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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Fiscal Data Governance

송 석 현*

Song, Seok-Hyun*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주제어：재정데이터 개방,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책의사결정,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차세대 예산회계 시스템

요 약

To achieve a data-drive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formed a marketing team and is actively building upon it. This syste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enable data-driven financial tasks beyond simpl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enacted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in the process of similar pursuits. Since last year, the data-driven 

system administrative law has been enacted in Korea, and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data-driven 

administrative work.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a data-driven system needs 

public policy support to operate.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re needed in various areas such as data 

management, legal system, and installation of related systems. Accordingly, it is very timely to analyze the financial 

system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U.K., which already have established and operates 

such a financial system. By benchmarking and applying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to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a better system will result. In this stud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Canada were benchmark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 elements of data governance: public 

policy, systems, legal framework, promotion system, and service leve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fiscal policy system that the people favor should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the recent difficult 

economic crisis environment such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COVID-19.

Keywords :  open fiscal government data, policy decision-making, fiscal data governance, next-generation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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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면 개통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 결정 지원시

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전 

및 전략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 위기상황을 정부는 재정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는 경제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히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재정데이터의 활용이 극대화 

될 것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 결
정시스템으로 제대로 구축되려면, 다양한 정책과 시스
템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
다. 올바른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열린재정포털
을 통해 더욱 다양한 재정데이터가 개방되도록 할 것
이며, 재정데이터는 물론 행정·사회 지표데이터 등과
의 연계·통합이 이루어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GDP성장, 국고잔액, 재정추계 등 다양한 재정정
책 분석 및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흩어져서 중앙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가 그리
고 교육재정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차세
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에서는 이를 총망라하여 시스
템을 연계·통합하고 있기에 더욱 세 부처를 아우르는 
제대로된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높이

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선행 연

구를 조사 및 분석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데이

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재정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구축되는 차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케냐, 나이지리아 등 개

발도상국까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

져 있다. 일부 나라는 백신 접종으로 호전되기도 하

여 코로나 자유를 선언했다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

해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K-방역

을 강력히 추진하곤 있지만,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선진

국들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은

행은 WEI(Weekly Economic Index)를 주간 단위로 

발표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에게 주간 경기 동향을 안

내하고 있다. 또 나우캐스팅(Now Casting) 모델을 통

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은 이런 AI·빅데
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기술적, 정책적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인공지

능(AI)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정책에 적용

하기에 충분히 기술 수준이 올라왔으며, 정책적으로도 

공공데이터 제공법(2013), 데이터기반 행정법(2020) 

등 제정으로 법적 근거도 탄탄히 마련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

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공공빅데이터 지원사업, 

데이터 댐 사업 등 대규모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해 데

이터 산업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기획재정부는 제대로된 재정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은 기존 단순 예산행정 중심의 디브레인 시스템을 데

이터기반으로 혁신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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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
원으로 하고 있다. 특정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
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집
행에 있어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많이 허용
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
여 규율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운용하는 국가재정(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자치단체가 운용하
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은 각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고, 지방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
비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재정정보시스템 상
으로도 d-brain(국가재정), e-호조(지방재정) 그리고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가재정 
데이터베이스도 과거 전산화되기 이전(1949~2002)
의 수기자료와 초기 데이터베이스인 Nafis와 Fimsys 
(2003~2006)을 거쳐서 2007년 이래로 d-brain 시
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정데이터는 ”재정정보(「국가재정법」 제

9조)“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

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

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9조 제

3항)” 그리고 제1항에서는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

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

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

부는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

해 주요 재정데이터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대 예산회계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재정데이터 거버넌

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

를 심층 조사 및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Ⅰ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범위를 제시하고, 
Ⅱ장에서는 재정데이터의 의미와 기능, 재정데이터 거
버넌스 개념 등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재정데이터 관리 실태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재정데이터의 의의 및 기능

1) 재정데이터의 의미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
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각종 활동(작
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 재정이므로, 재정데이
터를 보면 국가가 어떤 활동(작용)을 수행하는지를 파
악할 수 있다. 

재정은 운용방식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
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특정한 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로서, 예산
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歲入)과 세출(歲
出)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기금은 국가
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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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공공/민간분야에서 생산된 데이터들 중 재정·경
제·금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들이 적지 않
게 존재하고, 이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허브(AI 
Hub, www.aihub.or.kr)와 “통합데이터 지도”(www. 
bigdata-map.kr)에 수록된 16대 각 분야별 빅데이
터 센터를 통한 데이터 지도 네트워크 현황 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재정데이터와 연계·공유·활용하
면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각종 정책 일반을 과
학적으로 수립·시행 및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3) 데이터 3법의 통과에 따른 파급효과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개인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하여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이
용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을 명확히 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
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르면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개
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구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율하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익명정보에 대하여는 법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
용요건을 명시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
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 규
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
원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d-brain 등에 수록된 재정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
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관리주체)의 책임이 강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란 ①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성) 및 ②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2) 재정데이터의 종류 및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데이터는 국가재정
(d-brain), 지방재정(e-호조) 그리고 교육재정(에듀파
인)에 반영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주요 재정데이터를 정리하여 각각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합해 공개하는 항목은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재정
자주도(지방에 국한) 등에 불과하고, 중앙, 지방, 지방
교육재정 영역에서 사업항목 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아 그 데이터의 내용이 연계되
지 않고 분절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 공개된 재정정보
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
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를 각 재정데이터 관리시스
템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d-brain), 지방재정(e-호조) 그리
고 교육재정(에듀파인) 이외에 특별 영역에서 재정데
이터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재정지원 일
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
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
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통합정보
전산망에 의해 운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고용정보
시스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여·수당의 
지급·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재정데이
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정보와 재정통계 등 d-brain에 수
록된 기존 재정데이터와 지표(2,441개) 이외에 통계
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다른 정부부처
에서 집계·발표하는 사회·경제 지표들이 존재한다. 이 
지표들은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발표·공개하는 것이
지만,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Raw-data) 내지 
산식 등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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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조)에 대한 내용이 제3장에 규정되어 있고, 데
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6조)과 표준화(제17조), 데이
터통합관리 플랫폼(제18조)과 데이터 분석센터(제20
조) 등에 대한 내용이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데이터
기반행정법에 따른 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소속 데이
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규율체계로 
마련되어 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는 30
명 내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법 제5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법 제6조). 그
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수립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7조) 실태점검 평가결과를 
제출한다(법 제22조). 이를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등
록(법 제8조 제2항)하거나 등록하도록 요청(법 제8조 
제3항)할 수 있다. 

2.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본 연구는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살펴보기 위해 가

장 상위개념인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시작하여 재정데

이터 거버넌스 순으로 살펴본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용어는 데이터가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

근에 등장하였으며,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지는 않았다. 위키피디아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과 프로세스’라고 정의한다. Kim(2011)은 기업 데이

터의 효과적 정의, 경영, 공유를 위해 정책, 전략, 표준

화,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기술 등을 확

립하여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 Jang 

and Kim(2016)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하

고 통제하여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를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활

동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Cho(2017)는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관리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

직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IT 관리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결합가능성)를 의미한다. d-brain 내
에 있는 재정데이터 중에 자금집행내역에서 수령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본정
보와 알고리즘, 매핑테이블 정보 등은 가명처리를 거
치거나 통계적 처리를 거쳐야만 이를 공유·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GDPR 적정성 평가절차를 
거쳐서 과거 2차례 탈락하였으나 2021년 3월 최근에 
통과하여 EU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지역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영업)활동을 차질 없
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고 한다.)」은 미국 “증거기반정
책결정에 관한 법률(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2017. 
12. 28. 정부발의로 제안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 5. 19. 처리되었으며, 동년 5. 20. 법사위를 특
별한 이견 없이 통과한 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선포되었다. 즉, 데이터기반행정법은 2020. 6. 9. 
공포(제정)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 12. 
1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부칙 제1조), 행정안전부장
관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하지만(부칙 제2조) 2021년 6월 17일 “제1
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년)”
이 마련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제1장(총칙), 제2
장(추진체계), 제3장(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절차 등), 
제4장(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구축)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데이터를 등록하여 수집·활용하는 것(제8~9조)과 데
이터의 제공요청과 제공결정 및 제공거부에 대한 조
정절차(제10~13조), 민간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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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료 통합이 용이하다. 대국민 공개용 사업정보시

스템은 USAspending.gov가 있다. USAspending은 

보다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구축된 시스템으로 매

년 연방 정부의 지출과 쓰여진 상황을 국민에게 제공

한다. 미국은 개별 부처, 지방정부 등 재정 관리주체

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나 USAspending

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재정정보를 공개한다. 최

근에 마련된 새로운 재정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

한 시스템을 보면, 첫째, 재무부 재정데이터(https:// 

fiscaldata.treasury.gov/)는 재정정보(Fiscal Data)

를 수집하여 공개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의 재정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이다. 이 기관은 재무부령(Treasury Order 136-01)

에 의해 2012년 10월 7일 설치되었는데, 2020년 7월

부터 재정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공개하는 데이터셋 검색(Dataset 

Search)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셋은 국가

부채(Debt), 재정정보 요약본(Financial Summaries),  

이자율 및 환율(Interest & Exchange Rates), 재

정수입(Revenue), 국가채권(Saving Bonds), 재

정지출내역(Spending) 분야별로 30개의 데이터셋

을 CSV(엑셀 파일), JSON, XML(Web), PDF 형식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셋의 호환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데이터 랩(https:// 

datalab.usaspending.gov/americas-finance 

-guide/)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입(Federal 

Revenue, 2020년 3조 4,200억 달러), 재정지출

(Federal Spending, 2020년 6조 5,500억 달러), 재

정적자(Deficit, 2020년 3조 1,300억 달러) 및 누적 

국가부채(Federal Debt, 2020년 기준 26조 9,500

억 달러 / 2019~2020년 증가분 4조 2,000억 달러) 

등 4가지 항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

다. 이 데이터 자료는 매월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에 기초하여 작성되

고,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데이터는 인구와 가

계동향 추정치를 활용하는데 사용한다. 

체계라고 하였다. 한편, 정책적 연구로 Choi(2015)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조직을 관리하고 구성원 간의 

협조를 통해 데이터 활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라

고 제시하였다. 문헌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를 종합적

으로 보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결국 조직에서 사용하

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

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며, 프라이버시, 보안

성, 데이터품질, 관리규정 준수를 아우르고 있다고 귀

결된다. 따라서, 재정데이터 거버넌스의 분석은 주요

정책, 주요시스템, 법제도, 추진체계, 서비스로 구분하

여 이를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을 분석한다. 

Ⅲ.    주요 국가별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미국

1) 주요 정책 

미국은 「연방 데이터 전략과 2020 시행계획(Federal 

Data Strateg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책임

성과 투명성(Data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전략의 형성과

정 및 그 동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쉬보드를 통해 각 세

부 시행계획 및 추진과제별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제정된 「증거기반정책수립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에 근거하고,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OMB)는 최고데이터책임관

(CDO) 위원회,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연

방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

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주요 시스템

미국은 의사결정지원용 에산편성시스템과 대국민 

공개용 사업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의사

결정지원용 예산편성시스템은 부처 및 주별로 운영

되고 있으나 속성정보가 표준화, 코드화되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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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는 데이터 표준 정의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집행관서 부담 경감 시범 사업을 담당한다. 2014년 

2월부터 재무부의 재정서비스국은 운영과 관리 실무

를 담당한다. 데이터 교환, 데이터 속성 체계 확립 로

드맵과 청사진 작성 및 최종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5) 주요 서비스

USAspending에 포함된 자료는 연방자금의 지원 

(Federa l  Awards )을 받는 기관들로서, 법인 

(Corporations), 협회(Associations), 제휴회사

(Partnerships), 유한책임회사와 그 제휴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ir Partnership), 개

인회사(Sole Proprietorships)와 기타 회사 법인(Any 

Other Legal Business Entities)과 주정부(States) 

및 지방자치단체(Localities)의 재정 관련 정보이다. 

이 시스템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이름, 지원액, 거래유

형을 포함한 지원정보, 자금관리주체, 예산사업(프로

그램)의 출처 등 지원기록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있

다. USAspending 웹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IT시

스템인 공공조달 데이터 시스템(FPDS-NG: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Next Generation, 

www.fpds.gov), 연방보조금 지원 데이터 시스템

(FAADS-Plus: Federal Assistance Award Data 

System PLUS), SmartPay,D&B(Dun & Bradstreet), 

CFDA(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을 통해 연방기관들의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

다. 기존 FFATA체계에서는 개별 부처 또는 기관이 일 

또는 월 2회에 걸쳐 개별 부처 시스템에서 수혜자 정

보 등이 수집되고, 재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DATA Act Broker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탑재해 부처별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와 비

교를 통해 정합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

음 다시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USAspending

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쟁점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자금, 학

자금, 무주택자 분석, 연방공무원 정원 등을 분석하고 

있고, 공공조달계약과 관련된 정보, 재정 데이터의 시

각화(Financial Data Visualization)을 실시한다. 아

울러 예산기능별(Budget Function) 예산액 비중과 

항목(Object Class)별로 예산액을 시각화하여 국민들

에게 재정정보를 연차별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정데이터에서 기관별 식별자(Agency 

Identifier, 3자리 번호, 재무부는 091)와 주요 회계

번호(Main Account Code, 4자리 번호, 예컨대 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0200)를 통하여 각 기관별, 예산

사업별로 예산액을 즉시 추출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3) 법제도

2006년 연방자금책임성 및 투명성 법(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이하 FFATA)이 제정되었다. 관리예산처
(OMB)에 정부지출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비
용없이 접근 가능한 검색 사이트를 설립 요청에 따라 
2007년 12월에 개시되었다. 예산법과 회계기준은 미
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예산법안의 제출권 및 심의·
확정권이 의회에게 있고, 의회 내에서도 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수권법), 세출위원회(지출승인법) 상호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정보공개관련 법률은 2006년 9월 26일 통
과된 「2006년 연방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에 따라 백악관 산하 관
리예산처(OMB)에 정부지출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
에게 무료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웹사이트
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2007년 12월부터 통합지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4) 추진체계

운영은 재무부 및 관리예산처에서 하고 있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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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관리하면서 각 보조사업의 정보-사업자 정보-
관련 재정정보까지 공시하게 되었다. 

3) 법제도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이 영국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05년 1월

에 발표하였다. 2012년 발표된 투명성 및 책임성 정

책의 재정정보 공개 규정은 data.gov.uk로 정보공개 

창구를 단일화할 것과 재정정보 공개 내용에 대한 상

세 내용을 규정하였다. 시민의 보건, 교육, 치안 사법

과 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 가

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영국의 재정정보공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의 시행에 따라 재정정보가 

공개되었다.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이

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행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야 하고, 일반 대중은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

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의한 공

개뿐만 아니라 정책, 절차, 회의록, 연차보고서 등과 

같은 일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야 한다.

4) 추진체계

OSCAR는 민간기업인 영국 IBM이 구축하였다. 

2011년 6월 영국 IBM이 영국 재무부에게 시스템을 

인계하였으며, 함께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시

스템 운영은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8

년이며, 영국 재무부는 현재 OSCAR Project 2를 진

행하고 있다. 

5) 주요 서비스

OSCAR 시스템의 관리 범위는 공공부문 전체로 하

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 포괄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까지 포괄하고 있다. 현금

주의와 발생주의 회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재

2. 영국

1) 주요 정책

영국의 재정정보공개는 당초 법률이 아닌 국가의 주

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영국에서 2005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이 시

행됨에 따라서 정부의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을 

중심으로 재무부, 내무부 등이 참여하여 공공데이터 체

계를 구축하여 공공에게 정보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창구는 data.gov.

uk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

방정부의 재정정보를 통일된 양식으로 집중하여 공

개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정책은 정부

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정책 과제(Policy Area:  

Government 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라는 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열린정

부 시행계획에서는 관련 시스템 및 정보공개를 구체화

하며, 이에 따라 신규 시스템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 시스템

영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통
계의 산출관점에서 시스템과 속성정보가 구축되었
다. 재정당국은 OSCAR(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을 통해 각 부처가 주
기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관
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대외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OSCAR는 2011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예산 정보 입
력, 월별 및 결산 정보 입력을 통해 주요 정보를 산출
하는 시스템이다. 영국 정부의 재정정보는 대체로 각 
부처별로 사용하는 재무관리 체계에서 생산되는 자
료들을 취합하고, 이를 정부 공동시스템인 OSCAR 
(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and  
Reporting)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7년 영국정
부가 정부 보조금 정보 시스템(GGIS, 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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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1) 주요 정책 

프랑스 재무부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

고,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예산법안을 발표한다. 

특히 Chorus 시스템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

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구매력 개선, 고용과 경쟁력 

지원, 취약성 개선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시스템

Chorus는 중앙정부의 통합 금융정보 시스템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FIS)이다. 2007년

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 6차례 시

행을 걸쳐 모든 부처 및 국가, 지방수준까지 재정관리 

및 계획을 하도록 조치되었다.

3) 법제도

주정부에 통합된 FIS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예
산법 제정에 관한 법률(the 2001 Constitutional by 
law on Budget Acts)이 이행되고 관련하여 2007년
에 개정하였다.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상 
재정공표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안정·성장 협약(SGP)’ 등 재정건전성 감독 정책에 따
라 2012년에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공공재정 계
획·거버넌스 조직법률」이라는 별도의 조직법률을 제
정하였다.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기재 역시, 정부가 스
스로 작성한 보고서를 정보 공개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재정정보만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의 행정정
보 일반을 공개하는 사이트(www.data.gouv.fr)이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일종으로서 재정
정보에 관한 보고서 등 공식 문서가 게시되고 있다. 

그 이외에는 「공공재정 계획·거버넌스 조직법률」
에 따라 설치된 ‘최고 공공재정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정의 모든 과정(예산편성, 집행, 결산)을 포괄한다. 

OSCAR는 2013년 구 시스템인 COINS(Comb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를 대체하면서 개통하

였다. 영국은 각 부처별,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경영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COINS나 OSCAR는 결

산 통합 재무 보고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한다. COINS

의 데이터는 예산보고서(Budget Report), 세출예

산(Supply Estimates), 공공지출통계분석(Public  

Expenditure Analyses. PESA), 통합정부계정

(Whole Government Accounts, WGA), 그리고 월

간 공공부문 재정동향(Public Sector Finance) 발간

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원천이며 그 원본 데이터 역시 

공개된다. 이러한 OSCAR의 데이터는 공공지출체계

가 가지는 복잡성과 이에 따라 잘못 입력될 가능성, 입

력자의 입력 판단에 의한 문제, 입력의 순응비용과 데

이터 품질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보조금관리시스템 (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 이하 GGIS)은 보조금 관련 재

정정보 수집 및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에 개통

되었으며, 2017년부터 건별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

다. GGIS의 구축은 영국 정부가 2016년 수립한 내각

사무처의 보조금 효율화 프로그램 및 보조금 표준정책

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영국 정부에서 GGIS를 통해 

추출한 보조사업 정보의 전체 리스트는 엑셀 파일 형

태로 공개되는데, 개별 보조금은 보조금 등록대 홈페이

지(Grants Registe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은 gov.uk의 부처별 홈페이지에서도 검색된다. 

2012년 25개 정부부처와 385개 공공기관과 위원

회 등에서 운영하는 약 2,000개의 웹사이트를 하나의 

도메인(www.gov.uk)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재

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GGIS (https://grantshub.civilservice.gov.uk/)에

서 공개한다. 또한 정부통합홈페이지와 구글(Google)

의 검색엔진을 연동하여 바로 검색이 되도록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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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50,000개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 당국, 공공 시설, 주 서비스 및 80,000개 이상의 

공급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캐나다

1) 주요 정책 

캐나다는 재정업무 전반은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규정하고 업무의 전산화 및 

재정정보 공개는 재무위원회 재무 총감실 재무관리과

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된 시

스템을 통합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업무처리 간소화 

및 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2) 주요 시스템

캐나다의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30여개 시스템을 7개로 통합하였으며, 시스템

의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관리시스템사양(FM-SC: Financial man-

agement systems configurations)은 기존 시스템

간 연계의 정합성 및 산출되는 재정정보의 품질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정보시스템 정책을 펼치고 있다. 

CEDI(Common Enterprise Data Initiative)는 재

정 고유의 공통 언어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와 

표준을 제공하고, 재정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해관계자간 데이터의 상호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8년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프

로세스(FM-BP, Financial Management Business 

Process)를 분석하고 개편계획을 마련하였다. 2009년 

재정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지원하는 제반 정책이 마련되

고 재정정보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필요 예산이 지원되

었으며 재정관리 체계(MAF, Management Account-

ability Framework)의 지표가 만들어지고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OCS의 FSA에 의해 재정정보시

스템 개편 결과물이 대외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CEDI(Common Enterprise Data Initiative)

(https://www.hcfp.fr)가 있다. 이는 재정정보 공표 
제도 자체를 위해 별도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
고, 이 위원회가 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정부가 작성하
고 의회가 승인한 중기재정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 의
견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재정정보 공표 제도 자체를 위
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표준화 기준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재정정보가 본래 사용되는 법제도의 틀 안에서 
작성, 유통되는 정보 자체가 공표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본래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 과정에서 작성, 공개
되는 자료 자체를 재정정보로서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프랑스에서
는 국민을 위한 재정정보 공표 제도 자체나 이를 위해 
재정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본래 예산 과정상 유통되는 
재정정보와 별개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정부회계 자체
의 발전을 통해, 예산구조 자체가 유의미한 정보를 담
을 수 있도록 발전되면 이 정보 자체가 가장 가치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4) 추진체계

Chorus는 재정경제부 산하 AIFE(Agency for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State)에서 총괄 관

리한다. AIFE는 2001년부터 프랑스 정부의 재무정보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감독해 온 

국가기관이다. AIFE는 프랑스 정부 지출, 비과세 수

입 및 공공 회계를 하루 20억 유로의 양으로 관리하는 

ERP 인 Chorus를 정의하고 구현하였다.

5) 주요 서비스

특히 Chorus Pro는 AIFE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

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지불 조건을 줄이기 위

해 공공행정부는 공급업체로부터 송장을 받기 위해 

Chorus Pro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현재 Chorus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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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vernment of Canada,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 

services/guidance-government-spending/financial-management-system-configuration.html#Toc286127284

<그림 3> CEDI의 범위

<Fig. 3> The Scope of CEDI

source:  Government of Canada,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

services/guidance-government-spending/financial-management-system-configuration.html#Toc286127284

<그림 2> FM-BP의 범위 

<Fig. 2> The Scope of FM-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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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인포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성과계획서 대조기
능을 도입하였다.

5. 한국

1) 주요 정책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은 재정규모 확

대, 재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의 참여 확대, 국

제기구의 권고 등을 배경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2) 주요 시스템

한국은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을 구축 운영 중이
다. 사회적, 실무적, 국제적인 요구로 2007년부터 운
여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도입된 ‘살리미’와 
NAFIS’를 거쳐 2007년부터 통합재정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
계제도 등 한국 재정제도의 혁신성과가 모두 반영된 시
스템으로서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
리·분석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도입되었다.

3) 법제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
을 구축하였다. 국가재정법상에 재정에 관한 업무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매체·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한 
것이 디브레인 시스템인 것이다.

4) 추진체계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을 전담 하는 

조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브레인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5) 주요 서비스

2007년 디브레인 가동 후 13년이 지나며 기술적, 

활용적 측면에서 디브레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크

고 시스템 전면 개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술적

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석기술이 발전하였

는 재정 관리의 공통 언어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거버

넌스와 표준을 제공하고, 재정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해관계자간 데이터의 상호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CEDI는 재무정보를 정부

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생산 기관이 데

이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재

정 관리를 효율화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3) 법제도

재 정 업 무  전 반 은  재 무 행 정 법 ( F i n a n c i a l  

Administration Act)에 규정한다. 2008년 재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FM-BP, Financial  

Management Business Process)를 분석하고 개

편계획 마련을 개시하였다. 2009년 태나다 정부의 재

정관리체계(MAF, 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의 지표(Indicator)가 만들어지고 관리되

기 시작하였다. 2009년 재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련 

계획(CEDI, Common Enterprise Data Initiative)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4) 추진체계

업무의 전산화 및 재정정보 공개는 재무위원회 재무

총감실 재무관리과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캐나다 재정당국은 미국, 영국과 달리 각 부처 개별 재

정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영국과는 차별화된 정책 포지션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주요 서비스

GC(Government Canada) Infobase는 중앙 재
정시스템의 재정정보, 부처 시스템에서 제출하는 연
간/분기/월별 재정정보와 성과계획·실적정보를 취합
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다. GC Infobase 구축 이전에는 재정정보와 재정성
과 정보들이 부처별, 제도별로 500여 종의 보고서에
서 분산 공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에산 트리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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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인 Chorus Pro에서 강점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공개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및 정보공개 방

식 표준화,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정보공개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및 정보공개 

방식 표준화,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다원화된 재정정보 공개 체계를 통합할 수 있
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 영국은 모두 개별 
부처, 지방정부 등 재정 관리주체 별로 분산된 시스템
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관리 체계는 각각 관리예산처, 
내각 사무처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단일의 사이트에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정보의 신뢰성, 정확
성,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은 재정관리 주
체가 제출·공개하는 데이터의 표준화에 있으므로, 지
속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지침 발간, 시범사업 등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도·시스템 개선을 병행하
고 있으며, 영국 역시 보조금 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사업절차와 수집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노력 중이
며 통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인프라 강화방안으로 현
행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단기적

으며, 환경적으로는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맞춤형 예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다. 따라서, 

2022년에 오픈하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에산편성.집행, 수입.지출, 자금.조달, 채권.채

무, 국유재산.물품, 회계결산, 성과과닐 등 국가재정 

업무 전체의 생애주기(life-cycle)를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6. 주요국의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결과

주요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의 특징을 보면, 미국, 영

국은 상대적으로 더 분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한국과 프랑스는 중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

국은 내부 효율성을 강조하며, 재정당국의 재정정보시

스템이면서 동시에 일선부처가 함께 사용하는 단일형 

시스템이다. 또 미국과 영국은 재정정보 공개를 초점

으로 두고 있으나, 한국은 내부 통제를 중시하고 있어 

사업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재정정보를 적극 대외에 공개

하면서 재정정보의 신뢰성/투명성 또는 정책결정 및 

분석에 도움이 되는 재정정보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

다. 프랑스는 ERP 성격을 지니며 전자인보이스 시스

<표 1> 주요국 재정정보시스템 간 비교 분석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in Major Countries

U.S. U.K. France Canada Korea

System U.S. spending Oscar Chorus FM-SC dBrain

Center/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center individual center

Objective Fiscal data open Fiscal data open Internal control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Internal controls

System scope
Federal gov’t

affiliated agencies
Public Sector Public/gov’t Federal gov’t Federal gov’t

System
character

Statistical system
Budget/accounting/

statistical system
Budget/

accounting/ERP
Budget/

accounting system
Budget/accounting/

statistical system

Open Level Micro, macroscopic micro, macroscopic micro, macroscopic micro, macroscopic micro, macr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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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데이터 브로커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포털의 강화, 기관간 메타관리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재정
정보포털 및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관
간의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하는 데 있어 프라이버시
도 보장 및 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관간의 데이
터 연계를 위한 메타관리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
터 개방의 접점인 재정정보포털의 데이터 개방대상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재정데이터 뿐만 아니라 행정데
이터 및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적극 연계 확보하
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
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데
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에 
반영되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를 총 아우르는 데이터 
연계·통합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재
정정책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은 중앙재정은 물론 지

방재정 및 교육재정을 총 아우르는 국가재정 시스템 

체계가 처음 마련된다. 그간 국가의 예산은 기획재정

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이 서로 분리하여 관리함

에 따라 재정측면에서 국가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처의 칸막이

를 넘어 국가 전체를 조망하면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

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부터 교

육, 중앙을 아우르는 촘촘한 국가재정 정책을 펼칠 수

가 있는 것이다. 재정이 집행되면 부처, 지방까지 실집

행이 되는 상황까지 알 수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

가의 현안이 연계되어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중앙은 물론 지방별로 모니터링도 가능해 진다. 재난

지원금의 집행현황 및 효과도 조심히 분석해 볼 수가 

있으며, 분야별로 집행된 예산의 현황 및 실적도 물론 

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개에 필요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를 할 필요 DATA Act 
Broker처럼 재정 집행과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
해 재정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별 시
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 등
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한국은 현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비전은 데이터 기반 정

책의사결정지원을 구현하는 것이다. 차세대 예산회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

면에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가

재정의 사용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표준화

(Standadization), 투명성(Transparency)이 잘 반

영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법

제도, 행정조직 및 변화관리 등이 잘 반영된 데이터 관

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재정정보 개방 및 분석

에 근거하는 관련 법제도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

다. 새롭게 시스템 및 서비스를 운영할 조직도 확보해

야 한다.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 표준화를 관리하는 조

직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야 한다. 

둘째, 데이터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재정데이터 표준화, 재정데이터 품질관리를 

수립하고 확보해야 한다. 앞에 사례에서 보면, 현재 디

브레인은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를 아우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표준화, 품질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완벽한 데이터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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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 (2018). The direction to improve data 

관리가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 및 간접적인 효과까지 가름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다. 국민에게도 투명한 예산 현황을 안내해 줄 수가 있

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예산 대비 국

정운영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국가재

정 전체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발 빠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

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예산이 투입됨으로서 국가

의 성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더 나아가 그 영향

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더 낳은 쪽으로 정책을 순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에 따라 현실로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예견적 국정상황관리도 가능해 진다. 이처

럼, 국가재정 전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가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은 기존

의 재정정책과는 달리 빠르고 신속하며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재정투자대비효과분석이라든지, GDP 

성장 분석 등의 정책들처럼 훨씬더 지능화되고 신속

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이 되려면 그

의 기반으로 제일 먼저 본 연구에서 논의한 데이터 거

버넌스 체계 수립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초석이 된다. 

이런 데이터 체계가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

를 경제위기로 급속도로 몰고 갔다. 한국도 예외는 아

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보다 빨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

은 정말 중요하며, 경제에 대한 지능화된 정책 수립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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