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 문서 시스템 이용기관 현황
□

2018. 12월 기준

표준형 이용기관 총 개 기관
(

구분
중앙행정
기관 및 정무
위원회
(48)

시·도
(16)
시·군·구
(203)

기타위원회
(21)

288

)

사용기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남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영도구, 사하구, 동래구,
동구, 사상구, 강서구, 연제구
인천광역시: 서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미추홀구, 계양구, 연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성군, 서구, 남구, 동구, 중구, 달서구,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울주군,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남구, 서구, 동구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연천군, 하남시, 광주시, 수원시, 이천시, 양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포천시,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여주시, 성남시, 광명시, 가평군, 양주시, 과천시,
김포시, 시흥시, 의정부시, 오산시, 남양주시, 고양시, 안성시
강원도: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고성군, 영월군, 동해시, 홍천군, 양양군, 원주시, 강릉시, 정선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삼척시, 인제군, 속초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
충청남도: 서산시, 청양군,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계룡시, 서천군, 금산군,
천안시, 태안군,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진안군, 완주군, 고창군, 김제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전주시, 장수군,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임실군
전라남도: 고흥군, 광양시, 장흥군, 장성군, 여수시, 목포시, 곡성군, 나주시, 완도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보성군, 영광군, 화순군, 해남군, 구례군, 진도군, 순천시, 영암군, 신안군, 담양군
경상북도: 문경시, 영양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포항시, 안동시, 청송군,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상주시, 성주군, 영주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영덕군, 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진주시, 함안군, 창녕군, 창원시(통합), 함양군, 의령군,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밀양시, 거창군, 김해시, 산청군, 통영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특별감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정책기획위원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청색표기: 클라우드 온-나라 사용기관(61)
※ 녹색표기: 단독형 온-나라 사용기관(1)

※ 서울시, 서울 일부 자치구, 국정원은 표준형 온-나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