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구매 흐름도
벤처나라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바로주문 or 견적요청 기능을 통해
손쉽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벤처나라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가

Case 1
홈페이지에 제시된 견적가격으로 주문할 경우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바로주문
수요기관

벤처업체

주문서 작성

주문서 접수

벤처나라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창업·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신기술,
융 · 복합 기술 제품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Case 2
다량 구매 등을 통해 단가할인을 원할 경우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견적요청
수요기관

벤처업체

견적요청서 작성

견적요청서 접수

견적서 접수

견적서 작성

주문서 작성

주문서 접수

신산업
육성

공공조달
오픈마켓

나라장터 벤처나라

venture.g2b.go.kr
주문서 접수 이후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진행

납품

검사/검수

대금 지급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대표전화 1588-0800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

조달청 벤처나라 소개

벤처나라 이용 흐름도
MOU를 통한 추천기관 확대 / 벤처나라 홍보 / 자체구매 권고
합동공고 분기별 지정

조달청

추천기관

추천기관 확대
직접신청 적극 유도

분기별 우수상품 추천

밀착 등록 지원 교육
견적·주문요청

조달청 벤처나라 개요

상품등록

상품검색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
개척 및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
산업부, 광역자치단체 등 추천기관이 추천한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이 평가 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으로 지정하여
‘벤처나라’ 에 등록

창업·벤처기업

수요기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식별번호 등록
제품 등록 및 판매

권역별 상품 구매 설명회
벤처나라 상품 구매
이용우수 수요기관 포상

벤처
나라

쇼핑몰 운영 및 개선
상품가격·정보 관리
이용가이드 제작
업체 모집 및 수요기관 홍보
견적서 제출·주문 상품 납품

상품거래
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최대 5년간 5만여 공공기관에 홍보 및
기관과 업체간 전자견적·바로주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가능
대상
견적·
바로주문

전자계약

벤처나라 의의 및 이용 이점
유관기업과 조달청이 함께
창업·벤처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 합니다!

공공기관과 창업·벤처기업의
거래가 쉬워집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 유관기관

◎ 창업·벤처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 기술보증기금, 특허청,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이 어려웠던 창업· 벤처

KIAT 등이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물품·서비스를 추천

기업도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하여 홍보·거래

◎ 조달청

◎ 공공기관

추천 상품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분기별로 등록 대상 최종 지정, 벤처

종합쇼핑몰에 없는 신기술, 융복합 기술 제품을 벤처나라에서 견적·

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 판로 지원

주문(계약)을 거쳐 쉽게 구매

기타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 신제품, 성능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