화, 정보, 문서의 흐름에 따라 조

달업무 로세스 정의  범 를 설정한다. 둘

째, 정의된 조달업무 로세스 상에서 G2B 시

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과가 나타나는 

로세스를 정의한다. 즉 G2B 시스템 구축이

(As-was)과 구축 이후(As-is) 이동횟수 감

소나 종이문서의 감여부가 발생하는 로

세스를 심으로 정의한다. 한 조달업체가 

제공하는 조달형태에 따라 조달업무 로세스

를 크게 물품, 시설, 용역의 3가지로 범 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3가지 조달형태에 따

른 탄소 감효과를 산출할 경우 보다 정교한 

G2B 시스템의 탄소 감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자정부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과 분석을 한 모델  방법론 개발  171

3.2 ECRE 모델을 이용한 탄소배출 

감량 산출

ECRE 모델은 G2B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조달업무 로세스(As-was)가 자화

(e-transformation)됨에 따라 조달업체의 담

당자가 조달업무를 해 련기   조달기

을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조달업무에

서 필요로 하는 종이문서가 감되어 감되

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한다. 이러한 ECRE 모

델은 IPCC 방법론의 ‘이동수단에 따른 탄소배

출방법’에 근간하여 탄소 감량을 산출한다.

3.2.1 방문감소 탄소배출 감량 산출모델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량(Vc)의 산출식

은 식 (2)와 같이 조달기  평균거리, 이동수

단 평균 탄소배출량, 연간 방문 감소 총 횟수, 

왕복 2회의 왕복계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조

달기  평균거리(D)는 각 지역별 분산되어 

있는 조달업체로부터 지방조달기 까지의 거

리를 무작  표본 추출하여 평균 낸 거리로

서 산출할 수 있다. 거리 당 이동수단 평균 탄

소배출량(Cd)은 국가기 에서 리하는 국내 

차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용

차, 버스, 철도 등 이동수단별 탄소배출량의 평

균을 산출한다. 그리고, G2B 시스템 도입으

로 인해 방문횟수가 감된 로세스의 연간 

방문 총 감소 횟수(Nd)를 산출한다.

 ×  ×  ×      (2)

Vc =연간 조달기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배출량(kg)

D =조달기  평균거리(km)

Cd =거리 당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 

(kg/km)

Nd =연간 방문 감소 총 횟수

3.2.2 종이 감 탄소배출 감량 산출모델

종이 감에 따른 탄소 감량(Dc)의 산출식

은 식 (3)과 같이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장), 종

이 탄소배출량(kg/장)을 곱하여 산출된다. G2B

시스템을 이용한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Pd)

은 각 조달업무 로세스에서 소요되던 종이

문서가 자문서화 되어 감된 감소량으로 

산출된다. 종이 1장당 탄소배출량(Pc)은 국가

기 에서 리하는 종이생산에 드는 탄소배

출량 데이터 값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3)

Dc =연간 종이 감에 따른 탄소 감배출

량(kg)

Pd = G2B 시스템을 이용한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장)

Pc =종이 1장당 탄소배출량(kg/장)

3.3 탄소배출권 비용 산출

G2B 시스템은 고도의 IT기술을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로젝트 

기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래딧을 획득

했다고 볼 수 있다. 로젝트 기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래딧  CDM 로젝트를 통

해 발생한 감축량을 CER이라고 지칭하며, 이

를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식 

(4)와 같다. 탄소배출권 비용(Tvd) 산출은 앞

서 식 (2), 식 (3)에 의해 산출된 연간 조달기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배출(Vc)과 연간 종

이 감에 따른 탄소 감배출량(Dc)의 합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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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권 거래가격을 곱해  값이다. 탄소시

장의 체 거래규모  84%를 차지하는 EU 

ETS의 거래가격(단  : €)을 참조하여 산출

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한다. 그러나 실제 

CDM 로젝트를 통해 CER로서 발행되기 

해서는 승인심사 검증과정을 거쳐 크래딧

(Credit) 형태로 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CER로 발행되었다는 경우를 가정

하여 비용 산출을 제시하 다.

    ×         (4)

Tvd =탄소배출량의 탄소배출권 총 비용(원)

Vc =연간 조달기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배출량(kg)

Dc =연간 종이 감에 따른 탄소 감배출

량(kg)

CERs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원/kg)

4. ECRE 모델 용결과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ECRE 모델 

 차를 한국 조달청의 G2B 시스템에 용

하여 탄소 감효과를 산출하고 탄소배출권 비

용 환을 실시하 다. 먼  G2B 시스템의 

반 인 개요를 살펴본 후, ECRE 차에서 제

시한 3단계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설명한다.

4.1 G2B 시스템 개요

’01년 G2B 시스템 구축당시 우리나라 공공

조달은 약 67조 원의 막 한 규모로 국가 경

제 반에 미치는 잠재  효과가 매우 큰 

부분이었다. 조달업무는 복잡한 차와 많은 

구비서류가 수반되는 업무로서 G2B 시스템 

도입이 까지는 조달정보를 할 수 있는 단

일 창구가 없어 매번 각 기 별로 입찰/발주

정보를 악해야 했다. 한 입찰참가를 한 

업체 등록 시 매 건마다 련 서류제출을 

해 련기   조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조달업체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증가를 래

하 다[18].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G2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조달

업무와 련한 모든 기 을 통합․연계하

다. G2B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종 의 많

은 방문 횟수와 서류 심의 조달업무를 신

으로 재설계하여 모든 조달 차를 온라인

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4.2 G2B 시스템 탄소 감효과 산출

G2B 시스템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2B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달업체의 련기  

 조달청 방문 횟수가 크게 어들었으며, 많

은 구비서류가 자문서화 되었다. 이에 본 

에서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

과 산출을 ECRE 모델과 차에 따라 시도하

고자 한다.

4.2.1 조달업무 로세스 분석

G2B 시스템의 조달업무 로세스 분석을 

해 조달 매뉴얼(2008), 자조달백서(2009), 

G2B 신계획보고서(2002)를 검토를 통해 상

품검색  견 서 획득, 품목/규격 검토 등 온

라인화 된 조달업무 로세스 17개를 정의하

다. 이 가운데 조달업체의 조달업무 련 

기 방문 횟수가 감소된 로세스와 자문

서화로 인한 종이 감이 발생하는 업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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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도입 이 (As-was) G2B 도입 이후(As-is)

입찰참가 신청

•매 입찰참가신청을 한 세무서, 등기

소, 보증기 , 계약기  등 련기  

방문

•1회 업체등록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 입

찰보증제출은 시스템 연계

PQ심사 신청  

서류제출

•실 과 기술인력자료를 해 회방문 

 계약기  방문

•나라장터를 통한 PQ심사자료 제출로 

방문 최소화

입찰참가 •입찰참가를 해 계약 기  방문 •나라장터를 통한 자 입찰

격심사 서류제출
• 격심사서류발 을 한 회방문  

자료제출을 해 계약기 방문 

•나라장터를 통한 격심사자료 제출로 

방문 최소화

계약보증 제출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을 한 계약기  방문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서의 자  

처리

검사검수 요청  

요청

• 요청을 한 세무서, 보증기 , 수

요기  방문

•나라장터를 통한 련서류 제출  방

문 최소화

<표 2> G2B 시스템 업무 로세스 분석

세스 6개를 <표 2>와 같이 최종 으로 정의

하 다.

4.2.2 ECRE 모델을 이용한 탄소배출 감량 

산출

4.2.2.1 방문감소 탄소배출 저감량 산출모델

방문감소 탄소배출 감량 산출모델은 조

달기  평균거리(D),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

출량(Cd), 연간 방문 감소 총 횟수(Nd), 왕복 

2회의 왕복계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가) 조달기  평균거리(D)

체 152,812개의 조달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71,363개의 조달업체가 치하며, 

이는 체 조달업체의 46.7%를 차지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60개 업체를 상으로 서

울(S) 50%, 경기(K) 25%, 인천(C) 25% 비율

로 표본을 추출하여 각 지역의 조달청과 조

달업체 간의 평균거리를 산출하 다. 지역별 

조달청과 조달업체의 평균거리는 <그림 3>과 

같이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이용해 서울․

경기․인천에 치한 조달청과 조달기  이

동거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평균 내어 식 

(5)와 같이 조달기  평균거리 계수(D) 27.39 

(km)를 도출하 다.

 
  



  
  



  
  





   

 

    (5)

나)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Cd)

일반 으로 조달업체에서 조달업무 련기

  조달청을 방문할 때 승용차, 버스, 철

도 등을 이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국가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동수단별 

탄소배출량을 참조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

다. 먼  승용차의 경우 에 지 리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형자동차 8 의 탄

소배출량 평균치를 도출하 다. 버스의 경우

는 국제  연구기 인 Worldwatch의 연구 

자료를 재인용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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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버스 철도
평균탄소배출량

(g/km)

탄소배출량 202(g/km) 90(g/km) 32.9(g/km)

108.3
출처

에 지 리공단

(2009)

미국환경보호청

(Worldwatch-japan 재인용)

일본통계연감

(2005)

<표 3>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 산출

<그림 3>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한 조달청 평균거리계수 산출방법

서 제시한 승차인원수에 따른 시내버스 탄소

배출량 평균치를 사용하 으며, 철도의 경우

에는 일본통계연감(2005)의 철도 탄소배출량 

평균치 사용하 다.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

은 <표 3>과 같이 108.3(g/km)로 산출되었다.

다) 연간 방문감소 총 횟수(Nd)

조달업체가 조달업무처리를 해 련기  

 조달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측정하기 해

서는 G2B 시스템 도입이 (As-was)과 도입

이후(As-is)의 조달업무 1건당 평균 방문횟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2B 시스템 도입이 (As-was)의 조달업무 

1건당 평균 방문횟수의 데이터를 ’02년 삼성

SDS 실무추진 원회가 실시한 G2B 시스템 ISP 

(Information Streetage Planing) 자료를 인용

하 다. ’09년 재의 조달업무 1건당 평균 방

문횟수(As-is)를 측정하기 해 ’09년 7월 28일 

～8월 3일 동안 조달업체 담당자 165,053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  5,319명에게 

응답을 얻었다. ECRE 차 1단계에서 정의

된 업무 로세스의 ’08년 총 건수에 G2B시스

템 도입에 따른 방문횟수 감소분을 곱한 연간 

방문감소 총 횟수는 99,953,771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4> 참조).

다) 방문감소 탄소배출 감량(Vc)

앞서 산출된 각 계수를 토 로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감량을 산출한 결과 식 (6)

과 같이 총 592,993(ton)으로 나타났다.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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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단계 구 분

(도입 이 )-(도입 이후)

방문횟수 감소분 산출

× 연간 총 건수 =
연간 방문감소

총 횟수
도입 이 도입 이후

감소분계약

기

련

기

계약

기

련

기

입찰참가 신청
물품 1 3 0.45 1.43 2.12 × 461,433 = 978,238 

시설/용역 1 3 0.41 1.22 2.37 × 20,121,407 = 47,687,735 

PQ심사 신청  

서류제출
시설/용역 1 2 0.48 0.77 1.75 × 2,640 = 4,620 

격심사 서류제출
물품 1 2 0.54 0.92 1.54 × 6,573 = 10,122 

시설/용역 1 2 0.69 1.02 1.29 × 40,592 = 52,364 

입찰참가
물품 1 2 0.45 0.43 2.12 × 461,433 = 978,238 

시설/용역 1 2 0.41 0.39 2.2 × 20,121,407 = 44,267,095 

계약보증제출 

계약체결

물품 1 1 0.53 0.54 0.93 × 897,240 = 834,433 

시설/용역 1 1 0.63 0.58 0.79 × 156,651 = 123,754 

물품 1 2 0.57 0.53 1.90 × 897,240 = 1,704,756 

시설/용역 1 2 0.71 0.67 1.62 × 156,651 = 253,775 

검사검수요청 

요청

물품 2 1 0.76 0.46 1.78 × 897,240 = 1,597,087 

시설/용역 6 6 1.34 1.33 9.33 × 156,651 = 1,461,554 

 연간방문감소 총 횟수 99,953,771 

<표 4> 연간 방문감소 총 횟수

(단  : 횟수, 건수)

4.2.2 종이 감 탄소배출 감량 산출모델

종이 감 탄소배출 감량(Dc) 산출모델은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Pd), 종이 탄소배출량

(Pc)을 곱하여 산출된다.

가)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Pd)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을 구하기 해 먼  

조달업무를 수요기 과 조달업체로 구분하여 

업무 로세스별 요구되는 서류문서의 평균 

종이 감 장수를 산출하 다. 조달업무에서 

서류문서 교환이 발생하는 업무 로세스는 

<표 5>와 같이 수요기 은 4개, 조달업체 3

개로 악되었다. 서류문서 평균장수에 ’08년 

조달처리 건수를 곱하여 연간 종이문서 총 

감소량을 산출하 다. 

나) 종이문서 탄소배출량(Pc)

종이문서 1장 당 탄소배출량(Pc)은 ‘A4용지 

1장의 탄소배출량’과 ‘인쇄로 인한 탄소배출

량’의 합으로 정의된다. A4용지 감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문헌을 재

인용하여 A4용지 1장이 자문서화 됨으로 

인해 감되는 탄소배출량은 일본 총무성에

서 제시한 6.4(g/장)를 참조하 고, A4용지 1

장 인쇄 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은 한국 자

문서 회에서 제시한 22.8(g/장)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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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단계
구 분

 산출 

총 탄소 감량

(단  : ton) 연간 총 건수 × 

로세스당 

평균 문서 

장수(장)

× 탄소량 = 
총 탄소 감량 

(단  : g) 

입찰참가신

청

물품 69,008 × 60 × 29.2 = 120,902,016 121 

시설 2,341,294 × 10 × 29.2 = 83,657,848 684 

용역 147,444 × 60 × 29.2 = 258,321,888 258 

입찰참가 신청 총 탄소 감량 1,062,881,752 1,063 

격심사신

청

물품  706 × 40 × 29.2 = 824,608 1 

시설 8,192 × 100 × 29.2 = 23,920,640 24 

용역 124 × 60 × 29.2 = 217,248 0 

격심사 신청 총 탄소 감량 24,962,496 25 

지 요

청

물품 110,623 × 20 × 29.2  = 64,603,832 65 

시설 9,588 × 20 × 29.2 = 5,599,392 6 

용역 4,870 × 20 × 29.2 =  2,844,080 3 

지 요청 총 탄소 감량 73,047,304 73 

연간 문서 감 총 탄소 감량 1,160,891,552 1,161 

<표 5> 연간 문서 감 총 탄소 감량 산출방법 시

다. 이를 통하여 A4용지 1장의 총 탄소배출

량은 29.2(g/장)가 산출되었다[20]. 

다) 종이 감 탄소배출 감량(Dc)

앞서 산출된 각 계수를 토 로 종이 감에 

따른 탄소배출 감량을 산출한 결과 식 (7)

과 같이 총 23,338(ton)로 나타났다.

 × 

 

(7)

4.2.3 탄소배출권 비용 산출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방문감소 탄소배

출 감량’과 ‘종이 감 탄소배출 감량’을 

ECRE 모델에 용한 결과 각각 592,993(ton), 

23,338(ton)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배출권 가

격으로 환산하기 해 유럽기후거래소인 EU 

ECX(European Climate eXchange)의 ’08년 탄

소배출권 가격을 용하 으며, 이를 식 (8)과 

같이 국내 환율(’09년 8월 9일 기 , 외환은

행)로 환산하 다. EU의 탄소시장은  세계 

탄소시장에서 거래 규모인 약 21억톤 이산화

탄소에서 20억 이산화탄소가 거래되는 등 가

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9]. 그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장내거래를 ECX에서 차지

하고 있다.

    × 

    × € 
 € × ₩
 억 원

 (8)

G2B 시스템의 총 탄소 감량(Vc+Dc)은 

약 61만 5천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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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약 260억 원

의 경제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효과(Vc)는 약 59만 2천톤의 탄

소배출량을 감시켰으며, 약 250억 원의 경

제  효과로서 이는 G2B 시스템의 탄소효과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종

이 감 효과(Dc)는 약 23,338톤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약 10억 원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지구 온난화에 극 으로 응하고자 세

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약을 체결하

고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소

를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정부 구 의 핵심사업  하나인 G2B 시스

템은 탄소를 히 감소시킨 표 인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G2B 시스템은 시스템 도입

이 의 조달 거래방식, 조달업무구조, 조달정

보처리 방법 등 조달업무 로세스를 e-trans-

formation화함으로써 조달업체들의 련기  

 조달기 을 방문하는 횟수를 히 감소

시키고, 업무상에서 필요로 하는 방 한 종이

서류를 자문서로 체시켜 그 사용량을 크

게 감축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과를 측정하는 IPCC

방법론 기반의 ECRE 모델과 차를 제시하

고, 이를 한국 조달청의 G2B 시스템에 용

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ECRE 모델은 ‘조달

업무 로세스 정의’, ‘ECRE 모델을 이용한 탄

소 감효과 측정’, ‘탄소배출권 비용 환’의 

크게 3가지 차로 진행된다. 

첫째, 조달업무에서 재화, 정보, 문서의 흐

름에 따라 조달업무 로세스 정의  범 를 

설정하고,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

효과가 나타나는 로세스를 정의한다. 

둘째, ECRE 모델을 이용하여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탄소 감효과를 측정한다. 먼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량은 해 조달기

 평균거리, 이동수단 평균 탄소배출량, 연

간 방문 감소 총 횟수, 왕복 2회의 왕복계수

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종이 감 탄소배

출 감량은 연간 종이문서 감소량(Pd), 종이 

탄소배출량(Pc)을 곱하여 산출한다.

셋째, 탄소배출권 비용(Tvd) 산출은 앞서 

산출된 ‘연간 방문감소에 따른 탄소 감배출

량’과 ‘연간 종이 감에 따른 탄소 감배출량’

의 합에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출

한다.

본 연구의 ECRE 모델과 차를 우리나라 

조달청의 G2B 시스템을 상으로 실증한 결

과 총 탄소배출 감량은 약 61만 5천톤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방문 감소 탄소 감효

과’에서는 약 59만 2천톤, ‘종이 감 탄소

감효과’는 약 2만 3천톤의 탄소가 감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EU의 탄소배출권 거

래가격에 용하여 환산한 결과 약 260억원

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61만 5천 톤의 탄

소 감효과는 30년생 소나무 약 5천만 그루

가 연간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으며, LG화

학 울산공장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  기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공공기  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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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IT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탄소 감효

과를 산출하는데 용가능성이 높은 IPCC 

방법론 기반의 ECRE 모델과 차를 제시하

다. 둘째, ECRE 모델  차는 IT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화 된 업무 로세스를 정의

하고 각 업무 로세스 단 로 구분하여 탄소

감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본 연구는 G2B 시스템의 방 하고 복잡한 

로세스에 해 ECRE 모델과 차를 용하

여 탄소 감효과를 추정하고 실증하 다.

본 연구의 ECRE 모델에서는 탄소 감효

과 산출을 해 활용된 변수들이 부분 추

정과 가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동수단을 

이용한 이동경로나 종이인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  행동(Behavior)에 따른 실제 

환경은 더욱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며, 앞서 언 한 실제 환경 인 

요소들이 측정되고 반 되어 탄소 감효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G2B 시스템을 상

으로 ECRE 모델과 차의 용가능성을 검

토한데 의미를 둔 것으로서, 산출된 탄소배출

량  감액은 추정된 정보임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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