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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관련 통계
한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리플렛을 펼쳐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NABOSTATS는 재정에 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여러분께 재정경제 정보를 공유하고자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통계시스템입니다.

먼저, NABOSTATS는 660여 종의 재정경제 통계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재정, 조세,

경제, 북한, 국제통계 등이 있는데, 특히 각 부처 별

정책통계가 담긴 “위원회별 통계”는 국회 관계자분들과 

연구자 여러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예·결산 심사연혁”에는 재정총량의 증감과  

국회의 지적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예·결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끝으로 “지식자료실”에는 매주 주요 통계를 정리한 生生

주간 경제통계, 통계로 보는 재정이슈,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이 여러분께 든든한 지식 에너지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모바일 웹 또는 앱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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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심사연혁

국회의 심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

 •총수입·총지출 심사연혁

 •세입·세출예산 심사연혁

 •기금운용계획 심사연혁

 •예·결산 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生生 주간 경제통계

매주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유용한 

재정·경제 통계를 수집·제공

통계로 보는 재정이슈

추경안, 예산안 등 재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제시

국가채무시계

국가채무현황 제공

재정·경제 교실

재정, 경제, 조세 등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

NABO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고서 제공

위원회별 통계

16개 상임위원회별 주요 통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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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재정경제통계를 Open API로 활용가능

* Open API: 통계 정보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 인터페이스

▶ 예시: 재정통계 - 총지출 ▶ 예시: 보건복지위원회-감염병 대응예산 현황

▶ 예시: 통계로 보는 재정이슈-추경 연관어 분석

재정·경제 통계

국민들이 재정·경제관련 통계를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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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세

인구·사회

지방재정

북한

공공기관

국제

유용한 지식 자료를 
한곳에서

국회에 특화된 
콘텐츠 제공

660여종의 
재정·경제 통계 제공

주: 추경예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