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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머리

말

오늘날 산업연관표는 대부분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
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이르기까지 11회
의 실측표와 9회의 연장표를 작성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산업연관표의 작성과 더불어 산업연관표
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87년 처음으로
「산업연관분석해설」
을 발간한 이래 2004년에는 본문 내용을
대폭 정비한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공
표된 2003년 산업연관표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
록 본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최신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앞으로도 이 책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오니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
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분석기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최 춘 신

머리

말

한국은행은 최근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날 산업연관표는 선진공업국으로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게 작성되어 경제구조분석,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에 분석도구로서 다양
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1960년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최근의 2000년표에 이르기까지 10회의 실측표(본표)와 9회
의 연장표를 각각 작성,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산업연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
립은 물론 각종 경제분석 및 예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의 충격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영향과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 및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연관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산업연관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연관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표는 그 내용이 복잡 방대하고
분석기법 또한 난해한 점이 적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용의 편의
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987년 처음 발간된‘산업연관분석해
설’
의 내용을 크게 정비, 갱신하였고 최근 발전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내용도
소개하는 등 산업연관표의 내용과 그 분석기법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
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자가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책자 발간에
애쓴 투입산출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책자가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분석기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4년 2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조 성 종

머리

말

산업연관표는 오늘날 선진공업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작성되어 제반 경제분석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이래 10회에 걸쳐 산업연관
표가 작성 공표되어 그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서는 물론 그
밖의 각종 경제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표는 그 내용
이 복잡 방대하고 분석기법 또한 난해한 점이 적지 않아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
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내용과
그 분석기법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책자를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산업연관표의 실제수치를 이용
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실경제분석에 쉽게 응용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산업연관분석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
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용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87년 9월

한국은행 조사제2부장 최 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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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의 의의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방법으로 실증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먼저
산업연관분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 다음 국민경제의 순환과
정과 관련하여 경제분석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산업연관분석의 필요성
원시시대에는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상품거래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지혜와 과
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분업이 촉진되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의 경제활동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엔진, 타이어 등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그 엔진
이나 타이어 등의 생산에는 다시 철강, 고무 등의 원재료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를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나 철근, 목재 등 여러 종류의 건축자재가 필요하게 된다. 자동차와
아파트의 경우에서 보듯이 산업상호간의 관계는 그물과 같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물
의 어느 한쪽을 잡아당기면 그물의 올 하나하나를 통해 그 힘이 전체에 미쳐 순간적으로 출렁
이게 된다. 경제활동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어느 한 산업에서 생긴 변화는 크든 작든 여러 다
른 산업에 그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
재료로 투입됨으로써 각 산업은 직접, 간접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
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
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다. 산업연관분석
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각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원재료 등의 매매거래를 토대로 하게 되는데,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
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산업연관분석은 경제부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활용하
여 경제체계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
다 구체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산업연관표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자료, 예를 들면 국내총생산(GDP), 이자율, 물가 및 임금수준 등에 근거하여 경제분
석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통해 훨씬 복잡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현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이라고 불리우는 경제분석기법은 최근 컴퓨터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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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발달에 힘입어 많은 국가들이 산업연관표를 경제분석에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
로써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의 경제정책수립 및 효과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산업별 및 기업의 생산공정에 이르
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경제분석기법으로서 산업연관분석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산업간 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소득순
환은 소득의 발생으로부터 분배 및 처분과정, 즉 한 나라 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국민소득
이 이윤, 임금,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되어 소비재와 자본재의 구입이라는 처분활동을 거쳐
다시 다음의 생산과정으로 환류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산업간 순환은 생산부문 상호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제외되는 분야이나 산업간
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순환이다. 따라서 국민소득분석이 소득순환을 대
상으로 하여 국민경제전체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데 비하여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배후의 생산구조를 분석한다. 즉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서 산업
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분석, 장래의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 보다 깊이 있는 경
제분석을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산업간 상호연
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느 산업의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
산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지출이나 최종생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득분석은 국민경제전체의 활동수준을
표시할 수는 있어도 이러한 경제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수요증가와 주택의 수요증가는 수요가 증가한 사실은 같지만 각각의
수요증가가 각 산업의 생산활동이나 고용수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각각 다르기 마련인
데 국민소득분석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구별하여 인식하지
않고 이를 합한 총수요증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와 같은 산업별 파급효과의 차
이점을 고려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자동차 산업과 주택 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가
져오는 각 산업부문별 파급효과가 상이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두 산업이 사용하는 중간재
나 원재료의 투입구조 즉 생산기술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별 생산활동은 최종수요의 상품구성은 물론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와 그에 따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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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연관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점
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기법으로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
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동
차 수요나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이들이 각각 어느 산업의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게 되며 따라서 산업별 부가가치나 고용도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인가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분석이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을 표시
할 수는 있어도 경제구조적 측면에서의 산업간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
이 있는 반면에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
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
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
에 의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
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구조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면에서 급
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총량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이 상
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인 경제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2. 산업연관분석의 연혁
현대경제이론에서 특징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계량적 분석방법은 통계기술의 향상과 경
험적 통계자료의 정비 및 확충을 토대로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경제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은
1930년대 케인즈(J. M. Keynes)가 유효수요이론의 대두에 따른 거시적 국민소득분석을 시
초로 매우 실용적인 경제분석체계를 제안한 이래 194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
한 게임이론(game theory), 활동분석(activity analysis),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등 선형경제학 그리고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의 결합을 시도한 계량경제학 등으로 점차 그 범
위가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대 경제학의 실증적 접근방법 추구에 있어 또 하나의 선구
적 역할을 한 것이 1973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레온티에프(Wassily W. Leontief)에 의
하여 개발된 산업연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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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분석방법은 레온티에프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
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과를 1936년‘미국경제체계
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그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경제에 관한 투입산
출표를 작성하여 1941년에‘미국경제의 구조’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29 : An Empirical Application of Equilibrium Analy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로 종합 발표했다. 이후 다시 1939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산
업연관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전술한 서명의 제2판을 1951년에
발간하였는데, 이‘미국경제의 구조, 1919-1939’
(Wassily W. Leontief,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 2nd edition revis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가 산업연관분석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마르크스(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표식(Reproduk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
는 왈라스(L. Walras)나 파레토(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왈라스의 일
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
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즉 레온티에프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레온티에프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의 철강생산수준과 그에 관련된 고용문제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입안도구로서의 산업연관분
석기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그 후 미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7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영
국에서는 1948년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표를 각각 작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활동분석 내지 선형계획 등의 발전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으로 그 실용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한편 UN통계국도 1966년에‘산업연관표와
분석의 제문제’
(Problems of Input Output Tables and Analysis)라는 매뉴얼(manu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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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여 각국의 산업연관표 작성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분석의 유
용한 도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종래의 산업연관표에서는 상품
별 단일분류를 채택하여 왔으나 스톤(R. Stone)은 상품과 산업의 이중분류를 채택하는 방식
을 고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소득계정,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및 국민대차대조표 등과
더불어 5대 국민계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한
부분으로서의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작성이나 분석방법 등이 연구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지역산업연관표 및 국제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 지역경제분석이나 국제경제의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는 등 산업연관분석은 그 이론과 응용의 양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응용경제학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산업연관표는 선진공업국으로부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경제구조분석,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에 분석도구로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 작성기관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개인이나 연구기관 등이 사적인 연구목적으
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통계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산업연관표가 작성되고 있다(<부록1> 각국의 산업연관표 작성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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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 작성연혁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의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
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표는 19개 산업부문으로 분류된 일종의
시산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본격적인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
이 1962년에 착수하여 1964년에 작성 공표한 1960년 산업연관표인 셈이다.
그 후 한국은행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파악
하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및 2003년의 실측산업연관
표와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및 1998년의 연장표를
각각 작성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왔다.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온 산업연관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측표 작성년도

1960

1963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주)

기본부문

266

270

298

340

392

396

402

405

402

404

404

부문

소 분 류

109

109

117

153

164

162

161

163

168

168

168

분류

중 분 류

43

43

43

56

60

64

65

75

77

77

77

대 분 류

-

-

-

-

-

19

20

26

28

28

28

1993

1998

연장표 작성년도

1986

(부문분류는

1968

1973

실측표와 동일)
가격평가
수입의 취급

1978

1983

1987
1988

생산자가격
경쟁·비경쟁수입 절충형

생 산 자 가 격·구 매 자 가 격
경쟁수입형, 비경쟁수입형

주) 2003년에는 기초가격평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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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순환과 산업연관분석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
배되고 처분되는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즉 기업은 원재료에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 등을 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러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하여 임
금, 이윤, 지대 및 이자 등의 소득이 발생하며 이 소득이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
배되면 일부는 소비재의 구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순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민 경제활동이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고
해서 이를 경제순환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산업순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그림
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는 판매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재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 투자재로 새로운 투자활동이
나 재투자를 위하여 기업에 판매되는 부분, 그리고 중간재로 다른 생산활동의 원재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기업에 판매되는 부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간 중의 총비용은 임
금, 지대, 이자, 감가상각비 및 원료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구성된다. 여기
에서 생산활동의 결과 분배된 임금, 지대, 이자 및 이윤은 국민소득이 되며 이 소득은 처분되
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와 함께 소비재의 구입과 투자재의 구입을 통하여 다음의 생산과정
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는데, 이와 같은 소득의 발생과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소득순환
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순환중에는 소득순환 이외에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중간재의 매매 거래인
산업간 순환이 있다. 산업간 순환은 국민소득을 정의할 때에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상
쇄시키므로 필요없는 항목이지만 산업구조나 기술구조를 파악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우회생산의 정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경제순환과정에서 소득순환만을 대상으로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비재나 투자재 등 구
입으로 소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국민소득계정이며, 산업간 순환을 주축
으로 하여 소득순환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에 해당된다.
즉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를 산업별로 세분하여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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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림Ⅰ-1>

국민경제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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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통계로 국민소득통계
와 산업연관표가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
치를 화폐로 평가하여 집계, 분석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순환과정 중에서 소득순환을 중심
으로 국민경제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이다. 산업연관표도 기본적으로 국민소득통계
와 동일하게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산
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소득순환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 어떻게 발생되고
분배되며 소비재나 투자재의 구입을 통해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국민소득통계
라면 이러한 소득순환과 함께 산업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중간재 거래인 산업간 순환까지 포
함하는 것이 산업연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통해 경제순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림Ⅰ-2>는 2003
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2003년중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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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2>

2003년중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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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의 체제
여기서는 먼저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실제 작성되고 있
는 여러 가지 산업연관표의 형태, 즉 가격평가의 차이에 따른 구분인 구매자가격평가표
와 생산자가격평가표, 수입의 취급방법에 따른 구분인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
등에 대하여 그 특징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산업연관표와 여타 국민
계정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UN의 국민계
정체계내에서의 산업연관표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가.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국
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
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
로 판매하게 된다.
산업연관표에서는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
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 기록한다.

<그림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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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 Ⅱ-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세로방향(열)은 각 산업부
문의 비용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원재료 등의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이나 자본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
라 한다.
이 표의 가로방향(행)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판매,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간
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수요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액이라 하고 여기서 수입을
뺀 것을 총산출액이라 한다. 이때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이에 대응되는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한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내생부문이라 하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을 외생부문이라 한다. 따라서 산
업연관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생부문이란 외생부문의 수
치가 모형 밖에서 독립적으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산업연관표 작성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작성된 표의 분석이나 이
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외생부문이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이 모형 밖에서 값
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이 부문의 값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 작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최종수요의 구성항목
외생부문 중 최종수요부문은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
본형성, 재고증가 및 수출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공제항목으로 수입이 설정되어 있다. 이
들 각 항목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소비지출

민간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인 가계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액과 가계에 봉사
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생산하여 가계 또는 사회전체에 대해 무상이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비시장 산출물을 말한다. 여기서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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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사립교육기관, 민간비영리의료기관, 민간비영리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및 산업단체 등 비영리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정부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은 일반정부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경상지출을 말하는데 여기
서 일반정부활동이란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
스, 문화서비스 등 공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활동을 가리킨다.

(3) 민간고정자본형성 및 정부고정자본형성

기업과 민간비영리단체 그리고 일반정부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컴퓨터소
프트웨어와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국내총고정자본형성으로 보고 지출
의 주체에 따라 민간고정자본형성과 정부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한다.

(4) 재고증가

어느 특정시점에서 각 산업부문이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연료, 반
제품, 재공품 및 완제품을 재고라 하는데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재고량의 변동 즉 기말재고
와 기초재고의 차이를 재고증가라 한다.

(5) 수출입

외국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이 기록
의 대상이 되며 임금, 이자 등의 요소소득거래, 외국환 주식 등의 금융거래 그리고 해외교포
송금 등의 이전거래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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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의 구성항목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및 순생산세(생산세-보조금)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상용이나 임시고용,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관계없이 피용자가 국내의 생산활
동에 종사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현금급여 뿐 아니라 현물급여도 모
두 포함된다.

(2) 영업잉여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이윤,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으로 구성된다.

(3)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감소를 말한다.

(4) 순생산세

순생산세는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으로 생산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
산, 판매 또는 기타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생산물세와
생산자가 사용한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 소유 또는 임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기타생산세로 구
성되고 공제항목인 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진흥, 가격보조, 적자보전, 생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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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록의 대상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중의 각 산업부문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을 나타내는 것
으로 경상적인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가 그 기록의 대상이 된다. 산업연관표에는 시
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모든 매매거래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자가소비, 현물교
환, 현물급여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실물거래도 모두 기록의 대상이 된다.
자가소비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자동차업체에서 필요한 엔진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대신 직접 생산하여 중
간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생산된 완성자동차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고 그 업체의 고정자산으
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물교환이란 화폐를 매개로 한 매매거래를 통하지 않고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서
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급여란 기업이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과 관련되는 실물거래가 따르지 않는 소득의 이전지출이나 대
출금, 선수급금, 유가증권매매 등 금융거래는 산업연관표의 기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
문과의 거래를 기록하는 경우에도 외국과의 장단기 자본 및 금융 거래나 이전거래 등은 제외
된다.
산업연관표는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에서 발생
하는 해외요소소득의 지급이나 수취도 기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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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요와 최종수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 수요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분된다.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활동의 중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것을 중간수요라 하며 이와 달리 가계에서 소비재로, 기업에서 자본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최종수요라 한다. 예를 들면 밀가루가 가계에 판매되
었을 경우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최종수요가 되는 반면 제빵공장에 빵의 원료로 판매되었을 경
우에는 중간수요가 된다.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중간투입이라 하고 노동, 토지 등 본원적 생산요
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임금, 지대 등을 부가가치라 한다.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하
여 창출되는 가치로 이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생산요소 제공자가 받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각 생산물의 가치는 중간투입물에 대한 구입비용과 새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계가 된다.

마. 기본구조의 예시
이제 우리나라의 2003년 산업연관표의 실제수치를 이용하여 그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표 Ⅱ-1>은 2003년표의 404개 산업부문을 농림어업, 광공업 및 기타산업의 3개 부문으
로 통합한 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를 열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생산활동
을 위하여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중간재와 노동,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하
여 지급한 비용의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투입(input)이라고 부른다.
이 표에서 농림어업부문은 39조 2,280억원의 생산을 위하여 자체부문인 농림어업부문으
로부터 1조 7,220억원, 광공업부문으로부터 9조 720억원, 기타산업부문으로부터 5조 1,180
억원 등 총 15조 9,120억원을 중간재로 구입하였으며 본원적 생산요소의 사용대가로 23조
3,160억원(임금 2조 7,480억원, 기타 20조 5,680억원)을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광공업부
문은 778조 4,540억원의 생산을 위하여 중간재 구입비용으로 555조 80억원, 본원적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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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사용대가로 223조 4,460억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로는 총 1,740조
9,450억원의 생산을 위하여 973조 9,670억원을 중간재로 투입하였으며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하여는 766조 9,780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산업부문
의 중간재로 얼마만큼 판매되고 또한 최종재로는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를 생산물의 산출(output)이라고 한다.
이를 <표 Ⅱ-1>에서 보면 농림어업부문의 생산물은 자체부문인 농림어업부문에 1조
7,220억원, 광공업부문에 25조 3,320억원, 기타산업부문에 3조 9,880억원 등 총 31조 420
억원이 중간재로서 판매되었으며 소비재로 14조 1,220억원, 투자재로 4,410억원, 수출로
5,320억원 등 총 15조 960억원이 최종재로 판매되었다.

<표 Ⅱ-1>

2003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
(단위 : 10억원)

따라서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총수요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46조 1,380억원이 되
며 이는 국내산출액 39조 2,280억원과 수입 6조 9,100억원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와 마찬가
지로 광공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1,002조 8,270억원(중간수요 579조 1,450억원, 최종
수요 423조 6,820억원)은 국내산출액 778조 4,540억원과 수입 224조 3,730억원으로, 기타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960조 2,770억원(중간수요 363조 7,800억원, 최종수요 596
조 4,970억원)은 국내산출액 923조 2,630억원과 수입 37조 140억원으로 각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로는 총수요가 2,009조 2,420억원(중간수요 973조 9,670억원, 최종수
요 1,035조 2,7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740조 9,450억원은 국내산출액에 의하여, 268조
2,970억원은 수입에 의하여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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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가가치의 합계 766조 9,780억원은 최종수요 합계 1,035조 2,750억원에서 수입 합
계 268조 2,970억원을 차감한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생
산활동의 대가로 분배된 임금, 이윤, 지대, 이자 등의 국민소득이 소비재 및 투자재 구입 등의
처분과정을 통하여 다시 생산과정으로 환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산업연관표의 유형
산업연관표는 거래액의 평가방법이나 수입액의 취급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거래액을 중간유통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제외된 가격으로 평가
하느냐에 따라 구매자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 그리고 수입거래액을 어떻게 처리하
느냐에 따라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로 구분된다.

가. 구매자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산업부문간 거래를 물량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중에 쌀은 국내생산 505만톤에
수입 26만톤을 더한 531만톤이 공급되어 민간소비를 위하여 368만톤, 음식점의 음식재료비
로 131만톤 등이 판매된 것으로 기록한다든가, 또는 2003년중 의복생산에 투입된 주요 원료
및 연료의 내역을 폴리에스터직물 2억 4,000만㎡, 벙커C유 2만 2,550kl 등으로 표시하는 것
처럼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물량단위로 산업연관표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량단위의 산업연관표가 작성될 수 있다면 순수한 생산기술구조를 반영하는
물량적 산업연관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
스를 하나의 통일된 물량단위로 파악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의 산업
연관표는 금액단위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
금액단위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할 때 어느 거래단계의 가격을 기준으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 거래액의 평가문제가 제기된다. 재화
와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자(수요자)에게로 판매되려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수요자)에게
상품을 연결해주는 선의 역할을 하는 유통부문이 필요하다. 상품의 연결과정 곧 상품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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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등에서 발생하는게 유통마진이다. 이는 생산물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수요자)에게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화물운임이나 도소매마진 등의 유통마진이 발생하여 생산자의 출하가격
과 소비자의 구입가격간에는 유통마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산업연관표는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 즉 생산자의 출하가격으로 모든 거래를 평가하여 작성한 생
산자가격평가표와 유통마진을 포함한 가격 즉 구매자의 구입시점에서의 가격인 구매자가격
으로 평가하여 작성한 구매자가격평가표로 나누어진다.
구매자가격평가표의 형식은 <표 Ⅱ-2>와 같다. 이 표에 나타나는 각 거래액은 화물운임이
나 도소매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실제거래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중간수요액과 최종수요
액의 합계인 총수요계는 국내산출액과 수입액에 화물운임 및 도소매마진 그리고 잔폐물까지
합계한 총공급계와 일치하게 된다. 즉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산출액 + 잔폐물 + 수입 + 화물운임 + 도소매마진
총수요

총공급

<표 Ⅱ-2>에서 광공업부문을 예로 들어 보면 중간수요로 611조 4,170억원, 최종수요로
468조 3,410억원이 판매되어 수요부문의 실제구입가격으로 평가한 총수요액은 1,079조
7,580억원이 된다. 이러한 광공업제품에 대한 수요는 국내산출액 778조 4,540억원, 잔폐물
3조 5,470억원, 수입 224조 3,730억원, 화물운임 4조 1,770억원, 도소매마진 69조 2,070억
원 등 총 1,079조 7,580억원의 공급으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잔폐물이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모사, 폐플라스틱,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최종생산물의 사용과정(소비 등)에서 발생하는 파지, 헌 병 등의 폐품 및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활용품의 일부도 포함된다.
잔폐물은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상품의 생산이나 사용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잔폐물 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중간재나 본원적 생산요소가
소요되지 않으며 따라서 잔폐물의 총투입액은 영이 된다. 그러나 잔폐물은 각 부문에 중간수
요나 최종수요로 배분되기 때문에 총수요액과 총공급액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잔폐물을
총공급에서 수입을 차감한 총산출액에 계상하면 총산출액이 잔폐물 발생액만큼 총투입액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에서는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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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총수요액에는 나타나되 총산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산업연관표에서 잔폐물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구매자가격평가표를 행으로 보면 잔폐물이 구분되어 각 부문에 배분되어 있다. 따라
서 총수요액에 잔폐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잔폐물 배분총액이 총산출액과 더불어 독립적인
공급항목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총산출액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한편 잔폐물이 발생한 부문을 열로 보면 부가가치란 다음에 잔폐물이 공제항목으로 설정
되어 있는데 이는 잔폐물 발생액만큼의 비용이 중간투입 내지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동 금액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합계에서 공제하여 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총투입액
만이 계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는 별도의 잔폐물란을 설정하지 않고 각 부문에 배분되어 있는
잔폐물을 직접 공제처리 함으로써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을 일치시키고 있다. 구매자가격평가
표를 생산자가격평가표로 전환할 경우 잔폐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Ⅲ. 산업연
관표의 작성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표 Ⅱ-2>

2003년 산업연관표(구매자가격평가표)
(단위 : 10억원)

한편 구매자가격평가표에서는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액에 도소매마진 및 화물운임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소매 및 운수 부문의 행에 금액이 기록되지 않아야 하나 실제의 구매
자가격평가표에는 금액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운수부문의 행에 나타난 금액은 각 산업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
할 때 부담한 화물운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중간재의 구매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생산원
가적 성격을 띠는 운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생산공정중의 원재료와 반제품의 운반비,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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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반비 등과 직원교통비 등을 의미한다. 또한 도소매부문의 행에 나타난 금액은 각 산업부
문이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도소매마진이 아
니라 국내도소매업체간의 상품중개수수료(도소매부문 내부거래)와 수출입에 따른 상품중개
수수료의 수급(도소매부문과 해외부문과의 거래)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재화의 매매거래와
는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하는 도소매비용 및 화물운임은 관련산업의 생산원가를 형성하는 것
이기 때문에 생산된 재화가 공장에서 출하된 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부가되는 비용인 도소
매마진 및 화물운임과는 구별된다.
다음으로 생산자가격평가표의 형식을 보면 <표 Ⅱ-3>과 같다. 이 표에서는 각 부문간 거
래액을 생산자출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가격평가표상의 각 거래액에 포
함되어 있는 도소매마진과 화물운임을 떼어내어 각각 도소매부문 및 운수부문으로 이전 처
리한다. 이 경우 각 산업부문이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모든 도소매마진과 화물운임은 각각 도
소매부문 및 운수부문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생산자가격평가표를 행으로 볼 때 도소매부문 및 운수부문에 기록되는 금액은 구
매자가격평가표에 이미 나타나 있는 상품중개수수료 및 생산원가적 운임에 각 부문의 거래
액에서 이전되어 온 도소매마진 및 화물운임을 더한 것과 같게 된다.
예를 들어 <표 Ⅱ-3>에서 농림어업부문을 열로 볼 때 운수부문에 기록되어 있는 3,310억
원은 <표 Ⅱ-2>의 구매자가격평가표에 나타나 있는 생산원가적 운임 2,620억원에다 화물운
임 690억원을 더한 것이다.

<표 Ⅱ-3>

2003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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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소매 및 운수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에 기록되는 금액은 구매자가격평가표상의 거
래액에서 도소매마진과 화물운임을 차감하고 여기서 다시 잔폐물발생액을 공제한 것이 된
다. 예컨대 <표 Ⅱ-3>의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농림어업부문을 열로 보면 광공업부문의 생
산물 9조 720억원을 중간재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표 Ⅱ-2>의 구매자가격평가
표상의 9조 7,510억원에서 유통마진 6,720억원(도소매마진 6,170억원과 화물운임 550억원)
과 잔폐물 발생액 70억원을 차감한 것이다.
한편 구매자가격평가표의 각 거래액에 포함된 도소매마진, 화물운임 및 잔폐물 발생액을
분리하여 별도의 표로 작성한 것이 <표 Ⅱ-4>의 도소매마진표, <표 Ⅱ-5>의 화물운임표 및
<표 Ⅱ-6>의 잔폐물발생표이다.
도소매마진표는 각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도소매마진
내역을 나타낸 것인데 예를 들어 <표 Ⅱ-4>에서 광공업부문이 부담한 도소매마진 총액은 16
조 7,660억원으로서 도소매부문과의 교차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농
림어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6,900억원, 자체부문인 광공업부문으로부터 중간
재를 구입할 때 16조 440억원, 그리고 기타산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330억원의
도소매마진을 부담한 것이다.

<표 Ⅱ-4>

도소매마진표
(단위 : 10억원)

화물운임표는 각 산업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화물운임
내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표 Ⅱ-5>에서 광공업부문이 부담한 화물운임 총액은 2
조 5,420억원으로서 운수부문과의 교차란에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농림어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1,500억원, 자체부분인 광공업
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할 때 2조 3,920억원의 화물운임을 부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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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화물운임표
(단위 : 10억원)

잔폐물발생표는 각 부문에서의 잔폐물 발생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표 Ⅱ-6>
에서 광공업부문에서의 잔폐물발생액 1조 1,380억원은 광공업생산물 1조 1,300억원과 기타
산업생산물 8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지출항목에 나타난 잔폐물발생액 1조 2,770억
원은 광공업생산물 1조 570억원과 기타산업생산물 2,20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표 Ⅱ-6>

잔폐물발생표
(단위 : 10억원)

산업부문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위의 두가지 가격평가표가 지닌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먼저 구매자가격평가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부문간 거래액이 실제 거
래가격대로 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산업부문의 투입(구성)내역을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수요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유통마진률
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각종 산업연관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 산업부문의 기술구조의 안정성을 토대로 산업상호간의 물량적 의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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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격평가표보다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된 생산
자가격평가표가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입계수표나 생산유발계수
표 등 각종 분석계수표는 생산자가격평가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고 있다.
이 밖에 UN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액에 부과되는 간접세인 각종 상품세를 뺀 기초
가격으로 평가한 산업연관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각 부문의 세율의 차이 때문에
생산기술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
외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경우, 수입
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표의 형태도 달라지는데 크게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
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수입형표는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같으면 그것이 국내생산품인지 또는 수
입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 수요부문에 일괄 기록(배분)하여 작성하는 표를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타이어를 구입할 경우 국산타이어와 수입타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구입한 두
종류의 타이어 합계액을 자동차산업에 기록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경쟁수입형표는 동종의
재화일지라도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여 작성한 표를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타
이어를 구입한 경우, 국산타이어와 수입타이어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거래표에 기록한다. 따
라서 비경쟁수입형표에서는 국산품만의 거래를 기록한 국산거래표와 수입품만의 거래를 기
록한 수입거래표를 각각 작성하게 된다. <표 Ⅱ-7>과 표 <Ⅱ-8>은 각각 2003년의 국산 및
수입거래표로서 예컨대 광공업부문에서 중간재로 구입한 광공업생산물 420조 9,280억원
(<표 Ⅱ-3> 참조)은 273조 8,680억원의 국산품과 147조 600억원의 수입품으로 이루어져 있
음을 알 수 있다.

33

<표 Ⅱ-7>

국산거래표
(단위 : 10억원)

<표 Ⅱ-8>

수입거래표
(단위 : 10억원)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의 이용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경쟁수입형표에서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중 수입에 의해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수입유발효과)
을 가려내기 곤란한 반면, 비경쟁수입형표에서는 각 산업부문별 수입품 투입구조가 파악되
므로 수입유발효과의 계측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국내생산유발(파급)효과와 수입유발효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경쟁수입형표의 경우 하나의 산업부문 내에서도 경제여건에 따라 동종 품목의
국산품과 수입품의 투입구성이 가변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및 수입 투입계수가 안정적
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예측이나 경
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입구조를 반영하는 경쟁수입형표가 더 유
용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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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비경쟁 절충형표
수입의 취급방식에는 경쟁수입형표, 비경쟁수입형표 외에 국산품과 수입품의 경쟁 여부 곧
국내생산여부에 따라 수입품을 경쟁수입품과 비경쟁수입품으로 구분한 다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쟁수입품은 국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각 수요부문에 배
분하고 비경쟁수입품만을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하는 이른바 경쟁·비경쟁 절충형표가 있다. 여
기서 비경쟁수입품이란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생산량이 미미한 품목을 말하며 그
밖의 수입품은 모두 경쟁수입품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비경쟁수입품의 예로서는 국내
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원면, 원목, 천연고무, 원유, 원당 등의 천연자원을 들 수 있다.

3.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국민소득계정이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집계한 국민소득을 추계 분석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순환과정 중에서 소득순환을 대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의 세 가지 측
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느 측면에서 파악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국민소득
계정에서는 삼면등가의 원리라고 한다.
산업연관표도 동일한 국민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중간생산물의
산업간거래를 포함,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Ⅱ-9〉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

A

F-M

X

V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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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과의 관계를 <표 Ⅱ-9>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그림에서 행
으로 보면
중간수요(A) + 최종수요(F) - 수입(M) = 총산출(X)
의 관계식이 성립하고, 열로 보면
중간투입(A) + 부가가치(V) = 총투입(X)
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총산출과 총투입 그리고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은 각각 같
으므로
최종수요(F) - 수입(M) = 부가가치(V)
의 관계식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최종수요-수입 항목은 국민소득계정의 지출국민
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 항목을 산업별로 파악하면 생산국민소득, 생산요소 항목별로 소
득을 파악하면 분배국민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은 개념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분석목적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추계에 이용되
는 통계자료나 추계방법상의 차이 등으로 세부적인 개념이나 추계된 계수가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는다. 양 계정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연관표는 국내생산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는 국민소득계정
의 국내총생산(GDP)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수입품을 국내에서 수요하려면 수입가격에 운
임, 보험료 외에 관세 및 수입상품세가 더해진 가격으로 수요해야하므로 산업연관표에서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일한 가격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입을 CIF가격 + 관세 + 수입상
품세로 평가하는 반면,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수입을 CIF가격으로 평가하고 관세와 수입상품
세를 별도의 부가가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총액은 관세와
수입상품세 만큼 국민소득계정의 국내총생산(GDP)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에 관세와 수입상품세를 더하고 해외순수취요소소득(우리
나라의 생산요소가 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 들인 소득에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
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불한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더하면 국민총소득(GNI)의 개념
과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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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A와 산업연관표
국민계정이란 국민경제활동의 결과를 일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서 여기에는 국민소득계정,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다섯
가지 계정이 포함된다. 이들 각각의 국민계정은 상이한 이용 목적에 따라 각기 독자적으로 발
전되어 왔기 때문에 작성방법이나 이용자료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민경제 상호간의 비교
나 국제적인 비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UN 통계위원회에서 1964년부터 국민계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1968년에 기존의 5대 국민계정을 연결 통합하는 종합적인 국민계정체
계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968 SNA이다. 그러나 1968년에 SNA가 발표된
이후 사회주의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통신·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증
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복잡화, 금융수단의 다양화, 환경과 경제와의 상호관계의 중요성
증대, 경제정책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처리 등의 경제환경 변화로 SNA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
졌다. 이에 1982년‘SNA의 검토와 개발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EGRD : Expert Group
Meeting on the Review and Development of the SNA)에서 UN, Eurostat, OECD,
World Bank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국민계정에 관한 사무국간 작업그룹’
(ISWGNA :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이 주축이 되어 SNA개정작업
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UN에서는 1993년 7월에 개정된 SNA(1993 SNA)를 국민계정 편제의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1993 SNA는 UN을 비롯한 4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모든
통계의 중심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된 통계의 기준을 수립하는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3 SNA의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불명확하게 운영되어온 회계처리기준을 명
확히 하고 경제주체별 계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1993
SNA에서는 생산계정을 비롯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제도부문별로 편제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즉 종래의 1968 SNA에서는 소득계정과 자본 및 금융계정에서만 제도부문별로 편제토록
하였으나 1993 SNA에서는 생산계정과 소득발생계정에 대해서도 제도부문별로 편제토록 권
고하고 있는 것이다.
1993 SNA에서의 산업연관표는 사용표(U표 : Use Table)와 공급표(S표 : Supply Table)
및 대칭적 투입산출표(Symmetric Input-Output Table)를 말하며 1968 SNA보다 더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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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968 SNA에서의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상품투입표(U
표), 산업별 상품산출표(V표), 투입산출표로 구성). 즉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의 편제를 위하여
부가가치를 제도부문별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부가가치가 도
출되는 사용표(U표)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 :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로 세분해야 한다.
또한 1993 SNA에서의 사용표(U표)와 공급표(S표)는 1968 SNA에서의 U표, V표와 마찬
가지로 상품계정과 산업계정으로 구별하여 상품과 산업의 이중분류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종래의 산업연관표가 하나의 산업이 한 종류의 상품만 생산한다는 비현실적인 가
정을 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에 있어서 부차적 생
산물이나 부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표의 형식에 대한 구상은 산
업간 거래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3 SNA 이래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후 발생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UN 통계위원회는 2003년 1993 SNA의 개정을‘국민계정에 관한 사무국간 작업그룹’
(ISWGNA)에 의뢰하여, 현재 2008 SNA 관련 실무작업이 진행중이다. 본체계는 고정자본과
보험 및 연기금 등에 대한 계상방식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①종전까지 중간소비로 처리된 R&D 지출과 미사일 및 탱크 등 군사용 무기에 대한 지출을
고정자본으로 처리하고, ②정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자본재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자본재
가 생산활동에 이용됨으로써 영업잉여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자본재에
대해 시장가치에 의해 순수익(net return)을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③연금부문의
부채계상방식의 경우,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funded plans)의 부채만 국민계정
에 계상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unfunded plans)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④보험부문에서는 9·11 테러
나 대형 자연재해에 의해 기간별 실제보험금(actual claims) 지급액의 급격한 변동양상이 두
드러짐에 따라, 실제보험금 지급액을 국민계정상 보험금으로 인식하던 종전의 방법 대신, 과
거지급액을 감안한 기대보험금(expected claims)을 보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시계열을 평
활화(smoothing)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⑤근로자에게 지급된 주식옵션을 피
용자보수로 계상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될 전망이다.1)
1) François Lequiller and Derek Blades (2006),‘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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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93 SNA의 권고기준에 의거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공급표(S표)와 사용표(U표)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Ⅱ-10>

공급표(S표) 예시(2000년 기준)
(단위 : 10억원)

주 : 1) 기초가격 = 생산자가격 - 생산물세 + 생산물 보조금
2) 순생산물세 = 생산물세 - 생산물 보조금

<표 Ⅱ-10>은 공급표(S표)를 나타내는데 표에서 행은 상품, 열은 산업으로 되어 있다. 표
를 행으로 보면 상품의 공급원천, 즉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
를 나타내어 각 상품의 산업별 생산구조를 의미하며, 열로 보면 각 산업이 어떤 상품을 얼마
만큼 생산하여 공급하는가를 나타내어 각 산업의 상품생산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으로 보면 광공산품의 경우 농림어업에서 50억원, 광공업에서 625조 1,540억
원, 기타산업에서 590억원만큼 생산되고, 열로 보면 광공업에서 광공산품이 625조 1,540억
원, 기타상품이 1,420억원만큼 생산됨을 알 수 있다. 내생부문은 모두 기초가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순상품세를 더하면 생산자가격 총공급액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표 Ⅱ-11>

사용표(U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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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은 사용표(U표)를 나타내는데 U표의 행은 상품, 열은 산업으로 되어 있다. U표
를 행으로 보면 각 상품이 어느 산업의 중간재로 얼마만큼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각 상품의
배분구조를 의미하고, 열로 보면 각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중간재로 투
입하는가를 나타내는 산업별 상품투입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U표, S표가 작성되면 생산활동의 기술구조에 관한 몇 가지 가정을 세워 수학적
인 방법으로 대칭적 투입산출표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대칭적 투입산출표란 행과 열에 사용
되는 분류 또는 단위가 모두 동일한 상품×상품 또는 산업×산업의 투입산출표로 정방형 투
입산출표 또는 레온티에프형 투입산출표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표 Ⅱ-12>

공급표(S표), 사용표(U표)와 대칭적 투입산출표(A)의 관계

A

U

f

S'
y'
주 : 1) S´는 공급표(S표)를 전치한 것
2) y´는 각 산업부문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행벡터
3) f는 최종수요로 처분된 상품의 구성내역을 나타내는 열벡터

<표 Ⅱ-12>는 공급표, 사용표와 대칭적 투입산출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품기술
가정을 이용하여 공급표, 사용표로부터 대칭적 투입산출표를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 즉,
공급표(S표)로부터 각 산업의 상품산출구성비행렬을, 사용표(U표)로부터 산업별 투입계수행
렬을 각각 구하여 이를 통해 대칭적 투입산출표의 투입계수행렬을 도출하며, 이 도출된 투입
계수행렬을 이용하여 대칭적 투입산출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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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술가정과 산업기술가정
가. 상품기술가정
동일한 상품은 그것이 어느 산업에서 생산되든 동일한 투입구조를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상품의 투입구조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으
로서 예를 들면, 라디오는 가전제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되든 통신기기업체에서 생산되든 동일한
투입구조를 갖는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을 도입할 경우에는 어떤 한 산업의 투입구조는 그 산업
에서 생산되는 각 상품의 투입구조를 상품별 생산액구성비로 가중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나. 산업기술가정
동일한 산업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은 동일한 투입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산업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생산될 경우 그 상품들의 투입구조가 같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
면, 통신기기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전화기, 무전기, 라디오 등의 투입구조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을 도입할 경우에는 어떤 한 상품의 투입구조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각 산업
의 투입구조를 그 상품의 각 산업별 생산액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체계
1993 SNA에서 제시하는 산업연관표의 작성과정을 보면 먼저 사용표(U표)와 공급표(S표)
를 실제 조사하여 작성한 다음 생산활동의 기술구조에 관한 몇 가지 가정을 세워 수학적인 방
법으로 대칭적 투입산출표(A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U표와 S표를 먼저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실제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입구
조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초자료 수집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즉 손
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기초자료는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U표
의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대상 업체 전체의 원재료나 노동투입량은 조사하기가 용이한 편이
지만, A표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각의 상품별 투입구조(원재료, 노동투입 등)를 파악하기는
훨씬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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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A표를 먼저 작성하여 이를 공식적인 산업연관표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참고
자료로서 S표와 U표도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작성순서는 S표를 작성한 다
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하여 U표를 산출한다.
1993 SNA의 권고와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A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이유는 산업연관표 작성 초기부터 축척된 상품별 투입구조 조사 및 작성 관련 정보를 지속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 조사를 통해 직접 작성된 A표가 S표
와 U표의 수학적 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된 A표보다 현실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동 A표를 이용하면 각종 경제분석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최근 상품별 투입구조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여
건을 고려할 때 1993 SNA에서 권고하는 U표 및 S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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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의 작성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중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간 거래내역을 밝힌다는 면과 이를
여러 가지 경제분석에 이용한다는 면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산업연관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작성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정체계나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저 산업연관표를 실제로 작성할 때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어떠한 원칙
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산업연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하여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표가 작성되는가도 알아보기로 한다.

1. 작성원칙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중에 이루어진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산업부문상호간의 의존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실제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계정처리방법이나 관련개념 규정 등에 있어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부문 및 품목분류, 가격의 평가, 부
산물 및 잔폐물의 처리, 수입의 취급 그리고 자가소비의 처리 및 가설부문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에 관하여 그 성격이 무엇이며 어떠한 원
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문 및 품목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부문간 중간재 거래를 기록하는 내생부문이 중심
적 역할을 하므로 산업부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산업연관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산업부문의 투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므
로 이러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부문을 분류하여야 한다. 동일부문에 포괄되는 품목
들은 동질성이 있어야 하며 그 투입구조나 배분구조에 있어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부문분류는 하나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산업부문을 지나치게 세분할 경우 표의 작성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원재료간의 대체 가능성이 증대되어 오히려 투입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실제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적절
한 수의 기본부문으로 통합하여 부문분류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첫째, 투입구조 및 배분구조가 유사한 품목들은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한다.
둘째, 각 품목별 총산출액, 투입구조, 배분구조 등을 조사할 때 기초통계자료의 이용이 용
이한가의 여부 및 각종 여타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셋째, 과거에 작성된 산업연관표와의 비교 및 국제비교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2003년 산업연관표에서는 상품기준에 의한 분류원칙에 따라 전 산업을 404
개 기본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소분류(168부문), 통합중분류(77부문) 및 통합대분류(28부문)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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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의 평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는 물량단위가 아닌 금액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느 거
래단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거래액의 평가기
준을 달리함에 따라 표를 이용한 분석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 거
래액의 가격평가 방법은 구매자의 구입가격이나 생산자의 출하가격과 같이 실제 거래된 가
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품목마다 하나의 통일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실제가격으로 평가한 산업연관표를 작
성하고 있으나 통일가격에 의한 표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구매자가격평가와 생산자가격평
가의 차이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여기서는 통일가격과 실제가격에 의한 평가방법
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격보다는 유통마진을 제외한 생산자가격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생산자가격도 거래처나 거래시점에 따라 변동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거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관행에 따라 생산자의 출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생산자가격은 변동하기 쉽다. 산업연관표에 기록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
래를 실제가격으로 평가할 것인가 또는 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평균가격을 산
출하여 하나의 통일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전자를 실제가격
평가, 후자를 통일가격평가라 한다.
실제가격평가표는 기존 통계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그 작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거래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투입원가구성분석에 유용한 반면 수요부문이나 거래
시점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므로 각종 산업연관파급효과 측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가격평가표는 물량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파급효과분석에는 유용하나 실제 투입비용과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밖에 UN에서는 기초가격에 의한 평가방식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가격에서 각
종 생산물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가격평가표가 구매자가격평가
표보다 파급효과분석에 유리하기는 하나 수요부문마다 세율이 다른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
세 등 생산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파급효과 측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동
일상품이라 하더라도 수요처가 기업, 가계 또는 정부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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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부문에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각 품목에 대한 세율이 다를 경우 수요자의 상
품매입 구성비가 변동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통마진뿐만 아니라 상품거래에 부과되는
생산물세까지 차감한 기초가격으로 거래액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기초가격(true basic price)과
개산기초가격(approximate basic price)
실제기초가격이란 생산물의 생산자가격평가액에서 그 생산물에 부과된 각종 생산물세는 물
론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에 직·간접으로 부과된 생산물세까지 모두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그
러나 개개의 중간투입물에 부과되어 있는 생산물세를 분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
에 개산기초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물의 생산자가격평가액에서 그
생산물에 부과된 생산물세만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다. 부산물·잔폐물의 처리
산업연관분석은 하나의 산업에서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한다는 것, 즉 산업과 상품은 1 대 1
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결합생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생산활동을 보면 하나의 산업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나프타나 휘발유, 경유, 벙커C유 등 각종 연료유가 한 산업에서 동시에 생산
되기도 하고 벼의 도정과정에서 쌀겨가 부수적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체 안
에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공정이나 수요처가 전혀 다른 제품
들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여러 생산물의 투입구조나 배분구조가 같다면 별 문제가 없
겠으나 다르다면 한 부문으로 통합하기 곤란하다. 이는 이질적인 생산물이 한 부문 내에 혼재
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투입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서는 각 산업의 생산물에서 부차적 생산물이나 부산물을 분리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46

부차적 생산물이란 각 산업에서 생산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 가장 큰 생산물인 주생산물과
는 별개로 독자적인 생산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차적 생산물
은 그 생산물을 주생산물로 생산하는 산업부문으로 이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TV산업에서 TV 이외에 캠코더를 생산하는 경우 이 캠코더는 부차적 생산물이
되며 이 부차적 생산물의 생산활동을 주생산물인 TV산업 생산활동에서 떼어내어 별도의 캠
코더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전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주생산물의 생산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생산되는 상품, 즉 주생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부산물이라 하는데 벼를 도정할 때 주생산물인 쌀과
더불어 생산되는 쌀겨가 그 예이다. 부산물은 부차적 생산물과 달리 주생산물과의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차적 생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며 생산물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게 된다.
첫째, 부산물을 주생산물로 하는 산업부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생산에 관련
된 투입·산출구조를 분할하여 이를 주생산물로 하는 산업의 투입·산출구조에 합산한다.
이는 부산물을 부차적 생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separation method : 분
리방식).
둘째, 부산물을 주생산물로 하는 산업부문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과 주생산물을 구분하
지 않고 동일한 품목으로 처리한다. 쌀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
는데 이 두 생산물을 동일 산업부문에 포함시켜 쌀겨의 투입·산출구조를 쌀의 투입·산출
구조에 합산 기록하는 것이다(lump-sum method : 일괄방식).
셋째,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광고의 경우에는 일단 광고의 투입내역을
신문, 잡지, 방송 등의 투입내역에 합산하여 기록한 후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총산출액중 광
고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시 광고부문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광고부
문의 투입구조를 보면 신문, 방송 등이 주된 중간투입물로 나타나게 된다(transfer method :
이전방식).
한편, 잔폐물은 구매자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다. 구
매자가격평가표를 생산자가격평가표로 전환할 때, 잔폐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負)의 투입방식(R.Stone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
은 구매자가격평가표상의 각 거래액에서 잔폐물 발생액을 공제 처리하여 생산자가격평가표
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건설부문에서 잔폐물로서 고철이 발생하여 조강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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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명의 편의상 고철이 발생된 건설부문을 발생부문
(열), 고철이 해당되는 산업부문인 선철부문을 취급부문(행)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때 부의 투
입방식이란 고철발생금액을 발생부문인 건설부문과 취급부문인 선철부문의 교차란에 마이
너스로 투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잔폐물을 처리하는 경우 취급부문인
선철부문을 행으로 보면 조강부문에의 플러스 투입액과 건설부문에의 마이너스투입액이 상
쇄됨으로써 총산출액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표 Ⅲ-1>

구매자가격표에 있어서의 잔폐물의 처리
(단위 : 10억원)

<표 Ⅲ-2>

생산자가격표에 있어서의 잔폐물의 처리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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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의 투입방식에 의한 잔폐물 처리방법을 <표 Ⅲ-1>, <표 Ⅲ-2>의 가설 예를 통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1>, <표 Ⅲ-2>는 건설부문에서 고철(취급부문 : 선철) 300억
원이 발생하여 조강부문의 원료로 판매되고 가계부문에서 파지(취급부문 : 펄프) 100억원이
발생하여 가공지부문의 원료로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잔폐물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먼저 <표 Ⅲ-1>의 구매자가격평가표에서 건설부문을 열로 보면 고철 발생액 300억원만큼
의 비용이 중간투입계 1,300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잔폐물란에 동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
록하여 건설부문의 총투입액이 1,400억원만 기록되도록 한다. 또한 선철부문을 행으로 보면
고철 300억원이 조강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됨으로써 총수요는 1,600억원이 되고 이는 총산
출액 1,300억원과 잔폐물 300억원으로 충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Ⅲ-2>의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건설부문을 열로 보면 고철 발생액 300억원을
마이너스로 투입함으로써 건설부문과 선철부문의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은 각각 1,400억원 및
1,300억원으로 잔폐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즉 건설부문은 중간투입계가 1,3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어듦으로써 별도의 잔폐물란이 없더라도 총투입액은 1,400억원이
되며, 선철부문은 조강부문에의 플러스 투입액과 건설부문에의 마이너스 투입액이 상쇄함으
로써 중간수요계가 1,6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줄어들어 결국 총산출액은 1,300억원이
되며 이 경우 공급항목으로서 별도의 잔폐물란이 필요없게 된다. 파지도 고철과 동일한 방식
으로 처리된다.

라. 자가소비의 처리
자가소비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사
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연관표에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에 관한 모든 거래가 기록
되므로 자가소비액도 시장판매액과 마찬가지로 거래액으로 평가 계상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생산물을 자가소비하는 것은 소비재나 자본재와 같이 최종수요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것과
다른 생산물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로 쓰기 위한 것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최종수요 목적을 위한 자가소비는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일관공정에 의한 생산방식의 확대와 더불어 한 생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생산
물의 원재료로 투입하기 위한 자가소비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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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면직물 생산업체가 일관생산공정을 갖추고 원면을 투입하여 먼저 면사를 생산하
고 다시 그것을 중간재로 투입하여 면직물을 생산하는 경우 자가소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원
면 → 면직물의 생산구조가 되어 면사의 생산활동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가소비를
고려하게 되면 원면 → 면사 → 면직물의 생산구조가 나타나 원면은 전량 면사 생산에 투입되
고 면직물은 다시 이 면사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처리되는데 이때 면사가 자가소
비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관생산공정에서 나타나는 자가소비를 파악하여 거래액
으로 평가 기록하게 되면 각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산업연관파
급효과 측정의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제규모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피하고 총산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가소비된 상품의 금액은 원천적으로 동일 상품의 실제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성격상 시장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마. 가설부문의 설정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 각 산업부문에 중간투입은 되고 있으나 그 내역이 잡다하고 주
원재료나 부원재료와는 달리 일반경비로 구입하는 펜, 사무용지등의 사무용품이나 오락용
품, 기념용품 등의 품목들이 있다. 또한 중간재로 투입되거나 배분되고 있으나 어느 산업부문
의 생산물인지 분명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을 일일이 세분하여 투입내역이
나 배분내역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하고 각 산업부문에서 이
부문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표 작성상 편리하다. 이와 같이 실
제로는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부문이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여 의
제적으로 설정한 부문을 가설부문(dummy sector)이라고 한다.
2003년 산업연관표에서는 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 및 분류불명의 3개 부문을 가설부문
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용품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펜, 연필 등 문방구류와 노트, 사무용지 등은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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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잡다하여 이를 일일이 세분하기가 매우 번잡하므로 사무용품이라는 가설부문을 설정하
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문은 펜, 연필, 노트 등 구체적인 품목을 구입하는 대신 사무
용품이라는 합성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2) 가계외소비지출

가계외소비지출은 기업의 소비적 지출을 말하며 민간소비지출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회의
비, 다과비, 교제접대비 등의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

(3) 분류불명

분류불명은 각 산업에 중간재로 투입은 되었으나 그 품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간재로
배분되고 있으나 그 수요부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혹은 품목의 성질상 어떤 산업부문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품목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기술상 설정하는 부문이다.

산업연관표에서의 정부부문 처리
1980년부터 일반정부의 경상적 소비지출을 내생부문의 공공행정 및 국방 등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으로 기록함으로써 종전까지 소비주체로서만 파악하던 정부를 공공서비스
의 생산자라고 하는 독립된 생산주체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최종수요항목의 하나인 정부소비지출은 일반정부의 활동 중 정부서비스 부문에 포함되
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산출액과 여타 관련산업에 포함되는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사
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일반정부의 부대서비스 산출액의 합계에서 타 부문에
대한 동 서비스 판매액을 공제한 일반정부의 자가소비액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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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과정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인력과 각종 기초통계자료 등 방대한 자원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장기의 작업기간이 소요된다. 실제의 작업과정은 ① 준비작업 ② 투입구조 조
사 ③ 부문별 총산출액 추계 ④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 추계 ⑤ 수출입 추계 ⑥ 도소매마진, 화
물운임 및 잔폐물 추계 ⑦ 투입과 산출의 일치 ⑧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
의 도출 등 몇 개의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준비작업
준비작업은 산업연관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표의 체제나 작성원칙 등을 결정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부문 및 품목분류, 가격의 평가, 부산물 및 잔폐물의 취
급, 수입의 취급, 자가소비의 처리, 가설부문의 설정 등 표 작성과 관련되는 기본원칙을 결정
할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정의나 포괄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각종 추계방법이나 기초 통계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나. 투입구조조사
각 산업부문별 투입내역의 파악은 산업연관표 작성과정중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그 정확성
여부가 산업연관표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투입내역에 관한 기존의
통계자료가 있는 부문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재분류 집계함으로써 투입구조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으나 투입내역에 관한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에 의해서 투
입구조를 파악한다. 즉 품목별로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주·부원재료, 연료비, 간접비 등 투입
내역에 관한 실지조사(surve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분류 집계하여 투입구조를 추계한다.
실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표본업체는 투입구조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품목별
생산기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 업체 가운데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2003년 산업연관표의 경우 투입구조조사 대상 표본업체수는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여 약 5,000개였으며 표본설계시 표본의 대표변량(출하액, 매출액 등)이 실증적으로
좌편향인 Gamma 분포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균등확률추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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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비례추출법(PPS : Probability Proportion to Size)을 적용함으로써 각 업종별 층별로 출
하액(매출액)이 큰 업체 또는 기관일수록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높도록 함으로써 투입구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조사대상업체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에서 얻게 되는 품목별 총
산출액과 이의 생산을 위하여 1년 동안 지출한 모든 경상적 비용 즉 품목별 원재료비 및 부재
료비, 연료비, 인건비 및 기타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에 따라 재분류 집계하여 각 품목 및 부문별 투입구조를 추계한다.

확률비례추출법
각 표본단위를 그 크기(출하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인데, 조사항목에
대하여 큰 값을 갖는 단위가 작은 값을 갖는 단위보다 표본에 포함되는 확률을 더 크게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의 Mahalanobis가 제시하였다.
산업연관표 편제시 모집단의 특성이 되는 각 산업부문별 투입계수는 그 합계가 1로써 각 투
입물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이기 때문에 대표모수 선정과 그 오차수준에 따른 표본설계가 용이
하지 않으므로 투입구조조사시 표본추출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2003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조사 표본업체 선정시에는 각 층별 출하액(매출액) 크기를 추정모수로 놓고, 각 층
에 있어서 출하액(매출액)이 큰 업체 또는 기관일수록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높도록 하는 방
법을 선택하였다.

2003년 산업연관표의 경우 투입구조 조사시 인터넷의 보급 등에 따라 이전의 우편 및 팩스
등에 의한 방법과 더불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조사표 양식을 게시하고 작성자가 이를 이용하
여 작성한 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도록 하거나 직원 출장조사시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조사자료 또는 조사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등을 병행함으로
써 조사표 회수율을 제고하고 조사대상업체 및 기관의 작성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대상기관별 투입구조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동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부문별 투입구조 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생성, 보관 및 검색
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연관표 작성의 핵심부문인 투입내역 작성의 효율
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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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문별 총산출액 추계
부문별 총산출액은 일정기간중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각 부문별로 집계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산업연관표의 행과 열의 조정작업에 있어 제어수치
(CT : control totals)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재화의 총산출액은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었는가
또는 재고상태로 남아 있는가에 관계없이 생산량에 시장판매가격을 곱한 가액으로 평가한
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물량단위의 생산량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판매수입을 총산출
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서비스부문 총산출액은 그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부문의 경우에는 거래된 모든 재화의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인 도소매마진을 추계하여 총산출액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
는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가 생산하는 서비스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판매가 이
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자가소비되는 한편, 비용구조상 서비스 판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판매가격에 의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총투입비용을 총
산출액으로 평가한다.
부문별 총산출액의 실제 추계작업은 각 품목별 생산량과 출하단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그 기초자료로 각종 생산통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자료, 관련협회 및 업체자료 등이 이용된다.
그리고 서비스부문 등과 같이 생산량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판매수입이나 경비자료, 세무통계 및 기타의 간접자료 등을 이용하여 총산출액을 추계한다.

라. 최종수요의 추계
수출을 제외한 최종수요 항목은 품목별 구성내역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각
종 간접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게 되는데 수요처가 명백한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수요 지출
액은 재화흐름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계한다.
민간소비지출은 농가경제조사자료 및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정부소비지
출은 정부예결산자료를 재분류하여 추계되는 정부서비스 총산출액중 민간에의 판매분을 제
외한 부분으로 본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자본재 형태별 공급액자료를 기초로 추계하며 여기에서 정부예결산자료
를 이용하여 별도로 추계되는 정부고정자본형성을 차감하여 민간고정자본형성을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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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의 총고정자본형성 추계 방법 변경내용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고정자본형성 처리
1993 SNA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를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기존에는 이를 중간투입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0
년 산업연관표 작성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① 주문 소프트웨어, ② 패키지 소프트웨어, ③
자가개발 소프트웨어(own-account software)로 구분하여 각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① 주문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 및 정비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정자본형성
으로 처리하였으며, ②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민간소비지출로 사용된 것과 제품 내장용으로
투입된 것, 그리고 자산 처리기준 미달분(5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
하였다. 다음으로 ③ 자가개발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에서 자체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자가개발 소프트웨어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에서 개발한 원본 소프트웨어를 모
두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였다.
나. 국방비지출중 비파괴목적 고정자산의 총고정자본형성 처리
1993 SNA에서 국방비 지출중에서 비행장, 항만, 도로 및 병원 등과 같은 비파괴목적용 군사
시설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미사일, 로켓 등과 같은 파괴용 무기와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위
한 군함, 잠수함, 전투기 등과 같은 장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간투입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함
에 따라 2000년 산업연관표부터 이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다. 광물탐사의 고정자본형성 처리
1993 SNA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 및 예술품 원본, 광물탐사 등의 무형고정자산을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광물탐사의 경우 광물탐사에서 얻은 정보가 장기
간동안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계기간중 탐사에 지출된 금액을 자가계정 여
부에 관계없이 무형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광물탐사 산출액은 전문 탐사기업의 매출액과 광물채취업체가 자체적으로 탐사하는데 지불
한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전문 탐사기업의 매출액은 과거의 산업연관표에서도 사업서
비스 부문의 산출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산업연관표부터 전문 탐사기업의 매출액
은 물론 광물채취업체가 자체적으로 탐사에 지불한 비용도 광업진흥공사와 석유공사의 시추탐
사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뒤 이를 광물탐사 산출액에 포함시켜 추계한 뒤 고정자본형성으
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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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증가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자료, 투입구조 조사자료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한다.

생산기간이 장기인 건축물 및 육성자산의 재공품 재고 처리
1993 SNA에서는 생산기간이 장기일 경우 기간중 생산액을 재공품으로 기록할 것을 권고(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가계정 생산이나 미리 약정된 판매계약하에 생산되는 구축물
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2000년 산업연관표부터 건물과 육림에 대
해 이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첫째, 생산기간이 장기인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는 선분양, 즉
판매계약이 된 후에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약정된 판매계약하에 생산되는 구축물로
인식하고 완성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기간동안 공사된 전체를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였다. 그
리고 연립주택은 후분양, 즉 완성된 후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공사중인 분을 별도로
계산하여 재공품 재고로 처리하였다.
둘째, 산림청에서 2003년 기준으로 순임목생장분을 발표하였는데, 동 통계의 순임목생장량
중에서 제도단위의 직접적인 통제, 책임 및 관리하에 육성된다고 판단되는 인공조림 부분만을
육성자산의 재공품 재고로 처리하였다.

재화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
생산물의 배분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method)과 재화흐름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비용접근법은 각 산업부문별로 조사된 투입측 자료를 토대로 생산물의 배
분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며 재화흐름법은 각 생산물의 유통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배분구조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재화흐름법은 비용접근에 의한 추계가 곤란한 일부 최종수요 항
목의 추계나 수입거래표 작성을 위한 수입품의 수요처 조사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생부문
의 중간재 배분구조 추계에서도 비용접근법과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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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가가치 추계
부가가치 항목중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및 고정자본소모는 각 부문별 투입구조조사자료,
기업경영분석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순생산세(생산세-보조
금)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정연감과 기타 정부예결산자료에 의하여 추계한다.
한편 1993 SNA에서는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된 관개시설, 둑, 방파제 등과 도
로, 철도,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을 고정자본소모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0년에 이어 2003년 산업연관표에서도 기준년접속법을 이용하여 SOC에 대한 고정
자본소모를 추계하였다.

바. 수출입 추계
부문별 재화수출입은 무역통계자료를 산업연관표의 부문 및 품목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여
추계하며 서비스수출입은 외환수급통계 및 국제수지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품은 CIF가격에 관세 및 수입상품세를 더한 가격으로, 수출품은 FOB가격으
로 평가한다. 수입거래표는 개별 수입품의 수요처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
한다.
상품수출입에 대해서는 일평균 환율을, 서비스수출입에 대해서는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한편, 기술서비스 및 특허권사용료는 이전에는 요소소득거래로 분류하여 추계대상에서 제
외하였으나 UN의 1993 SNA 및 IMF의 국제수지매뉴얼(제5판)에서 서비스거래로 분류함에
따라 2000년 산업연관표부터 동 부문을 대외거래 부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1년 미만의 단기 국제공사를 자본거래가 아닌 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하여 수출입 추
계시 포함하였다.

사. 도소매마진, 화물운임 및 잔폐물 추계
부문별 도소매마진과 도소매마진표는 품목별 상품화율과 도소매마진율에 관한 특별조사
를 실시하여 추계하며 부문별 화물운임과 화물운임표는 품목별, 운송수단별 수송량과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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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계한다.
잔폐물 발생·수요내역은 투입구조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업체별 잔폐물 발생· 수요 자
료를 종합하여 추계한다.

아. 투입과 산출의 일치
산업연관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배분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행방향의 수치
를 추계하는 방법과 생산물의 투입내역을 조사하여 열방향의 수치를 추계하는 방법의 두 가
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산업연관표상의 모든 수치를 투입측과 배분측
의 양면에서 각각 추계할 경우 동일 요소에 대한 두 개의 추계치는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작성 과정에서 보면 이용자료의 제약 등으로 통계적 오차가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들 두 개의 추계치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는 부
문별 총산출액(=부문별 총투입액)을 제어수치(CT)로 하여 다음의 항등식에 따라 부문별 총수
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게 된다.

중간수요계 + 최종수요계 = 총산출액(CT) + 잔폐물발생액 + 수입액 + 도소매마진 + 화물운임
총수요

총공급

투입·산출 일치작업에 의하여 구매자가격평가표가 작성되면 여기에서 별도로 구한 도소
매마진, 화물운임과 잔폐물을 차감하여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를 구하게 된다. 동 생
산자가격평가표에서 별도로 작성한 수입거래표를 차감하여 국산거래표를 작성한다.

자.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의 도출
위와 같은 여러 단계의 작업과정을 거쳐 구매자가격평가표,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
표,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 등의 거래표가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투
입계수를 산출하고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도출한다. 투입계수표의 작성이나 생
산유발계수의 도출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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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표의 작성
가. 고용표
(1) 고용표의 의의

산업사회가 발달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 등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전체인구중
피용자 비중이 크게 낮았으나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전체 인구중 피용자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비를 임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문제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특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복지
증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적
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실업을 방지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노동수요 측
면에서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직업훈
련, 교육정책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합리적인 인력수급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용표는 각 부문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나타낸 표로써 이를 산업연관표와 연결
하여 사용하면 특정 부문의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노동수요를 계측할 수 있으
므로 한 나라의 노동수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표는 각 부문의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1년 동안 실제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
에 따라 작성한 표이다. 고용표에서는 노동량을 취업자와 피용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노동
량의 측정단위는 연인원(man-year)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연인원이란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행하는 작업량을 뜻한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노동유발효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부
문분류는 산업연관표와 동일한 분류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기초로 산업부문간 노동의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최
종수요의 발생에 따른 노동유발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노동유발효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Ⅴ장 3절 노동유발효과 분석 참조).
우리나라는 1975년 고용표를 작성한 이래 매 5년마다 실측표 작성시 부속표로 작성하였고
1983년, 1986년, 1998년 연장표 작성시, 그리고 2000년에 이어 2003년 실측표 작성시에도
부속표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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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상의 제원칙

(가) 취업자 및 피용자의 구분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피
용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로서 다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상용직은 근로방식에 관계없이 연간 계속 고용상태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취업계약에 의거 1년 미만 기간단위 계약에 의해 고용된 피용자를 말한
다. 한편,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
와 그 가족이면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자를 말한다.

(나) 포괄범위
산업연관표의 생산활동이 국내생산에 국한되므로 고용표 작성시에도 각 부문의 국내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재화 또는 서비스 생
산활동에 종사한 사람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일시적 해외거주자, 원양어업종사자,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를 모두 포함하며 해외건설 근로자 등 재외국 취업자 및 장기해외체류자
는 제외한다.

(다) 노동량 계측 단위
노동량을 계측하는 단위에는 연인원(年人員, man-year), 월평균인원(average monthly
man), 전업환산(full-time equivalent) 등이 있다. 연인원(man-year)이란 한 사람이 1년동
안 일하는 작업량의 단위로 1년 동안 각 사업체에서 투입한 실제 노동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고용표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연인원(延人員, total man-days :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을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환산한 총인원수)과는 다른 개념이
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1년중 6개월만 영업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체에 근무한 근로자 1
명과 해당 사업체는 1년 동안 영업하였더라도 동 사업체에 6개월만 근무한 근로자 1명을 고
용표에서 각각

人員 0.5명으로 산정하고 1명의 근로자가 두개의 직업을 가지고 두개의 사

업체에서 각각 1명의 근로자로서 1년 동안 계속 일한 경우에는 2명으로 산정된다.
한편, 월평균인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조사자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위인데 해당 사업
체의 영업기간중 월별 총 종사자수를 영업월수로 나눈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량의 실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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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을 감안한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취업자수가 있다. 여기서 전업환산기준 취업자수란 전업으로 환산된 직무의
개수로서 전체 취업자의 총 근로시간을 전업직무의 연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근로기간 뿐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노동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년동안 A와 B가 취업하여 각각 하루에 평균 8시간 및 4시간씩 일한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
하지 않으면 취업자수(연인원 기준)는 2명이지만, 근로시간을 감안한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수(전업 일평균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 경우)로는 1.5명이다. 전업환산 기준 노동량은 근로
시간까지 반영함으로써 근로기간만 반영된 연인원(man-year) 개념보다 실제 투입된 노동량
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비교적 파악이 가능한 반면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및 무급가
족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
이 있다.

고용표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수 개념 비교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등을 파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통계가 통계청의「경제활동
인구」
이다.「경제활동인구」
는 전체 인구의 취업률 및 실업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통
계이므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실제 노동량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고용표의
취업자수와는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다. 즉,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는 인구의 개념에서 취업자수
를 산정하고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고용표는 실제 투입된 노동량의 개념(직무)에서 취업자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취업자수의 작성방법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1명의 취업자로 산정하고
있으나 고용표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하여 취업자수를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매월 하루씩 1년 동안 일한 자의 경우 1명의 취업자
로 산정되는 반면 고용표에서는 이러한 경우 1/26(월평균 근로일수를 26일이라 가정할 때)명의
취업자로 산정하므로 주로 근로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비상용근로자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명의 취업자가 직업이 2개여서 각 사업장에서 공식적인 근로기간이 파악된다면
고용표에서는 2명의 취업자로 간주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1명의 취업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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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업자 및 피용자수 추계방법
각 부문별 취업자 및 피용자수는「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경제활동인구연보」
,「농어업총조사보고서」
,「도소매 및 서비스업조사보고서」
,「건설업통계
조사보고서」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농어가경제통계」
(이상 통계청),「교육통계연보」
(교
육인적자원부),「농림통계연보」
(농림부),「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노동통계연감」
(노동부) 등 각종 통계자료 및 각 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고 실사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추계한다.

(3) 고용표의 구조 및 종류

고용표는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 가운데 통합소분류 또는 통합중분류 기준으로 작성한다.
고용표의 부문분류에는 가설부문(사무용품, 가계외 소비지출, 분류불명)이 제외되어 있으므
로 산업연관표의 부문수와는 차이가 있다.
2003년의 경우 165부문의 통합소분류 단위에서 작성하였고 상위 통합분류인 통합중분류
(74부문) 및 통합대분류(27부문)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표 Ⅲ-3>은 2003년 고용표의 통합대분류 기준 산업별 취업자수이다. 2003년중 국내에
서 총산출을 위해 투입된 노동량은 취업자 기준으로 1,766만5천명이고 이중 임금근로자인
피용자는 1,205만4천명이며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561만1천명이다.
이렇게 작성된 부문별 취업자수를 기초로 직업, 학력, 성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
별 직업별, 산업별 학력별, 산업별 성별 매트릭스도 작성한다. 직업분류는 표준직업분류의 대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학력은 대졸이상(전문대를 포함하여 대졸자, 대학원 이상 재학, 중
퇴, 휴학, 졸업자), 고졸(고졸자 및 대학 재학, 중퇴, 휴학자), 중졸이하(고등학교 재학, 중퇴,
휴학 및 중학교 졸업자 이하)의 3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하여 작성한
다. 2003년 기준 직업대분류는 0.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기술공 및 준
전문가,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업 및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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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2003년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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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자본형성표
(1) 고정자본형성표의 의의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산은 모두 당해연도에 사용되어 없어지는 비내구성의 유동
자산과 일정 생산기간동안 계속하여 재사용되는 내구성 자산인 고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당기에 모두 사용되어 없어지는 비내구성의 유동자산은 산업연관표에서 중간
투입으로 계상되는데 반하여 내구성 자산인 고정자산은 산업연관표에서 동 자산의 일정 생
산기간 동안 비용으로 환산한 고정자본소모만을 부가가치로 계상하고 있다.
다만, 당기에 생산된 자본재중 재화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중간투입, 정부 및 민간소비
지출, 수출, 재고증감분을 차감하면 각 산업에서 형성된 고정자본형성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정자본형성액은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구성항목의 하나로 자본재별 총액만 열벡터로 나
타낼 뿐 산업별 자본재 배분내역을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생산활동과 고정자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제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본재×산업 행렬 형태의 고정자본형성
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자본형성표는 한 나라의 자본재에 대한 산업별 수요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투자활동에 따른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도 가능
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 고정자본형성표를 작성한 이래 실측표(매 5년마다 작성) 작성시 부속
표로 작성하고 있는데 2003년 산업연관표 작성시에도 동 표를 부속표로 작성하였다.

(2) 작성과정

(가) 포괄범위
고정자본형성은 민간 또는 정부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구입·자가생산하여 사용한 고
정자산 형성액으로 그 형태에 따라 생산자내구재, 건설물 및 대동식물 등으로 구분되며, 생산
자내구재는 기계설비, 운수장비 및 비품 그리고 1993 SNA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하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속하며, 건설은 건축보수, 군납건설 등을 제외한 모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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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을, 그리고 대동식물은 자본적 가치를 지니는 동식물의 성장분 등을 각각 포함한다. 한
편 군사시설의 경우 1993 SNA의 권유에 따라 2000년 산업연관표부터 파괴용 무기(전투기,
잠수함, 군함, 미사일운반기, 발사대 등)는 중간소비로 처리하고, 비행장, 항만, 도로 및 병원
등과 같은 비파괴용 군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 생산자가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
식으로 이용되며 군사용에서 민간용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
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아 관행상 무기와 이를 지원·수송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장비를 제
외한 모든 군사용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한편, 자본재는 자본의 기능에 따라 생산자본과 공공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생산자본
은 기계설비와 같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용된 자본과 공장건설 등
생산을 위한 간접적인 기반을 설정하기 위해 형성된 자본을 말하며, 공공자본은 특정경제주체
의 활동을 위한 자본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를 위한 공통적인 자산으로 간주되는 자본
이다. 이들 공공자본에는 항만시설, 지하철시설, 철도시설, 도로시설, 공항시설, 하천사방, 상
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이에 속한다.

(나) 부문설정
고정자본형성표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산업연관표의 부속표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부문분류를 산업연관표의 분류에 따라
작성하였는바 자본재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중 고정자본의 범위에 속하는 부문을 기준으
로 설정하였으며,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 부문분류상 통합중분류를 적용하여 부
문을 설정하였다.

(다) 작성상의 제원칙
고정자본형성의 자본재별 총액을 산업별로 배분하는 기준으로는 소유자중심과 사용자중
심의 두 가지가 있다.
소유자중심은 산업별로 고정자본을 구입한 내역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자본
재를 구입한 산업으로 직접 동 자본재를 배분하는 것으로 컴퓨터나 기계설비 등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장비의 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임
대장비가 동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 예컨대 기계장비의 임대업에 나타나게 되므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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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산업별 생산활동과 직접 연결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분석상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자본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대차현황
까지 파악하여 산업별 생산활동에 실제로 사용된 고정자본내역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사용자중심이며, 우리나라 고정자본형성표는 사용자중심으로 작성한다.

(3) 고정자본형성표의 구조 및 이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고정자산(자본재) 형성(배분)내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활동과 고정자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제분석을 할 수 없다. 따
라서 고정자본형성표는 일정기간 동안에 형성된 각 고정자산의 산업별 형성(배분)내역을 파
악하여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의 하나로 자본재별 총액만 열벡터 형태로 계상되고 있
는 고정자본형성을 산업별 형성내역에 따라 산업별로 배분하여 산업별 생산활동과 고정자산
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제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본재×산업의 행렬형태로 나타낸 표이다.
산업연관표와 고정자본형성표의 관계를 보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고정자본형성표와 산업연관표의 관계
(고정자본형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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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형성의 고정자산별 총액을 산업별로 배분하는 기준으로는 소유자중심과 사용자
중심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두 방법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것이 <그림 Ⅲ-2>이다.
<그림 Ⅲ-2>는 산업 2에서 형성된 자본재 1의 100과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서 형성된 자본
재 2의 100을 산업 1에서 둘 다 임차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소유자중심으로 배분할 때는 자본재 1의 100은 산업 2에, 자본재 2의 100은 기계 및 장비임
대업에 계상되는 반면, 사용자중심으로 배분할 때는 자본재 1의 100과 자본재 2의 100이 모
두 산업 1에 계상된다.
<그림 Ⅲ-2>

고정자본형성의 산업별 배분

주 : 1) 산업 2와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서 형성된 고정자본 각 100을 산업 1이 임차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임.
2) ● : 사용자중심인 경우
■ : 소유자중심인 경우

고정자본형성표를 작성하게 되면 고정자산에 대한 산업별 수요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함은 물론 산업별 투자활동에 따른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어떤
산업 부문에 대한 총투자액이 결정되면 고정자본형성표로부터 그 산업의 자본재별 직접수요
액을 알 수 있고, 이를 다시 산업연관표의 역행렬계수표와 결합하면 동 산업의 투자가 각 산
업에 미치는 직·간접 소요산출량이나 고용 및 수입유발효과 등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본형성표는 합리적인 투자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고정자
본형성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각 고정자산 형성액을 해당 산업별 산출액의 변동분으로 나눈
한계자본계수표를 작성하여 두면, 산업별 산출액의 변동에 따른 산업별, 고정자산별 신규투
자소요액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계자본계수의 안정성이 전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계자본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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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수준에 대한 고정자본스톡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자본계수에 비하여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투자정책수립 등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제반 경제 분석의 유용성을 제
고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자본스톡표와 이를 이용한 평균자본계수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부록2> 고정자본스톡표 참조).

고정자본형성표와 고정자본스톡표
고정자본형성표는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에 산업별로 어떤 고정자본이 얼마나 형성되었는
지를 파악하여 자본재×산업의 행렬형태로 나타낸 표인데 대하여 고정자본스톡표는 일정시점에
산업별로 어떤 고정자본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여 역시 자본재×산업의 행렬형태로 작성한
표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본형성은 산출수준 변동분의 함수이므로 고정자본형성표를 해당 산업별
산출액의 변동분으로 나누면 한계자본계수표가 작성되는 반면, 고정자본스톡은 산출수준의 함
수이므로 고정자본스톡표를 해당 산업별 산출액으로 나누면 평균자본계수표가 작성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자본 형성표
산업 1

산업 2

고정자본 스톡표
산업 1

산업 2

자본재 1
자본재 2

한계자본 계수표
산업 1

산업 2

평균자본 계수표
산업 1

산업 2

자본재 1
자본재 2
△xj : j산업의 산출액변동분

xj : j산업의 산출액

△kij : j산업에서의 i고정자본형성분

kij : j산업에서의 i고정자본스톡

한편 이상과 같이 고정자본형성분과 고정자본스톡을 각각 산출액 변동분과 산출액으로 나눈
자본계수는 산출액 한계자본계수 및 산출액 평균자본계수라고 하여 주로 산업연관분석에 이용
되는데 비하여, 부가가치변동분과 부가가치로 나누어서 구한 자본계수는 각각 부가가치 한계자
본계수 및 부가가치 평균자본계수라고 하여 주로 거시경제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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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이용한 경제분석방법이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부문의
원재료 투입구성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의 산출로부터 시작된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
수요의 변동에 따른 각 부문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연관분
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투입계수의 산출방법, 생산유발계수의 도출과정
및 그 경제적 의미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가.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가정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첫째, 결합
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한다. 즉 각 투입물의
증가율만큼 생산수준이 높아진다는 가정이다.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
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의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
다는 가정이다. 이는 산업연관분석의 파라미터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는 것, 즉 각 산업마
다 하나의 생산함수를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투입계수표 및 생산유발계수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물과 노동 및 자본 등의 본
원적 투입물을 사용하게 된다.
각 산업 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
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투입계수라 하고, 노동 등에
대한 본원적 투입물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투입액으로 나
눈 것을 부가가치계수(부가가치율 또는 소득률)이라고 한다.
투입계수표(Input coefficient matrix)는 중간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한 행렬을 말한다.
투입계수는 산업간의 연관관계 또는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어 해당 산업의 기술구조 또는
생산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산업연관표에서 나타나는 생산함수 형태를 레온티에프 생산함
수라고도 한다.
투입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 수준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궁극적으로 최종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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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총산출 규모는 최종수요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동 재화 및 서비스 이외에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중
간투입재의 생산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계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접적인 생산변동을 생산유발효과
라고 하고 이를 계측,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소비, 투자 및 수출 등의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접적인 생산변동 즉 생산유발효과를 계
측하는 등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분석을 하고자 할 때 부문수가 적은 단순한 경우에는
투입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부문수가 많아지는 경우 무한히 반복되는 생산유발
효과를 투입계수를 이용해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역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
하게 된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
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라고 하
는 수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2. 투입계수표
가. 투입계수의 산출방법
투입계수표(Input coefficient matrix)는 각 산업 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
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총투입
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한 행렬을
말하는데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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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산업연관표의 형식

위 예에서 제1열 즉, 1산업의 중간투입내역 , x11, x12를 총투입액 X1로 나눈 값을 a11, a12이
라 하면 이것이 1산업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크기
를 나타내는 투입계수가 되고, 1산업의 부가가치 V1을 X1로 나눈 것이 부가가치계수가 된다.
이를 일반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투입계수 : aij =

xij

Xj

, 부가가치계수 : vj =

Vj
Xj

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는 금액단위로 작성된 산업연관표에서 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물량단위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할 경우 행방향으로는 동일한 물
량 단위가 적용되므로 합산 등의 계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열방향으로는 각기 다른 물량 단
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합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데 반해 금액단
위 산업연관표는 행방향 및 열방향 모두 동일한 단위로 작성되므로 각종 계산이 가능하며 행
과 열의 합이 일치하여 산업연관표의 정의에도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투입계수행렬(Input coefficient matrix)은 아래와 같이 투입계수를 산업연관표의 내생부
문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한편 투입계수표에서 열(세로)방향으로 특정산업의
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를 합하면 1이 된다. 이를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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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수행렬 (A) =

부가가치계수 (Av) =

<표 Ⅳ-2>

투입계수표의 형식

투입계수표는 그 종류에 따라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도출되는 투입계수표, 국산거래표에
서 도출되는 국산투입계수표 및 수입거래표에서 도출되는 수입투입계수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2003년 산업연관표」
에서 도출된 각종 투입계수표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2003년 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평가표)」
로부터 투입계수표를 작성해 보면 <표 Ⅳ-3>과
같다. 예를 들어 <표 Ⅳ-3>에서 제 2열을 보면 광공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농림어업으로부터 0.0325단위, 자체부문인 광공업부문으로부터 0.5407단위, 기타산
업부문으로부터 0.1397단위 등 총 0.7130단위의 중간재 투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광공업부문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따라 임금 0.1102단위, 기타(고정자본소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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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68단위 등 총 0.2870단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산물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경쟁수입형 투입계수표 작성과정을 살펴보
았는데, 중간투입물을 각각 국산품과 투입품으로 구분한 비경쟁수입형 투입계수표도 마찬가
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표 Ⅳ-3>에서는 국산투입계수표와 수입투입계수표를 따로 작
성하지 않고 한꺼번에 나타내었는데 국산투입계수만 따로 모아 정리하면 국산거래표에서 작
성되는 국산투입계수표를 작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입투입계수만 따로 정리하면 수입
투입계수표가 된다.

<표 Ⅳ-3>

투입계수표

나. 투입계수를 통한 생산파급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분석이다.
앞에서 작성된 투입계수표가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분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
기로 하자.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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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다른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판매되는 생산재의 경우
는 직접적으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
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면 → 면
사 → 면직물 → 의복류의 생산공정에서 보면 의복류만이 최종재로 사용될 수 있고 원면, 면
사, 면직물은 모두 중간재로만 투입(수출은 없다고 가정)되지만 최종재인 의복류의 생산을 위
한 중간투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모두 최종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직접 간접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생산되며 그 총산출 규모도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최종수요와 각각의
재화 및 서비스의 총산출 수준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입계수이다.
이제 농림어업제품에 대한 민간소비수요 100과 광공업제품에 대한 수출수요 400의 합계
500만큼의 최종수요가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얼마만큼
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앞에서 작성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증가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림어업제품 100과 광공업제품 400이 생산
되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500만큼의 생산증가효과가 있게 된다. 그런데 농림어업제품 100
과 광공업제품 400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원재료 등 중간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관련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얼마만큼 원재료로 생산되어야 하는가는 <표 Ⅳ-3>의 투
입계수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농림어업부문에서는 농림어업제품 한 단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부문부품 투입을
나타내는 투입계수 0.0439에 100을 곱한 4.39과 광공업제품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농림어
업제품 투입을 나타내는 투입계수 0.0325에 400을 곱한 13.00의 합계 17.39가 생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광공업부문과 기타산업부문에 대하여도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
로 계산해 보면 광공업제품 239.41(=`0.2313`×`100`+`0.5407`×`400), 기타산업제품
68.93(=`0.1305`×`100`+`0.1397`×`400)이 생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림어업제품
100, 광공업제품 400의 생산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중간투입물은 모두 325.73가 되는데
이것이 곧 최종수요 500의 발생에 따라 모든 산업부문에 미치는 1차 생산파급효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1차 생산파급효과로 나타난 농림어업제품 17.39, 광공업제품 239.41 그리고 기
타 산업제품 68.93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간투입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2차 생
산파급효과의 크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농림어업부문에서는
8.84(=`0.0439`×`17.39`+`0.0325`×`239.41`+`0.0043`×`68.93), 광공업부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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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0(=`0.2313`×`17.39`+`0.5407`×`239.41`+`0.1615`×`68.93), 그리고 기타산업부문에서는
54.37(=`0.1305`×`17.39`+`0.1397`×`239.41`+`0.2707`×`68.93)의 합계 207.82의 생산물을 생
산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생산의 파급과정은 3차, 4차, …로 무한히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파급효과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 이것은 최초로 발생한 농림어업제품에 대한 민
간소비수요 100과 광공업제품에 대한 수출수요 400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 산업부문
의 생산유발효과 즉 총산출액의 수준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투입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최종수요와 총산출 수준
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의
파급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산업제품의 생산에까
지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
석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와 투입계수의 안정성
투입계수는 산업간의 연관관계 또는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어 해당 산업의 기술구조 또는
생산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산업연관표에서 나타나는 생산함수 형태를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라 한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규모의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수확체감

(diminishing returns) 및 투입계수고정(fixed coefficient)이라는 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동 생산
함수에서는 어떤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간투입이 요구되며 동 중간투
입의 최소 요구량보다 많으면 생산이 가능하지만 약간이라도 부족하면 생산이 불가능함을 의미
한다.
j재 한 단위 생산을 위한 i재의 최소투입량을 로 표시한다면 aij다음과 같은 일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각 생산물의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투입요소중 최소값에 의해 각 생산물의 수준이 결정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계수와 이를 기초로 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분
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입계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투입계수가 안정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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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위해서는 첫째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동질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
지 않아야 한다.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동질성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의 산업부문에서 하나의 생산물만을
생산한다는 것, 즉 산업부문별로 하나의 기술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생산에 투입되는 각 중간재
와 부가가치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으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3. 생산유발계수표
가.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이에 따
라 각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와 같
다. 그러나 산업부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파급 효과를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여 이용하게 되
는데 그 도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표 Ⅳ-1>에서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
에서 수입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a11X1 + a12X2 + ………… + a1nXn + Y1 ‐ M1 = X1
:
ai1X1 + ai2X2 + ………… + ainXn + Yi - Mi = Xi
:
an1X1 + an2X2 + ………… + annXn + Yn - Mn = Xn

단, aij : 투입계수
Yi : i부문의 최종수요

Xi : i부문의 산출액
Mi : i부문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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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이 되고 이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X + Y - M = X ……………… ⑴

여기에서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vector), Y는 최종수요 벡터, 그리고 M은
수입액 벡터를 나타낸다. 이 식을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X - AX = Y - M
(I-A) X = Y-M ……………… ⑵
X = (I-A)-1 (Y-M)

이 되는데 여기서 (I-A)-1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한다. I는 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 그
밖의 요소는 모두 0인 단위행렬을 가리킨다.

이 생산유발계수를 미리 계산해 두면 최종수요(Y)와 수입(M)의 변동에 따라 각 산업부문
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총산출액(X)을 구할 수 있게 된다. (2)식의 좌우변을 보면 국내
최종수요(Y-M)와 국내 총산출이 투입계수에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를 매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의 총산출액은 당해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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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당 경제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직·간접 생산액의 합계이며, 동 구조하에서 최종
수요의 변동(Δ(Y-M))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I-A)-1)에 따라 국내 총산출(ΔX)이 변동하게
됨을 나타낸다.
즉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
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수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호킨스-사이먼 조건(HS 조건)
생산유발계수는 투입계수와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
산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할 때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치
가 되도록 보장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호킨스-사이먼 조건이다.
투입계수행렬 A에 대하여 (I-A)가 호킨스-사이먼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를 이용한 경제분석
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동 조건의 내용은 X=(I-A)-1(Y-M) 또는 (I-A)X=(Y-M)라는 투입산출관계식에서 Y( 0)를 달
성할 수 있는 X( 0)가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렬 (I-A)의 연속적인 主소행렬식(leading
principal minor)이 모두 0보다 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재화(또는 서비스) 한 단위 생산
에 투입되는 재화의 직·간접투입량의 합은 한 단위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연속적인 주소행렬중 하나라도 0보다 작다면 이는 해당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해당재화의 양이 한 단위보다 크다는 것으로 경제적 생산으로서의 의
미가 없으며, 이런 경우 생산을 지속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해당재화가 전부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투입계수를 이용한 생산파급효과 계산과정과 관련하여 생산유발계수의 의미를 살펴보기
로 하자.
어떤 실수 a가 0 < a < 1일 경우 (1-a)의 역수 (1-a)-1은 다음과 같은 무한등비급수의 합으
로 표시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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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1 =

1
= 1 + a + a2 + a3 + …
1-a

이와 같은 논리를 행렬에 적용하면 (I-A)-1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I-A)-1 = I + A + A2 + A3 + A4 + … ……………… (3)

가 된다. 이 식의 우변에서 단위행렬 I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발
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산업부문의 직접생산효과가 되며 A는 각 산업부문 생
산물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 즉 1차 생산파급효과가 된다. A2는 1차 생산파급
효과로 나타난 각 산업부문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 즉 2차 파급효과가 되며 마
찬가지로 A3, A4 , …… 는 각각 3차, 4차, …… 생산파급효과가 된다.
따라서 (I-A)-1은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합한
생산유발계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앞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던 생산파급효과
의 계산 결과와 같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다부문승수(multi-sector multipli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I-A)-1의 생산유발계수를 기호를 사용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 <표 Ⅳ4>이다.
이제 <표 Ⅳ-4>에서 생산유발계수표의 각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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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계수표

<표 Ⅳ-4>를 열로 보면 첫번째 열의 γ
11은 1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
라 1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γ
21은 2산업부문에서 간접으로 유
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그리고 γ
31은 3산업부문에서 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각
각 나타낸다.
따라서 열합계는 1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전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두번째 및 세번째 열의 각 요소에 대하여도 똑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생산유발계수표를 행으로 보면 γ
11은 1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에 따라 유발되는 1산업부문에서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γ
12는 2산업부문 생산물에 대
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1산업부문에서의 간접 생산파급효과를, 그리고
γ
13은 3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1산업부문에서의 간
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첫 번째 행의 행합계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할 경우 1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
낸다. 두번째 및 세번째 행의 행합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3개 산업부문으로 통합된 2003년 실제 산업연관표로부터 작성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표를 도출해보면 <표 Ⅳ-5>와 같다. 이 표에서 제 2열을 보면 광공업제품에 대
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의 충족을 위해서는 농림어업부문에서 0.0833단위,
광공업부문에서 2.3852단위, 기타산업부문에서 0.4718단위의 생산이 직·간접으로 유발되
어 국민경제 전체로는 2.9403단위의 생산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앞에서 설명
한 투입계수를 이용한 생산의 파급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여 계산된 각 산업부문의 생산유발
액을 모두 더한 것과 일치하게 된다. 한편 이 표의 제 2행을 보면 농림어업 생산물에 대한 최
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광공업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이 0.6495단위,
광공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광공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이 2.3852단위 그리고 기타산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광공
업부문에서 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이 0.5322단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합계인
3.5669은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할 경우 이의 충족을 위하여
광공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생산파급 단위를 나타낸다(<부록 5> 생산유발효과의 파급경로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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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생산유발계수표 : (I-A)-1형

<표 Ⅳ-6>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그림 Ⅳ-1>

생산의 파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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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유발계수표의 종류
생산유발계수의 도출과정과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나 실제로 작성되고 있는
생산유발계수표는 수입의 취급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생산유발
계수표의 도출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이용상의 장단점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I-A)-1의 형
이 생산유발계수표는 다음에서 설명할 (I-A+m̂*)-1형, [I-(I-m̂)A]-1형의 생산유발계수표와
더불어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투입계수를 기초로 하
여 도출된 것이다. 이 생산유발계수표에서는 수입과 국내 생산활동간에 아무런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입을 외생변수로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격평가표
에서의 수요방정식 AX+Y-M=X로부터 X=(I-A)-1(Y-M)이 되어 (I-A)-1형 생산유발계수표가
도출되는데 각 부문별 총산출액은 생산유발계수표 (I-A)-1에 최종수요(수입공제)를 곱하여 구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로서 최종수요 벡터
(Y)와 수입 벡터(M)가 주어져야 한다.
앞의 2003년 실제 생산자가격평가표를 기초로 하여 도출된 이 형의 생산유발계수표는 앞
의 <표 Ⅳ-5>와 같다.

나. (I-A+`m̂*)-1형
(I-A)-1형의 생산유발계수표에서는 수입과 국내생산활동간에 아무런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산업부문의 수입은 그 부문의 국내 총산출수준에 따
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내생
화하여 도출하는 생산유발계수표가 (I-A+m̂*)-1형이다. 이제 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아 각 산
업부문의 수입액을 그 부문의 총산출액으로 나눈 값을 수입계수(m*)라 정의하고 각 산업부문
에 있어서 중간수요와 모든 최종수요항목이 동일한 비율(m*)만큼 수입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각 산업부문의 수입계수를 요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m̂*로 표시하면 M=m̂*X가
되며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수급방정식 AX+Y-M=X는 AX+Y-m̂*X=X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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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다. 이 식으로부터 X=(I-A+m̂*)-1Y가 도출되는데 이 (I-A+m̂*)-1형의 생산유발계수표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로서 최종수요 벡터(Y)만 주어지면 된다. <표 Ⅱ-1>의 2003
년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 각 산업부문별 수입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요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구해보면,

m̂* =

이 되는데 이 대각행렬과 경쟁수입형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표를 도출해 보
면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생산유발계수표 : (I-A+m̂*)-1형

다. [I-(I-m̂)A]-1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A+m̂*)-1형의 생산유발계수에서는 각 산업부문별로 중간수요와 모
든 최종수요 항목이 일정한 비율의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최종수요 항목의 하나인 수출에도 원재료가 아닌 최종수요로서의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입을 내생변수로 간주하기는 하되 다만 최종수요 항
목중 수출은 다른 항목과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품이 수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표가 [I-(I-m̂)A]-1형이다. 이 형의 생산유발계수표의 도출을 위하여 우선 어느
산업부문의 수입액을 그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국내총수요액(총수요액-수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입계수(m)를 정의하고, 각 산업의 수입계수를 요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m̂으로 표시
하면 M=m̂(AX+Y *)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AX는 중간수요 벡터, Y *는 국내최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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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나타낸다.
앞의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수급방정식 AX+Y-M=X에서 최종수요 Y를 국내최
종수요 Y *와 수출 E로 나누어 다시 써 보면 AX+Y *+E-M=X가 되는데 이 식의 M대신
m̂(AX+Y *)를 대입하면

AX + Y * + E - m̂(AX + Y *) = X
AX + Y * + E - m̂AX- m̂Y * = X
X - AX + m̂AX= Y * - m̂Y * + E
X - (I - m̂)AX = (I - m̂)Y * + E
[I - (I - m̂)A]X = (I - m̂)Y * + E

가 된다. 이 식을 X에 대해 풀면

X = [I - (I - m̂)A]-1[(I - m̂)Y * + E]

가 되므로 [I-(I-m̂)A]-1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얻게 된다. 이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국내
최종수요(Y *)와 수출(E)이 주어지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총산출액(X)을 구할 수
있다.
<표 Ⅱ-1>의 2003년 산업연관표로부터 각 산업부문별 수입계수를 요소로 하는 대각행렬
m̂을 구해보면

m̂ =

이 된다. 이 수입계수의 대각행렬과 경쟁수입형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해 보면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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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생산유발계수표 : [I-(I-m̂)A]-1형

라. (I-Ad)-1형
지금까지 설명한 생산유발계수표들은 모두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생산
자가격평가표의 투입계수를 기초로 하여 도출되었다.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비
경쟁수입형표의 투입계수로부터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가 여기서 설명하려는 (I-Ad)-1형이
다. 비경쟁수입형표의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
이 성립된다. 즉 국산거래표에서는 AdX+Yd=X, 수입거래표에서는 AmX+Ym=M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Ad는 국산투입계수행렬, Am은 수입투입계수행렬, Yd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
터, Ym은 수입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AdX+Yd=X식을 X에 대하여 풀면
X=(I-Ad)-1Yd가 되어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얻게 된다. 이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
표를 이용하여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Yd)가 외생변수로 주어질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총산출액(X)을 구할 수 있다.
앞의 <표 Ⅳ-3>에서 국산투입계수만을 따로 정리하여 국산투입계수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표 <표 Ⅳ-9>를 도출할 수 있다.

<표 Ⅳ-9>

생산유발계수표 : (I-Ad)-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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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I-A)-1, (I-A+m̂*)-1 및 [I-(I-m̂)A]-1형의 생산유발계수표는 모두 국산과 수입을 구
분하지 않고 작성된 경쟁수입형표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표를 기초로 도출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국내생산파급효
과와 수입으로 인하여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국내생산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국산품과 수입품의 투입비
율이 각 수요부문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표가 이용면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생산과정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반드시 구분하여 투입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승수이론과의 관계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국민경제에서 독립적으로 증가하는 투자지출이 그 승수배만큼의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승수란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한계저축성향의 역수와
같다. 따라서 승수는 최초의 투자지출이 동액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제 1차적 파급과정, 그 파생
소득으로부터 파생적 소비와 동액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제 2차적 파급과정, 그리고 제 3차적 파
급과정, ……이라고 하는 무한히 계속되는 파생소득의 누적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증가액을 최
초의 투자지출과 비교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이러한 파급과정을 수식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여기에서 MPC는 한계소비성향, ΔI 는 투자증분, ΔY 는 국민소득증분을 표시하며 독립변수
는 투자증분(ΔI )이고 종속변수는 국민소득증분(ΔY )이다.
한편 앞에서 설명된 산업연관분석에서의 레온티에프 역행렬은 케인즈의 승수이론과 유사한
파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최초로 주어지는 최종수요가 일정한 생산기술을 전제로 하여 각 산
업에 중간수요를 파급시키는 제 1차적 파급, 그 파생수요로부터 다시 중간수요를 파생시키는 제
2차적 파급, 그리고 제 3차적 파급, … 무한히 계속되는 파급과정을 거쳐 증가한 각 산업의 생
산액과 최종수요와의 양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다부문승수 즉 레온티에프 역행렬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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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A는 투입계수행렬, ΔF는 최종수요증분 벡터, ΔX 는 산출액증분 벡터를 표시하며
독립변수는 최종수요증분 벡터(ΔF)이고 종속변수는 총산출액증분 벡터(ΔX )이다.
이상과 같이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레온티에프의 역행렬은 유사한 파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경제순환의 총과정중의 하나인 소득순환의 분석에만 그치고 다른 하나
인 산업간순환 즉 생산과정의 분석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최초의 지출과 그에 의하여 증가된
소득 사이에 확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한편 레온티에프의 산업연관분석은 케인즈 이론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업간 순환 즉 생산과
정을 중심으로 한 분석체계인데 소득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파생수요를 경유하여 정식
화되고 있는 소득분석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순환에 관한 완전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보
면 레온티에프 체계와 케인즈 체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겠다.

5.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
가. 부가가치 유발계수
산업연관표에서는 공급능력이나 노동력 등은 충분하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최종수요의 변
동이 국내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변동이 부가가치 변동의 원천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생산수준간의 연관관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최종수요와 부가가치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도출하여 보기로 하자. 여
기서는 이를 위해 (I-Ad)-1Yd형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기로 한다.
부가가치 벡터를 V,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Âv라고 하면 V = ÂvX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Ad)-1Yd를 대입하면 V = Âv(I-Ad)-1Yd의 식을 얻게 되는
데 이 식에서 Âv(I-Ad)-1을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한다. 이 Âv(I-Ad)-1형의 부가가치유
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전
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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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I-A+m̂*)-1Y의 생산유발관계식이나 X = [I-(I-m̂)A]-1[(I-m̂)Y *+E]의 관계식에 대해서
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Âv(I-A+m̂*)-1, Âv[I-(I-m̂)A]-1형의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을 구할 수
있다.

나. 수입유발계수
한편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간재는 국산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
에 의해서도 충당되므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은 국산품생산유발과 수입품유발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종수요와 생산이나 부가가치를 연결시켜 그 기능적 관계를 파악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수요와 수입을 관련시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도
계측할 수 있다.
이제 최종수요가 수입을 유발하는 관계식을 도출하여 보기로 하자. 여기서도 부가가치 유
발계수에서와 마찬가지로 (I-Ad)-1Yd형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기로 한다.
산업연관표에서 수입균형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mX+Y m = M으로 정의되는데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Ad)-1Yd를 대입하면 Am(I-Ad)-1Yd+Y m = M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식에서 Am(I-Ad)-1을 수입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한다. 이 Am(I-Ad)-1형 수입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 직·간접
으로 유발되는 수입 단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X = (I-A+m̂*)-1Y의 생산유발관계식과 X = [I-(I-m̂)A]-1[(I-m̂)Y *+E]의 관계식을 이
용하면 각각 m̂*(I-A+m̂*)-1, m̂A[I-(I-m̂)A]-1형의 수입유발계수행렬도 도출해 낼 수 있다.

다.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의 관계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의 각 열의 합계와 수입유발계수행렬의 각 열의 합계를 더하면 항상
1이 된다. 즉 Âv(I-Ad)-1+Am(I-Ad)-1 = 1이 성립한다. 이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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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d)-1 + Am(I-Ad)-1 = 1
(Âv+Am)(I-Ad)-1 = 1
Âv = V , Am = M 및 (I-Ad)-1 = Xd 를 대입하면
X
X
Y
( V + M ) Xd = 1
X
X Y
( V+M ) Xd = 1
Y
X
(V + M) = Yd
V = Yd - M 이 된다(단, V는 부가가치벡터, M은 수입중간재벡터, Yd는 국산최종수요벡터).

이 식은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국산최종수요 총액에서 수입중간재를 차감하여 나타낸 지
출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또는 분배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한다는 점과 원
리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림 Ⅳ-2>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산업연관표의 구성
중간수요

최종수요

국산중간투입(수요)

국산최종수요

국내총산출

(A)

(C)

(X)

수입중간투입(수요)

수입최종수요

수입계

(B)

(D)

(M)

부가가치
(V)
국내총투입
(X)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 Ⅳ-2>를 이용하여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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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

` (총수요)

국내총산출 + 수입 = 국산중간수요 + 국산최종수요 + 수입중간수요 + 수입최종수요
(X)
(M)
(A)
(C)
(B)
(D)
생산자가격평가표

국산거래표(행)

수입거래표(행)

= 국산중간투입 + 수입중간투입 + 부가가치 + 수입중간수요 + 수입최종수요
` (A)
(B)
`(V)
(B)
(D)
국산거래표(열)

수입거래표(열)

위 산식에서 국내총산출 부분만 고려할 경우 아래와 같다.
iX = iAX + iY d (행방향)
= iAX + V (열방향)
= (iAdX + iAmX) + iV
총수요와 총공급은 항상 일치하므로
iAX + iYd + iY m = iAX + iV + iM이 성립된다.
(총수요)

(총공급)

양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iAX를 제거하고 총수요에 대해 정리하면
iYd + iYm = iV + iM
iYd = iV + iM - iYm이 된다.
한편 M = AmX + Ym이므로 이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iYd = iV + i(AmX + Ym) - iYm
= iV + iAmX가 된다.
또한, V = Âv(I-Ad)-1Yd, AmX = Am(I-Ad)-1Yd이므로 이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iYd = iÂv(I-Ad)-1Yd
+ iAm(I-Ad)-1Yd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이 식은 Yd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i = iÂv(I-Ad)-1
+ iAm(I-Ad)-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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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의 각 열의 합계와 수입유발계수행렬의 각 열의 합계를
더하면 항상 1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X는 국내산출액 벡터, Yd, Ym은 국산, 수입의 최
종수요 벡터, M은 수입액 벡터, V는 부가가치 벡터, A는 투입계수행렬, Ad, Am은 국산, 수입
투입계수 행렬, Âv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i는 단위 행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와의 관계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계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투입
계수표를 가정해보자. 각 부문의 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의 합은 1로 나타나며 해당 부문의 산
출물 한 단위 생산을 위한 각 투입물 및 부가가치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투 입 계 수(A)

부가가치계수(Av)
합

계

투입계수와 역행렬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Mji|는 (I-A) 행렬의 원소 aij의 소행렬식
원래 행렬에 자신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행렬이 된다는 행렬식의 성질을 생산유발계수
((I-A)-1)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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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생산유발계수의 열을 기준으로 전개해보면

행부문 1 열부문 1의 경우
행부문 2 열부문 1의 경우
행부문 3 열부문 1의 경우
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합산해보면
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열에 대해서도 전개한 후 합산해보면
열부문 2의 경우

열부문 3의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행렬 형태로 다시 고치면,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의 각 항은 1에서 각 투

입계수를 차감한 것으로 부가가치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계수를 이용하여 위 식을
다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즉, 부가가치계수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액을 생산유발
계수에 곱하면 산출액이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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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분석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경제
구조분석의 범위를 넘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에는 물
론 경제전반 및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 및 예측과 개별기업의 수요예측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를 우리나라의 2003년 산업연관표(28
통합부문표)에 적용하여 경제구조, 최종수요의 파급효과, 각종 가격변수의 파급효과 등
을 분석해 봄으로써 산업연관표가 경제분석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구조 분석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일정기간동안 각 산업부문간에 거래
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그리고 각 산업
부문 생산물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따른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한 나라 경
제의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게 되면 공급과 수요구조, 산업구조, 부문별 투입과 배분구
조, 최종수요구성 및 수입구조 등 산업부문별로 세분된 구조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
니라 과거 수년간에 걸쳐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장래의 경제구
조를 예측하거나 외국의 산업연관표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도 있다.

가. 공급과 수요구조
산업연관표는 한 나라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공급과 총수요 뿐만 아니라 공급의
원천과 판매경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공급면에서의 국내생
산과 수입의 구성비, 수요면에서의 국내수요(중간수요와 국내최종수요)와 해외수요(수출)의
구성비 등을 산업(부문)별 또는 주요 품목별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Ⅴ-1>에서 보면 2003년중 우리나라에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은 경상
가격 기준으로 2,009조 2,419억원이며 그 중 86.6%인 1,740조 9,453억원은 국내에서 생산
되었고 나머지 13.4%인 268조 2,965억원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는 국내생산을 위한 중간수요에 48.5%인 973조 9,672억
원이 충당되었으며 소비, 투자 등 국내최종수요에 38.0%인 763조 1,957억원, 나머지 13.5%
인 272조 790억원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공급과 총수요에 대한 자료는 부표
1-1의 생산자가격평가표의 관련항목의 수치를 기초로 하여 얻게 된다. 즉 총공급은 제 46열
의 합계이며 총수요는 제 37열의 합계가 된다.
한편 공급과 수요의 구성추이를 보면 공급면에서의 수입의 비중이 2003년중에 13.4%로
2000년의 14.7%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수요면에서의 수출의 비중도 2003년중 13.5%로
2000년의 14.5%에 비해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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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공급(총수요)에 대한 수출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수출 + 수입)/총공
급)는 2003년중 26.9%로 2000년 29.2%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

총공급과 총수요의 변화 추이
(단위 : 10억원)

주 : ( ) 내는 구성비 ( % )

나. 산업구조
한 나라의 산업구조는 보통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산업부문별 구성
비를 계산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산업부문 총산출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소득계정에서 산업구조
를 분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산업구조
를 분석할 때 보통 총산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5년, 2000년 및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총산출액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표 Ⅴ-2>와 같다. 2003년중 총산출액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농림
어업 2.3%, 광업 0.2%, 제조업 44.5%,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0.4%, 서비스업 40.6%
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2003년의 산업구조를 1995년 및 2000년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광
업,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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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산업구조의 변동추이(총산출액 기준)
(단위 : 10억원, %)

<그림 Ⅴ-1>

산업구조의 변동추이(총산출액 기준)
(단위 : %)

다.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산업연관표를 열(세로)로 보면 각 산업부문별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원
재료인 중간투입과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및 순생산세(생산세-보조금)로 이
루어지는 부가가치의 내역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중간
투입률이라 하고 총투입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를 총투입
액으로 나눈 비율을 부가가치율이라 하는데, 이 부가가치율은 총산출액 단위당 부가가치창
출액을 의미한다.
부표 1-1에서 보면 2003년중 국내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은 총
973조 9,672억원(제 29열과 29열의 교차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총투입액 1,7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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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억원으로 나눈 중간투입률은 55.9%로 2000년의 57.0%에 비해 1.1%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를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하여 총투입액에 대한 중간재 투입비
율을 보면 <표 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중 국산중간재 투입률은 44.0%로 2000년
의 43.8%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반면 수입중간재 투입률은 12.0%로 2000년의 13.1%에
비해 1.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간재 가운데 국산중간재를 사용한 비
율을 나타내는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2000년 77.0%에서 2003년 78.6%로 1.6%포인트 높아
졌다. 이는 일부 수입중간재의 국산화가 진전되고 중국으로부터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간재 수입이 증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3>

중간투입률의 변동 추이
(단위 : %)

주 : 1) 국산화율 = (국산중간재/중간투입액)×100

중간투입의 내역을 원재료, 연료 등과 같은 재화의 투입과 서비스 투입으로 나누어 재화의
투입비중과 서비스투입비중을 보면 2000년 재화의 투입비중이 68.5%이고 서비스의 투입비
중이 31.5%이었으나 2003년에는 재화의 투입비중이 66.8%, 서비스의 투입비중이 33.2%로
서비스투입의 비중이 2000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활동의 서비스에 대
한 의존도 증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Ⅴ-2>

중간투입의 구성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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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중 산업별 중간투입률을 보면 <표 Ⅴ-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이 71.5%로 높
게 나타난 반면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54.7%, 서비스업 38.0%, 농림어업 40.6%, 광업
35.2%로 여타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3년중 부가가치총액은 766조 9,781억원(부표 1-1의 34행과 29열의 교차점)으로 이를
총투입액 1,740조 9,453억원으로 나눈 비율인 부가가치율을 계산해 보면 44.1%가 된다. 부
가가치율은 100%에서 중간투입율를 차감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투입률이 높
은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낮게 되며, 중간투입률이 낮은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높게
된다.

<표 Ⅴ-4>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

주 : 중간투입률 =

중간수요액
x 100
총산출액

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다른 산업의 원료로 투입되는 중간재와 최종구매자
에게 판매되는 최종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산업연관표를 행(가로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
부문별 재화나 서비스 중 얼마만큼은 중간재로 판매되고, 얼마만큼은 최종재로 판매되었는
지를 알 수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로의 판매액합계 즉 총수요액 중에서 중간재로의 판매액 다
시 말하면 중간수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간수요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원자재
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일수록 중간수요율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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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수요

부표 1-1에서 보면 2003년중 중간수요액은 총 973조 9,672억원(제 29행과 29열의 교차
점)으로 총수요액 2,009조 2,419억원(제 29행과 37열의 교차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중간
수요율이 48.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48.5%가 중간재로 사용된 반면 나머지 51.5%는 소비 등 최종재로 수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간수요율 추이를 보면 2003년의 중간수요율은 2000년(48.6%)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중간수요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표 Ⅴ-5>에서 보면 농림어업, 광업
및 전력·가스·수도업 부문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 및 서비스업 부
문 등은 40%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5>

산업별 중간수요율 추이
(단위 : %)

주 : 중간수요율 =

중간수요액
x 100
총수요액

(2) 최종수요

총수요액중에서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판매되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금액인 최
종수요액은 2003년중 1,035조 2,747억원(제 29행과 36열의 교차점)으로 나타났는데 최종수
요 항목별 구성을 보면 소비의 비중이 51.3%로 가장 높고 수출이 26.3%, 투자가 22.4%순으
로 나타났다(<표 Ⅴ-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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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추이
(단위 : 10억원)

주 : ( ) 내는 구성비 (%)

부표 1-1을 이용하여 최종수요를 구성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가) 소비
먼저 2003년중 소비지출총액은 531조 4,160억원(제 29행과 30 및 31열의 교차점의 합계)
으로 그중 84.5%를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민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추이를 보면
<표 Ⅴ-7>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공산품에 대한 지출은 그 비중이 2003년 27.3%로 1995년
의 36.8%, 2000년 28.5%에 이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데 대하여 서비스에 대한 지
출비중은 1995년 54.8%에서 2000년 65.1%, 2003년 67.0%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비스소비의 경우 정보화의 진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통신 및 방
송’
과‘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표 Ⅴ-7>

민간소비지출의 부문별 구성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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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다음 2003년중의 총투자액은 231조 7,797억원(제 29행과 32, 33 및 34열의 교차점의 합
계)으로 고정자본형성액 229조 985억원(제 29행과 32 및 33열의 교차점의 합계)과 재고증가
2조 6,812억원(제 29행과 34열의 교차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Ⅴ-8>은 404기본부문표
를 이용하여 작성한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의 재화형태별 구성을 나타낸 것인데 2003년중 건
설투자의 비중은 56.5%, 기계류의 비중은 29.0%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국내총고정자본형
성의 형태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2003년 기계류의 비중은 29.0%로 2000년 38.6%에 비해
크게 낮아진 반면 건설투자의 비중은 2000년 48.2%에서 2003년 56.5%로 크게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하여 기계류 투자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건설 경기
호조로 주택 및 비주택 등 건축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다.
<표 Ⅴ-8>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의 재화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

다) 수출
끝으로 한 나라의 수출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첫째,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서
만 수요되는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되므로 산업연관표를 가로(수요)방향으로 보아 국내 총
산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률을 보는 방법과 둘째, 수출상품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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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방법이 있다. 특정 산업 상품의 수출액이 동 산업의 국내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수출률((수출액/국내총산출액)×100)이라 하는 경우, 수출률이 높다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서 해외에 중간재나 소비, 투자 등 최종재로 수출되는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중 총수출액은 272조 790억원(제 29행과 35열의 교차점)인데 이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수출률은 15.6%로 2000년의 17.0%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
<표 Ⅴ-9>

상품별 수출률 추이
(단위 : %)

주 : 수출률 =

수출액
x 100
총산출액

상품별 수출률 추이를 보면 공산품의 수출률은 2003년 29.7%로 2000년의 29.8%과 비
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 등 기타 품목의 수출률은 4.5%로 2000년의 6.2%에 비해 낮
아졌다. 한편 수출상품의 구성추이를 보면 공산품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공산
품 수출 중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등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9> 및 <표
Ⅴ-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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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수출상품의 구성 추이
(단위 : %)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에 의한 산업유형의 분류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중간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또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중간수요)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되므로,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의 크기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즉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는 중간투입률에 의해서, 다른 산업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 즉, 다른 부문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는 중간수요
율에 의해서 각각 측정할 수 있다. 각 산업의 중간투입률이나 중간수요율이 전산업의 평균중간
투입률이나 평균중간수요율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 산업부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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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분류 코드 및 부문명칭 >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7. 석유 및 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 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 및 숙박
21. 운수 및 보관
22. 통신 및 방송
23. 금융 및 보험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 및 국방
26. 교육 및 보건
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마. 수입구조
한 나라의 수입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첫째, 수입은 국내총생산과 함께 총공급의 일부
를 구성하므로 산업연관표를 가로(배분)방향으로 보아 총공급액에서 수입액(최종재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입계수를 보는 방법과 둘째, 산업연관표를 세로(투입)방향으로
보아 한 나라에서 국내생산활동을 위해 수입중간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나내는
수입의존도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수입상품의 구성비를 보는 방법이 있다.
부표 1-1에서 보면 2003년중 총수입액은 268조 2,965억원(제 29행과 43열의 교차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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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총공급액 2,009조 2,419억원으로 나눈 비율인 수입계수는 13.4%로 2000년의
14.7%에 비해 낮아졌다(<표 Ⅴ-11> 참조).

<표 Ⅴ-11>

상품별 수입계수 추이
(단위 : %)

주 : 수입계수 =

수입액
x 100
총공급액

총수입액에서 각 상품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품목별 수입상품 구성비 추이를 보면
2003년 중 공산품의 수입비중은 68.1%로 2000년의 67.1%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지고, 서
비스 수입비중은 13.0%로 2000년의 13.2%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표 Ⅴ-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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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수입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 추이
(단위 : %)

그리고 부표 1-3의 수입거래표를 기초로 작성한 <표 Ⅴ-13>을 통해 수입품의 용도별 구성
비를 보면 2003년중 수입상품 가운데 중간재 수입비중은 77.6%로 2000년의 76.1%에 비해
1.5%포인트, 소비재 수입비중은 11.4%로 2000년 9.9%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진 반면, 투
자재 수입비중은 11.0%로 2000년 13.9%에 비해 2.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3>

수입상품의 용도별 구성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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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입액에 대한 수입상품의 중간재 투입비율을 나타내는 수입의존도 추이를 보면 2003
년중 12.0% (부표 2-2에서 제 29행과 29열의 교차점)로 2000년 13.1%에 비해 1.1%포인트
낮아졌는데 산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이 각각 2000년 21.8%, 4.8%에서 2003년 20.5%,
4.3%로 각각 1.3%포인트와 0.5%포인트 낮아졌다(<표 Ⅴ-14> 참조).

<표 Ⅴ-14>

산업별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

주 : 수입의존도 =

수입중간재투입액
x 100
총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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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반출입
2003년중 우리나라의 대북한 거래내역을 보면 대북한 반출은 5,113억원으로 총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0.2%,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3,431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로 각각 나타났다.
2003년중 북한으로 반출된 상품의 구성비를 보면 음식료품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20.7%, 화학제품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출품목을 용도별로 보
면 음식료품 및 화학제품은 대북지원물품용, 섬유가죽제품은 위탁가공 및 상업거래용 등으로 반
출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중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의 구성비를 보면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이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료품 25.8%, 농림수산품 18.5%, 제1차금속제품 17.0%의 순으로 나타
났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위탁가공품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한 반출입 규모 (2003년)
(단위 : 10억원, %)

110

2. 최종수요유발효과 분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산업부문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활동은 궁극적으로 소비, 투
자, 수출 등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정기간 중 한 나라
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나 그 규모는 최종수요 구성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
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최종수요의 변동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산업
구조 즉 산업별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의 구성은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산업부문
별 생산활동의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종수요구조의 변동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부문별 투입구조가 일정기간 안정적이라는 가
정하에서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계측,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게 되면 한 나라 경제의 최종수요와
산출, 부가가치, 수입 등과의 기능적인 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는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생산유발계수표가 이용되는데 산업연
관분석의 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유발계수표에는 (I-A)-1형, (I-A+m̂*)-1형, [I-(I-m̂)A]-1
형 그리고 (I-Ad)-1형이 있다. 그런데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생산유발효과와 이에 따른 수
입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다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I-Ad)-1형이 적합하므로 여기서는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 최종수요와 생산유발
투입계수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 단위를 나타내는 생산유발
계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변동의 생산유발효과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어느 산업부문을 열로 본 각 란의 수치는 그 산업부문의 생산물
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
출액을 의미한다. 각 산업부문별 열합계는 그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
가할 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 생산되어야 할 직·간접 산출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표 3-2의 (I-Ad)-1형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제 8부문)의 수출
(또는 소비)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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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은 0.007단위, 광산품은 0.003단위, 음식료품은 0.012단위, …… 등의 간접적인 생산유
발효과가 있으며, 화학제품은 수출 한 단위를 포함하여 1.425단위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합계인 2.002는 국민경제 전체로 2.002단위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각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일어나는 생산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표 Ⅴ-15>와 같으며 이 표를 통해 제조업
의 경우 2003년 제조업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제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유
발되는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는 1.972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면 생산의 우회도
가 낮은 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품의
가공도가 높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표 5-1은 2003년의 항목별 최종수요가 실제로 유발한 산출액을 나타
낸 것으로 부표 3-2의 생산유발계수행렬×국내최종수요액벡터, 즉 (I-Ad)-1Yd를 계산한 것이
다. 이 표에서 보면 2003년중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975조 2,792억원(부표 1-3의 제 36열
합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유발된 국내총산출액이 1,740조 9,453억원(부표
5-1의 제 36열 합계)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5>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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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최종수요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민간 소비지출 및 정부 소비지출에 의한 생산유발액
이 전체 생산유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생산유발의 소비의존도가 48.0%(부표 5-2의 제
30과 31열 평균의 합계)로 가장 높고 수출의존도는 29.5%(부표 5-2의 제 35열 평균), 투자의
존도는 22.5%(부표 5-2의 제 32, 33 및 34열 평균의 합계)로 나타났다.
생산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추이를 보면 2003년중 생산유발의 소비에 대한 의존
도(’
00년 : 46.8% → ’
03년 : 48.0%)와 투자에 대한 의존도(’
00년 : 21.4% → ’
03년 : 22.5%)는
2000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
00년 : 31.8% → ’
03년 : 29.5%)는 2000년
에 비해 낮아졌다(<그림 Ⅴ-3> 참조).

<그림 Ⅴ-3>

생산유발의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
(단위 : %)

주 : 생산유발의 최종 수요 항목별 의존도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
x 100
총산출액

한편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을 항목별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유발계수를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최종수요 항목별(소비, 투자, 수출)로 전체뿐 아니라 산업별
로 유발되는 산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종수요 항목별(소비, 투자, 수출)로 한 단위의 최종수요가 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수요 항목별로 한 단위의 최종수요
가 각 산업부문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도 파악할 수 있다.
<표 Ⅴ-16>을 보면 2003년중 최종수요 한 단위가 유발한 생산은 1.682단위이고 이를 항
목별로 단위당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소비 한 단위는 1.572, 투자 한 단위는
1.688, 수출 한 단위는 1.890으로 수출의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
출의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수출벡터의 경우 소비나 투자 벡터에 비해 단위당
생산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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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의 경우 한 단위의 지출이 증가하였을 때 농림어업에서
0.065단위, 광업에서 0.001단위, 제조업에서 0.441단위,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에서
0.064단위, 서비스업 및 기타에서 1.001단위의 생산이 유발되어 전체 1.572 단위의 생산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표 Ⅴ-16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1) (2003년)
(단위 : 10억원)

주 : 1) 최종 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
x 100
항목별 최종수요액

2) 소비 = 민간소비지출 + 정부소비지출
3) 투자 = 민간고정자본형성 + 정부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
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먼저 영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산
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
수로서 당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자
동차의 수요는 엔진, 타이어 등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영향력계수란 이러한 자동차산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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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자동차산업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철강, 전기, 전자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부문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된다.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
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철강
산업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철강산업 등 각 산업에서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감응도계수란 이때 철강산업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평균과 비교
한 것으로 철강산업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석유정제
와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각 산업부문별 영향력계수는 부표 3-2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의 영향력계수
와 감응도계수를 계산해 보면 먼저 영향력계수는 농림수산업의 열합계 1.680를 전산업 평균
1.849(열합계 51.768÷28)로 나눈 0.909가 된다. 다음 감응도계수는 농림수산업의 행합계 1.792
를 전산업 평균 1.849(행합계 51.768÷28)로 나눈 0.969가 된다.

나.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유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가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이러한 생산활동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증가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Ⅳ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부가가치 유발을 계측하는데 적합한 (I-Ad)-1Yd형 생
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을 도출해보면 V = Âv(I-Ad)-1Yd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Âv(I-Ad)-1형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한 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
타낸다.
바로 부표 4 하단부가 Âv(I-Ad)-1형의 부가가치유발계수표인데 이 표를 이용하면 어떤 산
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가져오는 부가가치유발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림수산
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886단위임
을 의미한다. 2003년중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농림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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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제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Ⅴ-17> 참조).
<표 Ⅴ-17>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한편 최종수요 증가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계산하려면 부가가치
계수 합계의 대각행렬(Âv)에 생산유발액을 곱하면 된다. 즉 Âv(I-Ad)-1Yd를 계산하면 된다. 이
를 부표 7-1에서 보면 2003년중 국산품 최종수요 975조 2,792억원에 의하여 유발된 부가가
치 총액은 766조 9,781억원(부표 7-1의 36열의 합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종수요 항목별
로 나누어 그 의존도를 보면 소비에 의하여 55.5%, 수출에 의하여 21.6% 그리고 투자에 의하
여 22.9%가 각각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부표 7-2 참조).
부가가치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추이를 보면 2003년중 부가가치유발의 소비에
대한 의존도(’
00년 : 54.5% → ’
03년 : 55.5%)와 투자에 대한 의존도(’
00년 : 20.5% → ’
03년 :
21.6%)는 2000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
00년 : 25.0% → ’
03년 : 22.9%)
는 2000년에 비해 낮아졌다(<그림 Ⅴ-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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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부가가치유발의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
(단위 : %)

주 : 부가가치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계수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
x 100
항목별 최종수요액

최종수요 단위당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표 7-1의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을 부표
1-1의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2003년중 최종수요 총액기준으로 0.741(부표 7-3의
제 36열의 합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종수요 항목별로는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800
으로 가장 높다.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Ⅴ-18>과 같다.

<표 Ⅴ-18>

주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액
x 100
항목별 최종수요액

외화가득률
외화가득률은 보통 수출액에서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수입원자재액만
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게 되면 수출액에서 그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 투입된 수입원자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액까지도 모두 공제하여 계산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외화가득률을 얻게 된다. 이렇게 구한 외화가득률은 결국 수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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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1에서 수입유발계수를 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같은 개념으로 부품의 국산화율과는 개
념이 다르다.

외화가득률의 경우

E-Am(I-Ad)-1
E

E

= Âv (I-Ad)-1

(단, Âv : 부가가치율, (I-Ad)-1 : 생산유발계수, E : 수출액 벡터)과 같이 유도된다.
유도식에 의하면 부가가치율 Âv 와 생산유발계수 (I-Ad)-1이 외화가득률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율의 경우 수출품 생산함수의 변동,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원유 등)의
가격변동 및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등 수출품의 단위당 수출가격변동 등의 영향을 받는다.

수출품의 가격은 반도체 등의 경우와 같이 국제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나
라에서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이 불가피한 원유와 중요 소재부품은 독과점원리에 의해 가격
이 결정되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의 수출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부품 등의
가격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만으로도 외화가득률이 낮아질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I-Ad)-1)는 한 나라 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므로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국산화율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수출은 최종수요 구성항목의 하나이므로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일반적으로 소득
방정식 Y = C + I + E - M에서 ΔY = ΔC + ΔI + ΔE - ΔM로 나타내 ΔE / Yt-1로 계산
하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는 경우 [Âv (I-Ad)-1ΔE] / Yt-1로 표시
하며 Âv (I-Ad)-1의 크기는 항상 1보다 작으므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일반
적인 경우보다도 더 낮게 나타난다.
1995년, 2000년 및 2003년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외화가득률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전산업평균 외화가득률 추이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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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수요와 수입유발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간재는 국산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의
해서도 충당되므로 최종수요와 수입을 관련시켜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를 계측
할 수 있다.
Ⅳ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균형식 AmX + Ym = M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Ad)-1Yd를
대입하면 Am(I-Ad)-1Yd + Ym = M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Am(I-Ad)-1을 수입유발계수
행렬이라고 하는데 부표 4 상단부가 Am(I-Ad)-1형 수입유발계수표이다. 이 표를 이용하면 국
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주어졌을 때 이에 의하여 유발되는 직·간접 중간재 수입액을 구할
수 있다.
부표 4 상단부의 Am(I-Ad)-1형의 수입유발계수표를 보면 농림어업, 광업 및 서비스업 부문
의 수입유발계수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제조업의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 Ⅴ-19>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주 : Am(I-Ad)-1형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 수입유발액은 수입유발계수행렬에 국산품 최종수요
벡터를 곱하여 구한 직·간접 수입유발액에 수입품 최종수요액을 더하여 구하는데 이와 같
은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M = Am(I-Ad)-1Yd + Ym 이 된다.

119

부표 6-1 및 6-2에서 보면 2003년중 최종수요 1,035조 2,747억원에 의하여 유발된 수입
총액은 268조 2,965억원(부표 6-1의 제36열 합계)으로 소비에 의하여 39.5%, 수출에 의하
여 35.8% 그리고 투자에 의하여 24.6%가 각각 유발되었다.
<그림 Ⅴ-5>

수입유발의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
(단위 : %)

주 : 수입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x 100
수입 총액

수입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추이를 보면 2003년중 수입유발의 소비에 대한 의존도
(39.5%)는 2000년(36.5%)에 비해 높아졌으나, 투자에 대한 의존도(’
00년 : 27.2% → ’
03년 :
24.6%)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
00년 : 36.3% → ’
03년 : 5.8%)는 낮아졌다(<그림 Ⅴ-5> 참조).
최종수요 단위당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에 의한 수입유발액을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2003년중 최종수요 총액 기준으로 0.259(부표 6-3의 제 36열 합계)로 나타나고 있
으며 최종수요 항목별로는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0.353으로 가장 높다.
한편 최종수요 단위당 수입유발계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중 0.259로 2000년보다 낮아
졌는데, 항목별로는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수입유발효과가 각각 2000년 0.211, 0.346 및
0.367에서 2003년 0.200, 0.285 및 0.353으로 하락하였다(<표 Ⅴ-20> 참조).
<표 Ⅴ-20>

주 :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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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x 100
항목별 최종수요액

자급자족도
자급자족도란 국내최종수요 즉 소비 및 투자를 전부 국내생산만으로 자급자족할 경우의 필
요생산액에 대한 실제생산액의 비율을 말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게 되면 산업별 자급자족도를 계측할 수 있다. 1995년, 2000년 및
2003년 우리나라 산업별 자급자족도를 계측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산업별 자급자족도 추이
(단위 : %)

주 : 자급자족도 =

실제생산액
x 100 =
자급자족생산액

X
x 100
(I-A)-1(C+I)

영화「왕의 남자」및「괴물」
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산업연관표는 주로 경제구조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서 볼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들을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중 흥행 1, 2위는 한국영화인「괴물」및「왕의 남자」
로관
객수는 각각 1,302만명, 1,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영화산업 결산」
, 영화진
흥위원회)
1인당 극장 입장료를 7,000원으로 가정하면 영화「괴물」및「왕의 남자」
가 거두어들인 국내
흥행수입은 각각 약 911억원 및 약 861억원에 달하는데 동 수입이 모두 영화제작 등에 다시 투
입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영화들이 전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
하여 분석해 보고 역시 같은 기간 중 인기 차종이었던 SONATA와 비교해 보자.
「괴물」
의 국내 흥행수입은 약 911억원인데 영화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약 1.956이므로「괴
물」
이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킨 생산액은 약 1,782억원(1.956×911억원)에 달한다. 이뿐
만 아니라 영화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852이므로 약 776억원(0.852×911억원)의 부가가
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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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괴물」
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직접 관여된 영화인들 외에도 필름, 의상 등의
영화제작도구와 기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여러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용이 필요하
다. 이렇게「괴물」한 편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고용자수(피용자)는 약 1,084명(물가
지수 조정)으로 영화
「괴물」
한 편의 고용유발은 대규모 공산품 제조업체 1개사와 같은 정도인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SONATA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괴물」
이 유발시킨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SONATA 1대(약 1,895만원)를 생산할 때의 생산유발액이 약 4,607만원(승용차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2.431× 1,895만원)이라고 할 경우 SONATA 약 3,869대(1,782억원/4,607만
원)를 만들어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괴물」
이 유발시킨 고용자수(피용자)도 역시 SONATA 1대 생산의 고용유발인원이 약
0.174명(고용유발계수 0.0000913×1,895만원)이므로 SONATA 약 6,200여대(1,084명/0.174명)
를 생산하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SONATA 1대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이 약 1,410만원(부가가치유발계수 0.744×1,895만원)
이므로 SONATA 약 5,504대(776억원/1,410만원)를 생산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화「왕의 남자」
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해 보면 생산유발액은 1,684억원, 부
가가치유발액은 733억원, 고용유발인원 1,024명이 되어 생산유발면에서 SONATA 3,655대를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유발면에서는 SONATA 약 5,900여대를 생산하였을 때의
고용유발인원과 동일하다.
이렇게 산업연관표로부터 유도되는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계수표 등을 이용하면 특정
경제활동 또는 경제현상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
제모형과 연결하여 이용하면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정과 통계적 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3. 노동유발효과 분석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에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이나 노동의 산업간 유발효과
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
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의 산업부문간 파급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집약적으로 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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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고 있는 산업연관표가 주로 이용된다. 즉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
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 분석은 물론 생산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동요인 등의 계측이
가능하며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산업별 노동계수를 작성하고, 이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한 노동유발계수 등을 가지고 노동유발효과를 분석한다.

가. 기본원리
(1) 노동계수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
에 있다.
한편, 노동계수는 노동량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
라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된다. 즉,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
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는 취업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 한다. 노동계수가 크면 클수록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므
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생산을 위하여 설비자동화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 산출량 단위당 필
요한 노동량이 작아지므로 노동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산업, 곧 자
본집약적 산업이다. 노동계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설비
의 자동화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지만 근래에는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
도 상당부분 노동계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취업계수는 lw = Lw / X이고 고용계수는 le = Le / X이다.
여기서 Lw는 취업자수, Le는 피용자수, X는 산출액을 나타낸다.

(2) 노동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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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것으로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계수 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동계수가 취업계수인지 고
용계수인지에 따라 취업자수(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를 기준으로 한 취
업유발계수와 피용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로 구분된다.
노동유발계수의 도출을 위하여 앞부분에서 설명한 생산유발계수 산출시 이용한 최종수요
와 총산출액간의 수요방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X = (I-Ad)-1Yd
(X : 총산출액 Ad : 국산투입계수 Yd : 국산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이 방정식의 양변에 노동계수의 대각행렬(l̂ = L / X)를 곱하면 L = l̂(I-Ad)-1Yd이 성립한다.
또는 노동계수의 정의에 의한 L = l̂X(l̂ = L / X)의 우변에 X = (I-Ad)-1Yd를 대입하여도 된다.
즉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Yd)가 외생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량
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취업자기준 노동량은 노동계수에 취업계수를 대입하여 (Lw = l̂ w(I-Ad)-1
Yd) 얻을 수 있고, 피용자기준 노동량은 노동계수에 고용계수를 대입하여(Le = l̂ e(I-Ad)-1
Yd) 얻을 수 있다.
여기서 l̂(I-Ad)-1이 노동유발계수이며, 노동계수에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를 곱한 것으로 노동계수와는 간접노동유발량 만큼 차이가 난
다. 이를 행렬형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노동유발계수 행렬의 i행, i열의 값(li rii)은 부문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i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행렬에서 i열의 합계
(

)는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i부문을 포함한 전산업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노동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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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효과

노동유발계수행렬에 소비, 투자, 수출의 최종수요 벡터를 곱함으로써 최종수요 항목별 노
동유발인원(l̂(I-Ad)-1Yd)을 계측할 수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노동의 유발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동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발되는 생산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인원은 최종수요의 각 항목이 일으키는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노동유발량을 나타낸다.
각 산업별 노동유발량은 각 산업의 실제 노동투입량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수요 전
체가 일으킨 노동유발량(취업자 또는 피용자)에 대한 최종수요 항목별(소비, 투자, 수출) 노동
유발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의존도라고 한다. 최종수요 항목별 노
동유발의존도를 보면 각 부문에서의 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량의 구성비를 알 수 있다.
한편 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인원을 항목별 최종 수요액으로 나누면 최종수요항목별 노
동유발계수(

)가 얻어지는데 이는 최종수요 단위당 노동유발인원을 나타낸다.

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효과도 취업자(피용자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피용자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나. 2003년 고용표를 이용한 노동유발효과 분석
이와 같은 노동의 파급효과 분석은 각 산업이 생산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여러 산업부문
의 생산물을 중간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업부문간 상호 의존관계를 맺고 있어 생산에 필
요한 노동수요도 연쇄적으로 유발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제 부표 8-1~6을 이용하여 취업자 기준으로 2003년 중의 취업구조, 산업별 취업유발인
원, 최종수요와 노동수요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취업구조

2003년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총 취업자는 1,766만 5천명으로 2000년 1,667만
7천명에 비해 98만 8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2003년 제
조업 취업자 비중이 18.6%로 200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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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60.6%로 1995년 53.3%, 2000년 59.4%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Ⅴ-21>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단위 : 천명, %)

주 : 1) ( ) 내는 구성비 ( % )

<그림 Ⅴ-6>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단위 : %)

취업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총산출액
과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림
어업, 제조업은 산출액 비중과 취업자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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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조업은 취업자 비중이 산출액 비중에 비해 낮은데 반해 서비스업은 취업자 비중이
산출액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들 산업간 산출액 비중과 취업자 비중의 차이는
2000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7> 참조).

<표 Ⅴ-22>

산업별 취업자 및 산출액1) 구성비 추이
(단위 : %)

주 : 1) 경상산출액 기준

<그림 Ⅴ-7>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 및 산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 %)

참고로 국제노동기구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표
Ⅴ-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8.8%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1.3%~4.6%)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63.6%로 선진
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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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3>

취업구조의 국제비교1)2) (2003년 기준)
(단위 : %)

주 : 1) 영국과 미국은 16세이상 인구 대상이고 나머지 국가는 15세 이상 인구대상
2) 조사기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를 기준으로 한 취업구조
자료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http://laborsta.ilo.org)

(2) 취업계수

<표 Ⅴ-24>를 보면 2003년중 우리나라는 총 1,705조원의 산출을 위하여 취업자 1,766만
5,156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당 10.4명으로 나타나고 있
다. 취업계수(명/10억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49.3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도 15.2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4.2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계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므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4>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 10억원, 명/10억원)

주 : 1) 2003년 기준 불변산출액을 이용하여 작성
2) 전산업 산출액은 가설부문을 제외한 산출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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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수와 취업자수 증가율에 의한 산업유형분류
어떤 산업의 취업계수가 전산업평균 취업계수보다 크면 노동집약적 산업, 작으면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하고 어떤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연평균 기준)이 전산업평균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높으면 고용확대형 산업, 낮으면 고용둔화형 산업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산업별 취업계수 및 취업자수 증가율과 전산업 평균 취업계수 및 평균 취업자수
증가율간의 관계에 따라 산업을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통합대분류 코드 및 부문명칭 >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7. 석유 및 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 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 및 숙박
21. 운수 및 보관
22. 통신 및 방송
23. 금융 및 보험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 및 국방
26. 교육 및 보건
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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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업계수의 대각행렬에 생산유발계수행
렬을 곱하여 구하게 되는데 부표 8-3이 l̂ w(I-Ad)-1형의 취업유발계수표이다. 이 표를 이용하
여 2003년중 우리나라 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예컨대 전력·가스·수도에 대한 최종
수요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전력·가스·수도부문의 직·간접 유발인원 2.1명(제 17행과 17
열의 교차점)을 포함하여 전산업에서 4.4명(제 17열 합계)의 취업을 유발한다. 즉 취업유발계
수표의 열합계는 해당 부문의 최종수요가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전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한편 부표 8-2의 취업계수표에서 보면 전력·가스·수도 10억원의 생산을 위하여는 1.8
명의 노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본 전력·가스·수도의 직·간접 유발인원 2.1
명과의 차이 0.3명은 자체부문인 전력·가스·수도부문에서의 간접 유발인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접 유발인원은 앞의 생산유발효과 계측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력·가스·수도 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체부문인 전력·가스·수도부문에서도 원료를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된 4.4명에서 전력·가스·수
도부문이 직접 유발한 노동량 1.8명을 뺀 2.6명이 간접 유발된 취업자수가 된다.
취업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직접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농림어업이나 서비
스 등이 높은 반면 다른 산업에 대한 노동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유발효과는 제조업이 상
대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 인원의 비
율인 간접 취업유발률을 계산해 보면 제조업이 184.7%인데 비하여 서비스업은 34.9%에 불
과하다(<표 Ⅴ-25> 참조).

<표 Ⅴ-25>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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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행렬 l̂ w(I-Ad)-1에 최종수요행렬 Yd를 곱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표 8-4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여 구한 각 산업별 노동유발량은
각 산업의 실제 노동투입량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수요 전체가 일으킨 취업유발량에
대한 최종수요 각 항목별(소비, 투자, 수출) 취업유발량의 비중(구성비)은 최종수요 항목별 취
업유발의존도(부표 8-5)를 보면 알 수 있다.
2003년중 우리나라의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및 의존도를 보면 총 취업유발인원
1,766만 5천명중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은 1,071만 1천명으로 60.6%, 투자에 의한 취업
유발인원은 349만 8천명으로 19.8%,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은 345만 6천명으로 19.6%
를 차지하고 있다(<표 Ⅴ-26> 참조).
이와 같은 취업유발인원 및 의존도를 산업부문별로 보면 농림어업부문은 총취업자 193만
2천명중 87.7%인 169만 4천명이 소비에 의하여 유발됨으로써 농림어업의 일자리는 소비의
존도가 높은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부문 일자리의 경우 수출에 대한 의존도
가 47.0%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부문 일자리는 투자의존도가 9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의존도 추이를 보면 소비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2003년 수출의존도는 2000년에 비하여 2.4%p 감소함에 따라 투자의존도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참조).

<표 Ⅴ-26>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인원 및 의존도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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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의존도 추이
(단위 : %)

한편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부표 8-4)을 생산자거래표(부표 1-1)의 최종수요 총액
(제 29행의 30열~36열)으로 나누면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다. 즉, 부표
8-4의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중 민간소비지출에 의해 유발된 각 산업부문별 취업자수
를 부표 1-1 생산자거래표의 민간소비 지출액으로 나누면 전체 민간소비지출이 10억원일 때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가 산출된다.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03년중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적으로 17.1명의 취업자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의
의미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부문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소비 0.2, 투자 6.6, 수출
0.1의 의미는 전산업의 소비가 10억원 발생할 때 건설부문에서 취업자 0.2명, 투자 10억원일
때 6.6명, 수출 10억원일 때 0.1명의 취업자가 유발되었다는 것이다. 전산업으로 볼 때 2003
년에는 소비의 취업유발계수가 20.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가 15.1, 수출은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곧 소비의 취업유발계수가 수출보다 1.5배 이상 크므로 이는 소비가 한
단위 감소했을 때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출은 소비 감소분의 1.5배 이상 증가하
여야 함을 의미한다.
<표 Ⅴ-27>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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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별 생산활동의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건설활동이나 정부서비스 생산활동 등 각종 생산활동이 국민경제
내에서 여타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즉 일정액의 생산활동이 국내 각 산업부문의 산출, 부가가치, 수입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석대상 산업부문이 내생부문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들 관련부문을 외생부
문으로 다루는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설활동과 정부서비
스활동을 예로 들어 생산활동의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건설활동의 파급효과
먼저 건설활동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연관표의 작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부문의 행과 열을 내생부문에서 제외하여 외생부문에 포함
시키면 다음 <표 Ⅴ-28>과 같은 형식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Xd는 국산품 중간투입액, Xm은 수입품 중간투입액을 의미한다.
이때 Xij = aijXj이므로 균형식은

가 되는데 이를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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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8>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3부문의 경우)

따라서

………………………………… ⑼

가 된다.
단 (I-Ad)-1 : 건설부문이 제거된 국산투입계수의 역행렬
Adh : 건설부문 국산투입계수

(9)식에서 최종수요가 영(0)이라면

가 되어 (I-Ad)-1Adh만 미리 계산해 두면 건설활동에 의한 각 산업부문별 생산유발효과를 쉽게
계측할 수 있다. 부표 9-1이 건설부문(제 18부문)을 외생화한 건설활동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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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표이다. 예를 들어 2003년 건설부문의 총산출(총투자) 141조 465억원(부표 1-1의 제35행
과 18열의 교차점)이 각 산업부문에 얼마만큼의 생산을 유발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 산출액(투자액)을 (I-Ad)-1Adh Xh행렬인 부표 9-1에 곱하여 구하는데 그 결과는 열벡터
(………, 161,853, 204,477, ………, 0, ………) 가 된다. 이 열벡터로부터 2003년중 건설활
제9부문

제10부문

동 141조 465억원에 의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제1차금속제품(제 10부문)으로 20
조 4,477억원의 생산이 유발되었으며, 그 다음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제 24부문)로 생산유
발액은 17조 5,943억원임을 알 수 있다. 건설활동 141조 465억원이 국민경제전체에 미친 총
생산유발효과는 타 산업에 미친 생산유발액 136조 1,813억원(부표 9-1, 합계×건설부문산출
액)에 건설활동 자체금액을 더한 277조 2,277억원에 달하였다.
건설활동에 따른 수입유발액은 앞의 건설활동 분석용 산업연관표에서 중간투입과 최종수
요를 각각 국산과 수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수입균형식을 도출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건설활동과 관련된 수입유발액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종수요는 영(0)
이 되어 M = AmX + Amh Xh가 되는데 이 식에 X = (I-Ad)-1Adh Xh를 대입하면 총수입유발액 M =
Am(I-Ad)-1Adh Xh + Amh Xh가 된다. 이때 제 1항은 간접 수입유발액을, 제 2항은 직접 수입유발
액을 나타낸다. 이제 이 식을 이용하여 2003년중 건설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입유발을 가져
왔는가를 살펴보자.
d
부표 9-1의 Am(I-Ad)-1A18
행렬에 동 연의 건설활동액 141조 465억원을 곱하면 간접 수입

유발액이 17조 8,152억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수입유발액은 부표 2-2에
서 건설부문(제 18열)의 수입투입계수에 상기 건설활동액을 곱하여 구하는데 이 금액은 부표
1-2의 건설부문의 수입투입액과 같은 4조 9,886억원이다. 따라서 2003년중 건설활동 141조
465억원이 유발한 직·간접 수입유발액은 22조 8,038억원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
지 방식으로 건설투자가 유발한 부가가치액은 Av(I-Ad)-1Adh Xh + Avh Xh가 되는데 2003년중 건
설활동이 유발한 간접 부가가치유발액(Av(I-Ad)-1Adh Xh)은 53조 5,526억원이고 직접 부가가치
유발액(Ahv Xh)은 63조 6,802억원으로 총 117조 2,327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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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서비스생산활동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은 공익을 위하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일반정부활동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업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유한 서비스생산활동을 의미하며 후자는 직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적 활동을 말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일반정부의 최
종적 지출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정부의 경상적 지출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으
로 이 경우 일반정부를 정부서비스생산자라고 하는 독립된 생산주체로 규정하고 특성상 생
산물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은 일반정부와 정부기업이 정
부활동을 위하여 고정시설, 사회간접시설, 공기업의 생산시설 등 공공설비의 대체 및 신설에
투입하는 소위 정부고정자본형성에 소요된 지출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본적 지출은 정부고정자본형성으로 외생부문인 최종수요에서 처리하
고 있어 자본적 지출인 정부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은 서비스 생산을 위한 경상적 지출에 비하
여 용이하다. 즉 내생으로 처리된 서비스 생산을 위한 경상적 지출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는 별도의 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요한 반면 정부투자의 국민경제파급효과분석은 앞에서 살펴
본 최종수요의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효과 계측과 동일한 요령에 의하여 기존의 산업연
관표를 그대로 이용하여도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내생부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생산을 위한 정부의 경상적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생산부문을 외생변수(최종수요화)로 처리한 별도의 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요한
데 그 작성과정은 건설활동의 국민경제파급효과 분석용표의 작성과정과 동일하다.
부표 9-2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제 25부문) 생산을 위한 정부의 경상적 지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28부문표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2003년중 공공행
정 및 국방서비스의 경상지출 총 57조 6,228억원(부표 1-1의 제25열의 합계)이 각 산업에 미
친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자.
우선 부표 9-2에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 산출액을 곱하면 열벡터 (……, 10,683, 13,656,
제7부문

제8부문

………)를 구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2003년중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활동에 의한 생산유
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기타부문을 제외하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제 24부문)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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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액은 3조 1,925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이 일반기계부문(제 12부문)으로 2조 3,859억원이
었다. 반면에 유발효과가 가장 작은 부문은 광업부문(제 2부문)으로 464억원어치의 생산이
유발되는 데에 그쳤다.
정부경상지출에 의한 수입유발이나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앞에서 언급한 건설활동의 파급
효과 측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측할 수 있다.

5. 물가파급효과 분석
앞에서 본 최종수요의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 효과의 분석은 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
는 수급균형식을 이용한 물량적인 파급효과분석이다. 그런데 산업연관표를 열(세로)로 본 각
산업부문의 투입구성은 곧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가격의 파급효과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물량파급효과분석은 최종수요를 독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생산이나 수입 즉 공급을 유발하
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데 대하여 가격파급효과분석은 임금 등 부가가치항목이나 투입된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생산물의 단위가격은 생산물 한 단위당 비용과 이윤의 합계가 되므로 산업연관표에서 보
면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투입과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즉 생산물 한 단위 가격은 생산
물 단위당 중간재 투입액에 생산물 단위당 부가가치액을 더한 것과 같다. 생산물 단위당 중간
생산물 투입액은 그 산업부문의 물량적 투입계수에 투입되는 상품의 가격을 곱하여 표시하
고 부가가치액은 부가가치계수(율)에 부가가치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생산물이 3가지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격에 관한 균형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 ⑴
위 식을 다시 행렬기호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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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에서 A'는 물량투입계수행렬의 전치행렬, P는 생산물가격 벡터, Âv는 부가가치
계수(율)의 대각행렬, Pv는 부가가치의 단위가격 벡터를 표시한다.
이 가격균형식을 P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이 다부문간의 가격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역행
렬을 구할 수 있게 된다.

………………………………………………………… ⑵

(2)식이 임금 등 부가가치항목의 단위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산업부문별 생산물
가격에 파급되는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산업연관의 가격모형이다. 이 가격모형을 보면 앞에
서 본 물량파급모형과 형식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투입계수행렬의 전치행렬 A'를 사용
하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설명한 것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가격파급효과분석의 기본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 기본모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로 변형된 복잡한 형태의 가격파급모형을 작
성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중간재로 사용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였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를 분석할 경우에 그 중간재가 그대로 내생부문으로 다루어진다면 결국 자체부문의 가격변
동이 자체부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당해 부문을 외생부문으
로 처리하여야 하는 등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임금인상 등의 물가파급효과
산업연관표를 열(세로)로 본 가격균형식 P = A'P+ÂvPv는 일반모형으로서 생산품의 가격
이 중간재로 사용한 다른 상품의 가격과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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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은 수입품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동일한 중간재
도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적합한 가격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
입계수를 우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식을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⑶

가 된다.
여기서 ad는 국산품투입계수, pd는 국산품가격, am은 수입품투입계수, pm은 수입품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가 되는데 가격변동율 모형으로 바꾸면

………………………………………… ⑷

가 도출된다.
여기에서 수입품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Ṗ m = 0) 가정하고 임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려면 (4)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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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⑸

가 된다. 여기서 Ṗ d는 국산품가격의 변동률, Ṗ v는 부가가치 단위 가격의 변동률을 표시하며
Ad'는 국산품 투입계수행렬의 전치행렬을 나타낸다.
(5)식에서 보면 (I-Ad')-1만 계산해 놓으면 임금 등 부가가치 단위가격의 변동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표 10-1이 28부문의 가격파급효과 분석용
(I-Ad')-1형의 표이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W), 영업잉여(R), 고정자본소모(D), 생산세(T)로 구성되므로 이들
부가가치항목의 단위가격 변동에 따른 부문별 가격변동율을 계측할 수 있다. 우선 여타 부가
가치항목은 불변이라 가정하고 부가가치항목중 상품가격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피용자보수(임금) 즉, 노동의 단위가격이 어떤 산업부문에서 변동되었을 때,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부표 10-1을 이용하여 살펴보자.
상기 가격분석의 기본식인 (5)식을 변형하면

이 된다.

단, AW, AR 등은 피용자보수투입계수, 영업잉여투입계수 등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표 2-1
의 30~33행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피용자보수 즉 임금만 변동이 있었고 여타 부가가치항
목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Ṗ d = (I-Ad')-1ÂWṖ W가 된다.
예를 들어 석유 및 석탄제품 부문(제 7부문)의 임금이 10% 인상된다면 (Ṗ W = 10) 부표 101에 열벡터(0, ………, 0, 0.021606×10%, 0, ………, 0)를 곱하면 열벡터 1~6부문 7부문 피
1-6부문

7부문 피용자보수투입계수

인상률

8-28부문

용자보수투입계수 인상률 8~28부문(0.008, ………, 0.223, ………, 0.016, ………)를 얻을
제1부문

제7부문

제17부문

수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품(제1부문)에 0.008%, 자체부문인 석유 및 석탄제품(제7부문)에 0.223%,
전력, 가스 및 수도(제17부문)에 0.016%의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여타 부가가치항목의
단위가격 변동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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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률모형 산출과정
다음과 같은 3부문의 물량산업관련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가격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변을 해당부문의 산출량으로 나누고, 각 가격변수를 기준연도가격에 대한 비교연도가
격의 비율

의 형태로 변형시키면, 각 가격변수의 계수가 금액산업관련표의 투입계수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편의상 1부문에 국한시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위 식에서 상첨자로 기간개념을 도입하여 비교연도 물가균형식을 만든 다음 기준연도 가격
(p )에 대한 비교연도 가격(pt)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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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각 가격비율을 가격변동율 즉,

로 고치면

이다. 여기서 투입계수의 합계는 1이라는 조건 즉,
을 적용시키면 1부문의 가격변동률

는

가 된다.
한편 다른 부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행렬형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의 모형을 얻을 수 있다.

가격변동률모형

나. 공공요금인상 등의 물가파급효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생부문으로 취급되고 있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이 아닌 산
업생산물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 상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상품의 가격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이 변동한 부문을 내생부문에서 외생부문으로
이전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식에서 제2부문을 외생화하면

가 되고, 이를 행렬기호로 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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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데 이를 가격변동률모형으로 바꾸면

………………………… ⑹

가 도출된다.
여기서 Ad' 및 Am'는 외생화된 부문이 제거된 국산 및 수입투입계수행렬의 전치행렬, Asd' 및
Asm'는 가격이 변동된 상품(외생화한 부문)에 대한 여타 부문에서의 국산 및 수입투입계수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이때 수입품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Ṗ m = 0, Ṗsm = 0이고 부가가치도 변동이 없다면 V̇=0이
되므로 (6)식은

……………………………………………………… ⑺

가 된다.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부문을 외생화하여 (I-Ad')-1Ad's 을 계산해 두면 동 부문의 가
격변동이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가격파급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부표 10-2는 28부문표에
서 전력요금(제 17부문)의 변동이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I-Ad')-1Ad's
형의 표이고 부표 10-3은 운임등 교통요금(21부문)이 변동되었을 때 그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표이다. 예를 들어 전력요금 10% 인상의 파급효과는 부표 10-2에 전력요금 인상률 10%
를 곱하여 얻은 열벡터(0.16, 0.29, ………, 0.64, ………)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전력
제1부문

제2부문

제10부문

요금 10% 인상은 농림수산품(제 1부문)에 0.16%, 광산품(제 2부문)에 0.29%, 제1차금속제품
(제 10부문)에 가장 큰 0.64%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운임 등 교통요금 10% 인상의 파급효과는 부표 10-3에 10%를 곱하여 구한 열벡터
(………, 0.56, 0.56, ………, 1.29, ………)에 의거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교통요금
제5부문

제6부문

제9부문

의 10% 인상은 목재 및 종이제품(제 5부문)에 0.56%, 인쇄, 출판 및 복제(제 6부문)에 0.56%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제 9부문)에 1.29%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 수입상품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
어떤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은 우선적으로 당해 수입상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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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변동을 가져오고 다음으로 이들 제품을 다시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제품의 가격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가격파급효과 이외에도 대체효과를 통하여 수입품과 대체관계에
있는 국산품의 가격에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투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이 수입상품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모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본 (4)식의 가격변동률 모형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데 (4)식에서 부가
가치 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Ṗ v = 0이므로

……………………………………………………… ⑻

가 된다. 따라서 (I-Ad')-1Am'만 계산해 두면 여기에 수입상품 가격변동율 벡터(Ṗ m)를 곱하여
수입상품 가격변동이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부표 10-4가
28부문의 (I-Ad')-1Am'형 표이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의 수입품가격이 10% 상승하고 여타 부문의 수입품가격은 불변일 경
우,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표 10-4에 수입가격변동률 열벡터(0, ………, 0, 10, 0,
제8부문

………, 0)를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열벡터(………, 0.60, ……, 1.81, ……, 0.02,
제4부문

제8부문

제23부문

……)와 같다.
즉 화학제품수입가격의 10% 상승이 가져오는 물가파급효과는 자체부문인 화학제품에 가
장 많은 1.81%의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 섬유 및 가죽제품(제 4부문)에 0.60%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수입상품 가격변동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문은 금
융 및 보험(제 23부문)으로 0.02%이다.

라. 환율변동의 물가파급효과
환율변동은 수입상품가격(원화표시)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수입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
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 변동을 가져와 결국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국
통화의 가치상승은 수입업자의 원가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제품판매가격에 파급됨으로
써 국내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한다.
환율변동의 물가파급효과 계측을 위해서는 수입상품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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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모형인 (8)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환율변동으로 수입상품의 원화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생산원가가 변동하면 곧바로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한 경우이다. 즉 수입상품가격 변동시에는 수입가격변동률 벡터 (Ṗ m)중
에서 당해 수입상품부문에만 값이 나타나고 나머지 산업부문은 모두 영(0)의 값을 갖도록 하
는데 대하여 환율변동시에는 수입가격변동률 벡터의 값이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동일한 수치
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예를 들어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10% 상승(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하락)하였을 때
각 부문의 가격에 미친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부표 10-4에 열벡터(10, 10, 10,
………, 10)를 곱하여 구한 열벡터(………, 5.91, ………, 4.48, …… …, 0.50, ………)를 이
제7부문

제13부문

제23부문

용하면 된다.
이를 통하여 각 부문별 파급효과를 보면 석유 및 석탄제품(제 7부문)의 가격상승효과가
5.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기 및 전자기기(제 13부문)로 4.48%이며, 가장 적게 영향
받는 부문은 금융 및 보험(제 23부문)으로 0.50%의 가격상승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입상품의 외화표시 가격 및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수입상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상승하고 동시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수입상품가격변동
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계측모형인 (8)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제 8
부문)의 수입품 외화표시가격이 10% 상승(여타 부문의 수입품가격은 불변)하고 동시에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표 8-4에 수입가격변동률 열벡터(10, 10, ……, 21,………,10,10)를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
제8부문

그 결과는 열벡터(……, 5.98, 5.73, ……, 0.52, ……)이다.
제7부문 제8부문

제23부문

즉, 석유 및 석탄제품(제 7부문)에 가장 많은 5.98%의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 화
학제품(제 8부문)에 5.73%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문은
금융 및 보험(제 23부문)으로 0.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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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003년 산업연관표의 404개 기본부문에 소비자물가 516개 품목, 생산자물가 923개 품목을
대응(코드매치)시키고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물가파급효과를 계측하면 다음과 같다.
전산업에 걸쳐 임금이 10%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 물가는 2.9%, 생산자물가는 2.8%의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유가격
과 환율이 각각 10%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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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9>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물가파급효과
(단위 : %)

주 : 1) 석유 및 석탄제품
2) 화학제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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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의 한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 분석은 중간재로 사용되는 상품이나 부가가치항목의
가격변동이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물가분석 등에 유용
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 분석은 가격변동의 파급시차를 파악하기 곤란하
다. 즉, 투입비용의 변동이 모두 제품가격에 반영된다는 가정(원자재 등의 가격상승은 모두
제품의 원가에 전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한의 물가파급효과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격변
동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지 않아 경제여건에 따라 상품이나 부가가치항목의 가격변동이 시차
에 따라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투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연도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구조를 전제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 및 신상품 출현 등으로 인한 생산기술구조의 변화, 상품별
상대가격체계 변화로 인한 산업간 투입(산출)구조의 변화 등 그 이후 투입구조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셋째, 투입비용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의 파급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투입비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우보다
물가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공공요금인상의 물가파급효과 분석시 이용된 외생화 모형은 외생화된 부문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누락되는 단점이 있다.

6.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 분석
산업연관표는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여 장래의 경제예측이나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수립을 행하기 위하여는 통상 거시
계량경제모형이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각종 경제변수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비교적 신속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산업연관분석모형과 같이 최종수요와 각 산
업별 생산액 등을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형태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산업연관분석모형은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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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경제예측의 경우 예측연도의 최종수요를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별
도 추정한 다음 여기에 부합하는 산업별 생산액, 수입액, 필요 고용량 등을 산업연관분석모형
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경제예측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산업연관표의 작성
연도와 예측(계획)년도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예측결과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최근의 기
술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간이연장표 등을 작성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가. 경제예측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예측은 주로 장래의 최종수요를 추정하여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 산업부문별 총산출액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
종수요를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연도에 있어서
의 공공투자계획, 수출입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의 추진계획이나 소비자 수요행태의 변화는
물론 자연적인 추세변화 등을 고려하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게 된다. 최종수요의 각
품목별 배분은 별도로 구축된 품목별 구조방정식(예: 소비함수, 수출함수) 등에 의하여 행해
진다. 이렇게 하여 추정한 산업부문별 생산물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벡터를
생산유발계수 행렬에 곱하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총산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기준연도와 예측연도의 투입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투입계
수는 현실적으로는 기술개발, 수요의 변화, 상대가격의 변화, 신제품의 발명 등 여러 요인들
에 기인하여 매우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예측연도의 투입계수
도 추정을 하게 된다. 투입계수의 추정은 기준연도의 투입계수를 기술적·전문적 정보에 의
해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RAS법, 평균증가배율법, Lagrange 미정계수법 등을 이용하여 이
루어진다.
한편,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유발액, 수입유발액 및 고용유발량 등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되는 산업부문별 총산출, 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은 예측년도의 경제구조를 나타내
는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장래의 경제구조를 미리 분석하여 관련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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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정책효과 분석
산업연관표의 중요한 용도중의 하나는 특정 경제정책의 집행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과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면, 한 경제내에 신규 산업을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 산업에 신규기업의 진입·퇴출을 결
정하는 경우 이로 인해 기존 산업이나 기업들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변화로 유발되는 생
산량의 증가(또는 감소) 효과로 정책의 편익(또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 예로는,
정부가 경기불황시에 경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출이나 조세정책을 통한 확대재정정
책을 실시할 경우, 이로 인해 특히 불황산업에 어느 정도의 수요제고 효과를 야기하는가에 대
해서도 산업연관분석의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중의 하나는 장래 특정연도의 공급과 수요를 산업별로
세분하여 예측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계획기간 중의 국내총생산과 최종수요항목 등에 대한 목표치(예컨대, 목표성장률)가
주어지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필요산출액, 수입수요 등을 예측해 봄으로써 산
업부문별 수요와 공급의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영국 캠브리지대학 응용경제학과에서 개발한 계획모형 <그림 V-9>을 통하여 산
업연관표를 경제계획수립에 이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단계로 기준연도부터 목표연도까지 계획된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하여 목표연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는 목표연도의 생활수준과 소비자 수
요행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정된 국내총생산을 지출측면에서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
출, 재고증가, 고정자본형성 및 수출의 다섯가지 최종수요항목으로 분할한다. 동 최종수요항
목별 추정치들은 과거의 최종수요 항목별 추이와 본 모형에서의 추정과정을 통해 추후에 수
정된다. (3)~(4)단계에는 앞에서 추정된 각 항목별 최종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와 일
관되게 상품군별 수요벡터로 세분한다. 이상의 단계를 거쳐 (5)단계에는 최종수요 벡터를 추
정한다.
(6)~(7)단계에는 동 최종수요 벡터를 산업연관표에 연결하여 중간수요와 총수요 수준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8)~(9)단계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토대로 국내가격과 수
입가격의 상대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총산출과 수입 수준
을 각각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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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단계에서는 산업별 자본스톡을 나타내는 자본매트릭스와 고용계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국내총산출 수준에 대응하는 자본소요량과 노동소요량을 추정하고, (11)단계로 이와
같이 계측된 자본소요량에 의하여 당초의 고정자본형성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한편 (12)단계에서는 추정된 자본소요량과 노동소요량을 기초로 하여 본원적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목표연도 투입량을 추정하고, 다음의 (13)단계에서는 동 요소 투입량과 요소가
격을 기초로 국내생산비용(home costs) 또는 국내부가가치를 계측한다. (14)단계에는 산업
연관표의 투입계수와 추정된 국내생산비용(국내부가가치) 그리고 수입품 가격을 결합하여 국
내가격 수준을 추정한다. 이상의 가격들은 기준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목표연도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제품과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변화도 고려하여 목표연도의 제품
별 상대가격을 추정하여야 한다.
(15)단계에는 이렇게 추정된 국내가격 수준을 토대로 당초의 국내최종수요를 다시 수정한
다. 또한 (16)단계에는 추정된 국내가격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추정하며, (17)단계에는 동 수
출가격을 토대로 당초에 추정된 수출규모를 수정한다. (18)~(20)단계에는 앞에서 추정된 수
출입 수준을 기초로 하여 국제수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 모형의 두 가지 제약조건(constraints)으로 노동공급량과 목표 국제수지(desired
balance of payments)가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21)~(23)단계에는 이상의 단계를 거쳐
추정된 노동소요량과 국제수지가 이들 제약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모형의 제
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 제약조건이 충족되고 경제 제변수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당초 설정한 성장률을 수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상의 추정단계를 재차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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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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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계획수립 모형(예시)

7.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국내수요, 수출 등 수요측 요인과 생산요소, 기술변화 등 공급측 요
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
나는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자본, 노동 등 여러 생산요소들의 변동을 경
제성장의 요인으로 고려하는 분석방법인 성장회계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최종수요, 수
입대체, 수출 등의 변동을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고려하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투입구조와 산업간 연관관계의 체계 내에서 국내최종수요, 수출 등
수요요인의 변동이 산업별 제품생산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들을 계측할 수 있다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는 국내최종수요, 수출, 수입대체 등의 변동이 산업별
생산의 변동 즉,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산업간 연관관계의 체계내에서 국내최종수요, 수출 등 수요 요인 뿐
만 아니라 기술변화 요인도 계측하여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이용하는 산업
연관표는 (접속)불변산업연관표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장회계방법이나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과는 달리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두 산업연관표를 필요로 한다. 즉,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두 시점의 생산유발관계식을 분해하여 비교
함으로써 산업별로 두 시점간의 총산출액 변동을 야기한 요인별 기여의 정도를 계측하는 것
이다. 예컨대, 총산출액이 두 시점간에 연평균 10% 성장했을 경우 동 성장에 대한 국내최종
수요의 기여율은 80%(기여도로는 8%), 수출의 기여율은 20%(기여도로는 2%)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성장요인의 분석은 1960년 체너리(H. B. Chenery)에 의하여
처음 시도된 이래, 쉬르퀸(M. Syrquin), 구보(Y. Kubo) 등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장요인 분석방법은 불변부문별 비
율방법을 적용하여 균형성장 또는 비례적 성장으로부터의 편차(deviation from balanced
or proportional growth)를 분석하거나, 또는 실제 성장의 절대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불변 부문별 비율 방법은 산업별 총공급(=국내총산출 + 수입)대비 수입비율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고 동 비율의 감소 즉 국내총산출의 비중 증가를 수입대체로 계측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균형성장 또는 비례적 성장으로부터의 편차를 분석하는 방법은 경제 내 각 산업이 경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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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균형성장(주로 GDP성장배율 λ
)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각 산업별 비교연도의 실제 산출
액(X2)과 균형성장에 의한 산출액(λ
X1)의 차이(ΔX=X2-λ
X1)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실제 성장의 절대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시점간 각 산업별 실제 산출액의
차이(ΔX=X2-X1)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쉬르퀸의 모형을 중심으로 위에서 설명한 두 분석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먼저, 실제 성장의 절대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산업연관표에서 총공급은 국내총산출(X)과 수입(M)으로, 총수요는 중간수요(W)와 최종수
요로 구성된다. 최종수요는 국내최종수요(D)와 수출(E)로 나눌 수 있으므로 경제전체의 수급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국내총산출(X) + 수입(M)] = [중간수요(W) + 국내최종수요(D) + 수출(E)] …… (1)

위의 균형식을 국내총산출에 대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2)식과 같다.

X = W + D + E - M ……………… (2)

그리고 산업연관표의 거래표를 국산품 거래표와 수입품 거래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
다면 (2)식은 다음의 (3)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X = AdX + AmX + D + E - Mw - Mf ……………… ⑶
단, X : 국내총산출벡터
Ad : 국산투입계수행렬
Am : 수입투입계수행렬
D : 국내최종수요벡터
E : 수출벡터
Mw : 중간재수입벡터
M f : 최종재수입벡터

(3)식에서 수입중간투입인 AmX와 Mw을 상계하고, 국내최종수요에 대한 최종재 수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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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각행렬을 M̂이라 하여 최종재 수입을 수입비율과 국내최종수요의 곱 즉, M̂D로 나타내
면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AdX + (I-M̂)D + E ……………… ⑷

그리고 국산거래표로부터 도출된 생산유발계수인 (I-Ad)-1를 Rd라고 하면 (4)식은 오른쪽
의 AdX를 왼쪽으로 이항시킨 다음 X에 대해 정리한 X = (I-Ad)-1[(I-M̂)D + E]를 아래의 (5)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Rd[(I-M̂)D + E] ……………… ⑸

(5)식으로 부터 일정한 수학적 계산과정을 거쳐 기준연도(제1기)에 대한 비교연도(제2기)의
국내총산출 증가(△X=X2-X1)를 파쉐식(비교연도 기준)으로 요인별로 분해하면 아래의 (6)식
과 같은 성장요인분해식을 얻는다.

……………… ⑹

단,

: 국내최종수요 확대효과
: 수출수요 확대효과
: 최종재 수입대체효과
: 중간재 수입대체효과
: 기술변화효과
: 총산출액 변동분
: 국내수요 변동분
: 수출의 변동분

하첨자 : 2 (비교연도), 1 (기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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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여기서 (A2-A1)X1 = (Am2/A2-Am1/A1)A1X1인데, 이는 중간재의 수입대체효과가 제1기의 중
간투입량(A1/X1)에 전체 중간투입대비 수입중간투입 비율의 변화(Am2/A2-Am1/A1)을 곱하여 구
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균형성장 또는 비례적 성장으로부터의 편차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생산유발관계식을 이용하면 외생변수인 국내최종수요, 수출 등의 변동으로 인한 산업별
총산출액의 변동을 계측할 수 있다. 이때 외생변수와 총산출액의 변동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서 GDP성장배율 λ
(= GDP2÷GDP1)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GDP2는 비교연도의 국내총생산,
GDP1은 기준연도의 국내총생산을 각각 의미한다.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에 각 산업에 대
한 국내최종수요, 수출과 같은 외생변수가 동 기간중의 전체 GDP성장배율만큼 변동한다면
각 산업의 총산출액도 동일배율로 변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생변수가
GDP성장배율보다 빨리 증가하여 각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외생변수의
증가율이 GDP성장배율보다 낮아서 산업별 성장을 둔화시키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
다. 따라서 비교연도의 실제 산업별 총산출액은 기준연도의 실제 총산출액의 λ
배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각 산업의 성장이 GDP성장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로
표시할 수 있다.

△D = D2 - λ
D1 ……………… ⑺
△E = E2 - λ
E1

……………… ⑻

△X = X2 - λ
X1

……………… ⑼

여기서 D2와 D1은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의 국내최종수요의 열벡터, E2와 E1은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의 수출액 열벡터, 그리고 X2와 X1은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의 산출액 열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위 식에서 λ
는 GDP성장배율을 나타내므로 λ
X1은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이 GDP와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비교연도의 총산출액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비교연도의 총산출액은 일반적으로 이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X가 바로 그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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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앞의 △X = X2 - λ
X1관계식에서 X2과 X1을 생
산유발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된 생산유발 관계식을 분해함으
로써 두 시점간의 산업별 성장을 야기한 요인을 국내최종수요의 변동, 수출의 변동, 중간재
수입대체, 최종재 수입대체, 기술변화 등으로 나누어 계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실제성장의 절대적 차이를 기준으로한 분석방법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몇 단
계의 수학적 계산과정을 거치면 아래의 (10)식과 같은 경제성장에 대한 요인분해식을 얻을 수
있다.

……………… ⑽

단,

: 국내최종수요 확대효과
: 수출수요 확대효과
: 최종재의 수입대체효과
: 중간재의 수입대체효과
: 기술변화효과

여기서, Rd2는 비교연도의 국산중간투입계수(Ad)를 이용한 (I-Ad)의 역행렬 즉, 생산유발계
수행렬(= (I-Ad2)-1)이며, M f는 최종재 수입을 의미한다. 또한 Am2와 Am1은 각각 비교연도와 기
준연도의 수입투입계수를 나타내며, A2와 A1은 각각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의 중간투입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10)식의 우변 제1항은 국내최종수요의 변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제2항은 수출의 변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각각 나타낸다.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최종재와 중간재의 수입대체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제5항은
투입계수의 변화로 표시한 기술변화의 경제성장 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157

<표 Ⅴ-30>

요인별 산업성장 기여율
(단위 : %)

주 : △X=X2-X1에 대한 각 성장요인의 백분비

<표 Ⅴ-30>은 1990-1995-200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에 실제성장의 절대적 차이를 기
준으로 한 요인분해식인 (6)식을 적용하여 1990~95년과 1995~2000년의 산업별 성장요인
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1990~95년과 1995~2000년의 기간중 산업별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두 기간 모두 전산업 평균으로 국내최종수요의 증가와 수출
확대가 산업별 성장에 크게 기여한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수입대체와 기술변화의 기여율은
낮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국내최종수요 증가의 기여율은 양
기간중 74.9%에서 44.3%로 감소한 반면, 수출증대의 기여율은 양 기간중 29.7%에서 57.3%
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전반에 비해 1990년대 후반에 제조업의 성장에 있어 수출
의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중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의 경우
1990년대 후반기 들어 수출의 기여율이 국내최종수요의 기여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서비스
업의 경우에는 국내최종수요가 높은 기여율로 성장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의 경우 수입대체의 부진으로 제조업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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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이용상의 유의점
산업연관분석은 생산의 기술구조가 투입계수행렬로 적절히 표시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일정
기간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장래의 주어진 최종수요에 대응하는 균형생산액을 구할 수 있다
는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고용,
수입 등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물량적 직·간접 파급효과나 물가의 파급효과 등을 계측하는
분석도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경제분석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
여야 한다. 먼저 석유파동 등에 따른 상대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수입대체산업의 발전, 기술혁
신의 진행, 새로운 산업의 도입이나 신제품 개발 등으로 생산의 기술구조가 크게 달라질 경우에
는 기준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출량 예측 등 경제분석에 상당한 오차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연관표를 경제분석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표 작성시점과 사용시점간에 가격
구조나 생산의 기술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만
약 두 시점간에 급격한 구조변동이 있었다면 최근의 기술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연장표나 일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접속)불변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가정이라 할 수 있는 통
계단위의 동질성(homogeneity)이나 투입·산출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주생산물이외에 부차적 생산물도 함
께 생산하는 결합생산의 경우가 있으며 총산출수준이 언제나 투입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점에서 산업연관표 이용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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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의 발전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론과 실증의 양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경제구조분석
방법이 다양해지고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종래의 산업연관표를 확장한 복잡
한 모형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연관표 작성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는
종래의 산업연관표를 발전시켜 최근 작성되고 있거나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불변산업
연관표, 국제 및 지역산업연관표, 환경산업연관표, 사회계정행렬, 연산일반균형모형 및
매년산업연관표 등의 개념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불변산업연관표
각 연도의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인 체계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매 작성시 작성대
상연도의 경제여건이나 기술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부문분류 및 설정, 각 부문
의 개념·정의·범위, 산출액 추계 방법 등이 변화한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각 연도별 산
업연관표를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상호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열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어떤 상품들이 얼마만큼 투입
되고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창출되는가 하는 기술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기술구
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를 금액단위가 아닌 물량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로 이질적인 여러 상품들의 투입내역을 단일기준의 물량단위로 나타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는 대부분 당해연도의 가격, 즉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단위로 작성된다.
그런데 두 시점간 기술구조의 변동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경상가격기준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한 기술구조의 변동요인에는 물량변동요인과 가격변동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시
계열분석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국제원자재 파동 등의 영향으로 상대가격구조가 급격
히 변동하는 경우에 경상가격기준 산업연관표로는 순수한 물량변동에 따른 기술구조의 실질
적인 변화를 파악하기가 더욱 곤란하다. 이에 따라 투입구조의 변동요인중 가격변동분을 제
거한 순수한 물량변동분만을 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가격기준으로 작
성된 산업연관표를 특정연도(기준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
와 같이 특정연도(기준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접속)불변산업연관표
라고 한다.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를 일정한 개념과 정의를 적용하여 통일한 다음, 최근 연도의 산업연
관표 작성시 적용된 계정처리방식과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계수를 수정 추계하여야 한
다. 그 다음으로 당해연도의 가격으로 평가된 산업연관표를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재평가
(inflate)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연도의 각 상품별 가격지수(inflator)를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격지수란 기준연도에 대한 작성연도의 상대가격지수로서 대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별로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불변산업연관표는 최근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거의
수량을 평가하는 방법이 채택되므로 경상산업연관표를 실질화(불변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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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수는 디플레이터(deflator)가 아니라 인플레이터(inflator)에 해당한다. 기본부문별 가격
지수는 기본부문의 구성품목별 가격지수를 구성품목별 산출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구한
다. 가격지수의 산정시 유의해야할 점은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내수요용, 수출용에 따
라 가격이 다르고 또한 국산품, 수입품 등의 구분에 따라 가격이 서로 다르게 평가되므로 이
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가격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격지수는 산업연관표
상의 모든 부문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초자료의 제약 등으
로 인해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가격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물가지수(PPI, CPI, 수
출입물가지수 등)를 이용하는 물가지수법,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단가를 이용하는 단가지
수법, 물량이나 수량신장률을 이용하는 수량지수 또는 수량신장률법, 그리고 투입구조와 각
투입품의 가격지수를 이용하는 투입코스트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초품목에
대한 가격지수 관련자료가 부족한 데다 동일한 기본부문 내에서도 수요처에 따라 상품구성
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부문별로 단일 가격지수를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제약요인들로 인하여 실제로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가격지수가 산출되면 이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상의 부문별로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선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의 재평가는 국산내수품과 수입품의 가격지수를 각각 국산 및 수
입거래표의 행부문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수출을 제외한 최종수요 부문에 적용하는
가격지수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국산거래표에서 국내최종수요에는 국산내수품 가격지수,
수출에는 수출품 가격지수, 수입거래표에서의 최종수요 부문은 수입품 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중간수요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총산출액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경상국산거래
표에서 국산내수품과 수출품을 구분하고 부문별로 국산내수품 및 수출품 가격지수를 행부문
으로 적용한 후 합산하여 불변총산출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불변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 부가가치부문을 직접 기준연도 가격으로 재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부가가치부문의 성격상 총산출이나 중간투입 부문과는 달
리 기준연도 가격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불변부가가치는 통상 불변총산출액에서 불변중간투입액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계산하는
이중디플레이션(double deflation) 방법에 의해 추계된다. 이와 같이 불변부가가치는 이중디
플레이션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산출되므로 제품의 가격과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구조의 변
화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중간투입되는 제품의 가격상승은 원가를 상승시켜 제품의 가
격을 인상시키지만 중간투입품의 평균가격 상승률이 제품가격의 상승률보다 클 때 불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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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감소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변부가가치가 증대하게 된다. 제품의 수급관계, 관
리가격 등도 단기적으로는 원가와 무관하지만 이들 제품의 원가상승은 실질부가가치를 감소
시킨다.
이렇게 작성된 불변산업연관표는 산업별 총산출액, 중간투입액, 부가가치액, 최종수요액,
중간수요액 등과 투입계수, 부가가치율 등 각종 지표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경
제구조분석에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불변산업연관표는 장래의 경제예측이나 경제정책의 수
립을 위해 필요한 투입계수의 추정에도 활용되는 등 제반 산업연관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한국은행은 3개년의 산업연관표를 접속하여 1975-80-85년, 1980-85-90년, 1985-9095년, 1990-95-00년의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공표하였다.

2. 지역 및 국제 산업연관표
전국산업연관표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어 각 산업부문은 한 나라
안에서 하나의 생산기술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산업부문이라 하더라
도 지역에 따라 생산기술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의 경우 일부 지역
에서는 화력에 크게 의존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원자력이나 수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생산물의 거래관계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공산품의
이출이 많고 농산물의 이입이 많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역간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관계를 반영하여 지역간 및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표가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포괄하는 지역의 수에 따라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표는 한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낸 표로 전국산업연관
표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
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수출입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출입으로 계상한
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해당지역내의 산업간 거래관계는 상세히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
과의 거래관계는 이출 또는 이입으로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떤 산업과 생산물
을 거래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지역내 생산파
급효과는 계측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과 관련된 생산파급효과는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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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물의 지역간 및 산업간 거래관계
를 이출입을 다리로 하여 하나로 나타낸 표이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는 생산물은 동일한
것일지라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지가 구분된다. 이와
같이 생산활동에 대한 투입내역과 배분내역이 지역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간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특정지역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지역에 유발시키는 생산, 부가가치 및 고
용 등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분석이
나 지역경제개발계획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실지조사방법(survey method)과 간접추정방법
(nonsurvey method)이 있다. 실지조사방법은 각 지역의 산업별 투입내역과 이출입내역을
직접 조사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간접추정방법은 지역기술계수 및 교역계
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것이다. 실지조사를 통해 지역산업연
관표를 작성할 경우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통계자료가 필요하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
요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지조사방법보다는 간접추정방법에 의해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경제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은 전국산업연관표 작성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간접추정방법
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2007년 3월 발표하였
다. 동 표는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하였
으며 작성에는 3년(2004.4~2007.3)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표 Ⅵ-1>은 전산업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작성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간 산업연
관표이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세로방향은 각 지역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투입내
역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수도권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5조 3,410억원의 생산을 위해 지역내
산업부문으로부터 1조 9,910억원, 타지역 산업부문으로부터 4,920억원을 각각 중간재로 구
입하였고 해외부문으로부터 1,350억원을 중간재로 구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원
적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사용대가로 2조 7,230억원을 지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가로방향은 각 지역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배분내역을 나타
낸다. 수도권의 농림어업부문을 보면 수도권의 농림어업 제품은 지역내 산업부문에 3조
4,410억원, 타지역 산업부문에 2,290억원이 각각 중간재로 판매되었다. 또한 소비 및 투자
등 지역내 최종수요로 1조 5,350억원, 타지역 최종수요로 810억원이 각각 판매되었고 수출
로 530억원이 판매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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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간 산업연관표(2003년)
(단위 : 10억원)

<표 Ⅵ-2>는 <표 Ⅵ-1>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된 투입계수표이다. 투입계수표
는 각 지역 각 산업부문의 생산을 위해 구입한 지역내 및 타지역의 생산물, 수입 중간재 및 본
원적 생산요소에 지불한 비용 등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내 생산물을
0.373단위, 타지역 생산물을 0.092단위, 수입 중간재를 0.025단위, 본원적 생산요소를
0.510단위 구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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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입계수표

<표 Ⅵ-3>은 (I-Ad)-1형의 생산유발계수표이다. 생산유발계수표는 각 지역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지역내 및 타지역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생산물 단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수도권 농림어업부문을 보면 수도권의 농림
어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지역내 전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1.583단위의 생산이 유발되며 타지역의 전산업부문에서 0.271단위의 생산이 유발된다. 결국
수도권의 농림어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전지역 전산업부문에서
1.855단위의 생산이 유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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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유발계수표 : (I-Ad)-1

지역과 지역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 국제산업연관표이다. 즉, 국제산업연관표는 국가간의 상이
한 생산기술구조와 교역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그 기본구조는 지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Ⅵ-4>는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에
서 작성한 2000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한중일 국제산업연관표이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미·일·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10개국을 포괄하는 1990년,
1995년 및 2000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각각 1998년 3월, 2001년 2월 및 2006년 3월
에 각각 공표한 바 있다. <표 Ⅵ-4>을 보면 2000년중 한국에서는 1억 2,001억달러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77억달러와 212억달러를 수입하였으
며 기타 지역으로부터도 1,123억달러를 수입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한국의 재화와 서비스는
다시 중국의 중간재로 191억달러가 투입되고 최종수요부문로 24억달러가 수출되었다. 또한
일본의 중간재로 125억달러가 투입되고 최종부문으로 65억달러가 수출되었으며 기타 지역
의 중간재 및 최종수요부문으로도 1,646억달러가 수출되었다.
한중일 국제산업연관표는 이와 같이 한중일 산업부문간의 거래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표로부터 투입계수표와 역행렬계수표 등을 작성하면 우리나라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산업부문별 대중 및 대일 수입유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한중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
를 수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산업연관표는 국제무역과 경제협력 증대 등으
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경제간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분석과 대외통상정책 수립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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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한중일 국제산업연관표(2000년)
(단위 : 억달러)

3. 환경산업연관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경제성장 및
복지수준의 척도로 중시하는 한편 환경은 일부 천연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준자유재로
간주되어 환경이 제공하는 후생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없이 거의 무상으로 사용됨으로
써 오존층 파괴, 온난화 현상,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환경악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정책 수립시 경제개발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방법론 및 데이터 처리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환경과 경제간의 구조적인 연관관계를 환경산업연관
표 및 환경계정 작성 등을 통하여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의 환경계정 서베이(1995)에 따르면 최소 4개 국가가 환경
계정을 개발하는데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며(덴마크, 독일,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
드가 개발한 환경계정(NAMEA : National Accounts Matrix including Environmental
Accounts)도 부분적으로는 산업연관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de Haan et al.,1994). 또한
UN의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역시 환경에 대한 투입산출분석이 원자재, 생산재,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파
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1)
1)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U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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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은 환경산업연관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형이 명확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환경이 제공하는 후생적 복지에 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이를 경
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초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환경산업연관표에 관한 접근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1997년에 1990년 서독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과정을 물량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금액기준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
(MIOT : Monetary Input-Output Table)와는 달리 물량기준으로 작성하되 투입재료에 자
연에서 직접 투입되는 기체, 액체 및 고체상태의 비생산자연자산(예: 공기, 하천수 등)을 포함
하고 산출물에 잔폐물(기체, 액체 및 고체)을 포함하였다.
동 물량기준 산업연관표(PIOT : Physical Input-Output Table)를 기존의 금액표(MIOT)
와 비교하면, 물량표(PIOT)에서는 최종생산물부문과 본원적투입요소부문이 각각 A, B 두개
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물량표(PIOT)의 내생부분(중간투입 또는 중간수요), 최종생산물 A 및 본원적투입요소 A
는 기존 금액표(MIOT)의 내생부분,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부문과 개념적으로 동일한데, 최종
생산물 B와 본원적투입 B는 발생 잔폐물 및 자연자원 투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의 산업
연관표에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림 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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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물량기준 산업연관표(PIOT)의 기본구조내생부문

이와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환경오염물질 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오염
물질계정을 작성하고 이를 기존의 산업연관표와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산업연관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상품×상품 또는 산업×산업 형태와
는 달리 산업×상품 또는 장방형 투입산출행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에서 1개 이
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그림 Ⅵ-2>에서는 산업연관표와 환경오염물질계정을 결합한 캐나다의 환경산업연관표
의 기본체계를 나타내는데 이 표는 기존의 산업연관표와는 달리 상품벡터와 별도로 환경오
염물질의 흐름을 표시하기 위한 벡터가 추가되어 있다.

<그림 Ⅵ-2>

캐나다 환경산업연관표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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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연관표가 작성되면 환경산업의 생산과 지출활동을 파악함은 물론 특정산업의 생
산활동으로 인한 자원의 투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과의 상관관계 및 환경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환경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첫째, 특정 산업 또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생산기술의 변화 즉 새로운 산업
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생산공정 도입이 경제규모 확대와 환경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셋째, 특정목적의 환경정책이 기업의 경제활동과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넷째,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보조금을 주는 방법 등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4. 사회계정행렬
(SAM : Social Accounting Matrices)
가. 개요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국민경제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구조와 배분구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이용
한 분석은 수요측면에서의 충격에 따른 생산(공급)의 변동을 파악하는 정태적인 부분균형분
석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산업연관표 이외의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생산유발효과 이외에 외부충격에 따른 자원배분, 소득분배, 국제무역 등의 변동을
경제 전체적으로 분석하려고할 경우에는 산업연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제
변동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하면 취업자 형태별 소득분배자료와 조세제도
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사회계정행렬(SAM : Social Accounting Matrices)은 이러한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균형적 분석을 위한 통계표로서 생산 및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계별 소득분배, 세
금 및 보조금 등 정부의 경제활동, 해외 상품거래와 자본거래까지 포괄함으로써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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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민계정을 통합한 일반균형 통계체계이다.
사회계정행렬의“사회(social)”
라는 용어는 국민계정의“국민(national)”
라는 용어와 대비
되는데 이는 산업연관표 등의 국민계정이 경제적, 기능적 활동에 주목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
경제적 배경(지역별, 소득계층별 등)에 따른 구분을 시도한데 기인한다.
사회계정행렬도 산업연관표와 마찬가지로 승수분석을 통하여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이 생산 변동에 주안점을 두는데 비해 사회계정행
렬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가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도록 작성되는 것처럼 사회계정행렬도 경제주체
들의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산업연관표
와는 달리 사회계정행렬은 분석목적에 따라 행렬내에 포함하는 계정의 종류와 세분화 정도
를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작성이 가능하다.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의 구체적인
특징과 분석목표, 사용되는 분석 모형에 따라 사회계정 행렬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결정된다.
표준이 되는 사회계정행렬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정한 원칙과 일관성이 존재한다.
사회계정행렬은 정방행렬로 표시되는데 행에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생산요소별,
제도부문별 및 생산활동별 생산 및 소득발생 자료를 표시하고 열에는 이들 부문에 의한 소득
지출자료를 기록하되 행(또는 열)에 나타나는 수입(또는 지급)은 대응되는 열(또는 행)의 지급
(또는 수입)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사회계정행렬의 행과 열의 수는 해당 경제의 특성과 사회계정행렬의 사용목적에 따라 유
동적으로 결정되는데, 행과 열의 항목들은 경제내의 각기 다른 계정(과목)들을 나타내고 행렬
내의 각 원소는 분석대상 지역 및 기간 동안의 각 계정(과목)간 거래액을 나타낸다.
사회계정행렬의 각 원소는 해당 원소가 위치한 행 계정의 수입이며, 열 계정으로 부터의
지출을 나타낸다. 즉 i행 j열의 항목은 j계정의 지출이며, i계정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Ⅵ-3>은 행과 열 항목으로 생산요소, 제도부문, 자본계정, 생산활동 및 해외로 구분
하여 작성한 기본적인 사회계정행렬의 예를 든 것이다.
생산활동은 1행 및 1열에 나타나는데, 1행의 합과 1열의 합(1,800조원)은 각각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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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산출 및 총투입을 나타낸다. 생산요소가 다양한 생산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2행 1
열에 표시되며 이는 부가가치(800조원)를 구성한다. 동 부가가치에 재산소득(140조원)과 해
외로부터의 수취요소소득(10조원)을 합산하면 국내생산요소의 총소득(950조원)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생산요소를 세분할 경우 각 생산요소에 대한 부가가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 수 있다. 2열에서는 생산요소수입이 각기 다른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표
시하고 있다.
3열에서 6열까지는 국내 제도부문 계정을 나타낸다. <그림 Ⅵ-3>에서는 민간부문(가계,
기업)과 정부부문 및 자본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을 민간 및 공공 생산부문에 제공하고 생산요소소득을 얻는다. 이러한 소득은 가계의
소비, 저축(또는 투자) 등으로 사용된다. 민간기업은 영업잉여를 수입으로 하여 투자하며 해
외부문과의 거래를 수행한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직·간접세를 수입으로 하여 사회
에 대한 정부소비(100조원)와 투자를 실시한다. 자본계정은 잔차 항목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저축은 투자와 일치하되 이들은 각 부문이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고 난 후에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열에서 6열까지의 행과 열의 교차점에 있는 항목은 정부에 대한 소득세(5행 3열), 국내
지분소유자에 대한 배당(3행 4열) 등과 같은 경상이전을 나타낸다.
3행에서 5행까지는 국내 제도부문의 총 경상소득을 나타내고 6행에서는 저축을 나타낸다.
저축은 6행에서 제도부문의 경상계정으로부터 자본계정으로의 이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
어 가계부문의 국내저축(45조원)은 6행 3열에 나타난다. <그림 Ⅵ-3>에서 총저축(245조원)
은 감가상각(105조원), 가계저축(45조원), 기업저축(39조원), 정부저축(55조원) 및 해외로부
터의 순자본이전(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저축은 6열에서 해당 경제의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로 사용된다.
해외부문은 7행 및 7열에서 나타나며 민간기업부문에 의한 투자의 한 부문으로 포함되며
또한 국내생산과정에서 경쟁적 생산요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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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사회계정행렬 형식예
(조원)

주 : 상기수치는 예시임.

5.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가. 개요
산업연관분석과 사회계정행렬 분석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각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들 모형에서는 중간투입
및 산출 또는 각 계정별 합계 및 구성항목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선형성(linearity)을 기본
가정으로 함으로써 분석의 단순성 및 계산의 편리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규모의 수확 체증
또는 체감 등의 경제내에 존재하는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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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용한 분석은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은 소비, 투자 및 수출 등의 경제내에서 설명되어야 할 변수들을 외생화
하고 이들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산업별 생산 변동을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부
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이므로 최종수요가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는 지
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연관분석 및 사회계정행렬 분석이 가지는 선형성 및 부분균형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에 의한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 효용극대화 등의 시장경제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에
서 연산일반균형분석이 등장하였다.

나. 연산일반균형모형
연산일반균형(CGE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CES 등의 함수를 이용하여 조세, 관세를 비롯한 정부의 간섭 또는 경제왜곡 등 대
부분의 현실경제 상황을 모형내에 수용하여 분석한다.
CGE 모형은 크게 생산부문, 소비부문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수요와 공급 균형조건, 생산
요소시장의 균형조건, 대외부문 등으로 구성되며 각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극대
화라는 가정 하에 각 부문별 해를 찾게 된다.
CGE 모형의 기초자료로는 산업연관표 및 이를 이용해서 작성한 사회계정행렬(SAM)과
생산 및 소비함수에 필요한 외생변수(주로 대체탄력성) 등을 들 수 있다(SAM의 디자인은
CGE 모델의 분석구조에 달려 있다).
CGE모형에서는 이와 같이 생산물 및 생산요소 등의 수급 균형조건 등을 내생화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 등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수요와 공급간의 피드백효과를 포괄하게 되고 이로써
각종 경제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일반균형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특징
CGE 모형의 특징으로는 첫째, CGE 모형의 해는 해당 경제의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관계
를 나타내는 다수의 방정식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된다. 즉 해당 경제에 대한 모형의
계수(parameter)와 외생변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수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형내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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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하여 해가 산출된다. 둘째, CGE 모형은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동시에 감안하여 해
를 도출하는 일반균형모형이다. 즉, CGE 모형에서는 생산요소 및 생산물 등의 가격과 수량
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달성하면서 모형내에서
결정된다. 셋째, CGE 모형은 현재의 경제상태를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설정한
다. 넷째, CGE 모형에는 저축과 투자의 균형 등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균형가격 및 수량 등을 산출한다.
CGE 모형 설정은 일반적으로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구분하여 각 시장별로 공급
및 수요조건 방정식 설정 → 가격함수 도출 → 균형가격 산출 → 생산물 및 생산요소 공급규
모 산출 → 경제정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모형 변경 → 정책효과분석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
다. 이때 정책변화 등에 따른 효과분석은 환경변화에 따른 모형변경 전후의 수치로 나타난 해
를 비교하여 이루어지므로 매우 구체적인 정책 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6. 매년산업연관표 작성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
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matrix)형태의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계획부터 각종 조사 및 자료수집, 전산처
리, 생산액 추계 및 확정작업 등을 위해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형태의 작업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산업연관표는 내재된 정보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작성대상년도와 발표시점의 시차가 매우 커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성·발표하는 산업연관표도 끝자리가 0과
5인 연도(예를 들면 1995년, 2000년)에는 실측표가, 끝자리가 3과 8인 연도(예를 들면 1993
년, 1998년)에는 연장표가 각각 작성 발표되기 때문에 시계열로 연결하여 구조분석을 할 경
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작성대상년도와 발표시점간의 긴 시차(time lag)와 시계열 통계로서의 미흡한 역
할 등 산업연관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산업연관표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매년산업연관표의 작성은 직접 추계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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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외생부문(산출액과 최종수요, 부가가치 및 수입)은 직접 조사하여 추계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생부문(투입구조)은 과거 연장표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연장
추계하는 간접법에 의하여 편제할 수 있다.
간접추계방식에 의해 작성된 매년 산업연관표가 기존에 작성하여 왔던 연장표에 비하여
정도면에서 다소 뒤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산업연관표의 시의성 확보와 연속성 제고 그
리고 기존의 연장표 작성에 비해 경비 및 노력의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다. 즉, 간접방식에 의
하여 매년 산업연관표가 작성되면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통계로서의 역할이 제고될 뿐만 아니
라 간접방식에 의한 추정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구조분석 분야에 집중되었던
연구가 미래에 대한 예측도구(forecasting tools)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간접방식에 의한 매년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부문별 산
출액, 부가가치, 최종수요 등의 자료는 국민소득통계 등을 이용하고 내생부문은 RAS방법,
Lagrange 미정계수법, Quadratic 계획법, 선형계획법, Entropy법 등에 의해 추정하는 완
전 간접방법, 둘째는 생산액, 부가가치, 최종수요 추계, 수입거래표 작성 등은 실사조사에 의
한 실측표 작성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내생부문은 실측표 작성년도의 투입구조조사
결과의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는 위 두가지 방법을 결합한 혼합방식
이다. 완전간접방식 가운데 사용빈도가 높은 RAS 방법 및 Lagrange 미정계수법은 <부록4>
간접방식에 의한 산업연관표 작성 방법에서 설명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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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각국의 산업연관표 작성 현황
국 명

1

한 국

부문수

404

작 성 기 관

한국은행(경제통계국)

부속표

비 고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고정자본형성표

2

일 본

517×405

총무성(통계국, 통계기준부)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고정자본형성표

3

중 국

124

4

홍 콩

-

5

싱가포르

155×156

6

말레이시아

98

7

대 만

160×160

국가통계국(State Statistical Bureau)
Census & Statistics Department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행정원주계처 (Directorate-General of

고용표, 수입표, 고정자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본형성표

Economic Analysis and Projection

마진표

8

태 국

180

9

필리핀

229

National Statistics Office

수입표, 마진표

10

인도네시아

175

BPS - Statistics Indonesia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11

방글라데시

79

로만 평가

Division

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생산자가격으

마진표

Studies
12

인 도

115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13

스리랑카

47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14

파키스탄

86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수입표

15

터 키

64

State Institute of Statistics

수입표, 마진표

16

이스라엘

19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고용표, 수입표

17

쿠웨이트

34

Ministry of Planning

마진표

18

이 란

78

Statistical Center of Iran

수입표, 마진표(화물운임)

19

키프로스

33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Research

20

영 국

1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수입표, 마진표

세금매트릭스
별도작성

21

프랑스

116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gue et des

고용표, 고정자본형성표

Etudes Economiques (INSEE)
22

독 일

58

Statistiches Bundesamt

23

오스트리아

178

Aust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고용표, 고정자본형성표

24

네덜란드

-

Statistics Netherlands (CBS)

고용표, 수입표

25

덴마크

130

Statistics Denmark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26

벨기에

60

Federal Planning Bureau

27

이태리

92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세금매트릭스
별도작성

180

국 명

부문수

28

스위스

37

29

그리이스

60

30

스페인

112×74

작 성 기 관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부속표
고용표

비 고
시산표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of Greece

세금매트릭스

(NSSG)

별도 작성

Subdireccion General de Cuentas

수입표

Nacionales
Instituto Nacional de Estatistica (INE)

31

포르투칼

49

32

몰 타

24

Central Office of Statistics (COS)

33

아일랜드

44

Central Statistics Office

34

핀란드

68

Statistics Finland

35

노르웨이

50

Statistics Norway (SSB)

수입표, 마진표

고용표, 수입표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고정자본형성표

36

미 국

495×491

Department of Commerce

고정자본형성표

(Bureau of Economic Analysis)
37

캐나다

243

Statistics Canada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화물운임)

38

멕시코

93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Geography and Informatics (INEGI)

39

푸에르토리코

94

40

코스타리카

42

Oficina del Gobernador
Department of National Accounts of
Central Bank of Costa Rica
Banco Central de Reserva de

41

엘살바도르

45

42

트리니다드토바고

40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43

세인트루시아

80

Government Statistics Department

44

브라질

-

El Salvador

Brazilian Statistical and Geographic

고용표, 마진표

화물운임

Foundation (IBGE)
45

우루과이

55

Banco Central del Uruguay

고용표, 수입표

46

볼리비아

36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NE)

고용표

47

콜롬비아

60

N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고용표, 수입표

48

에콰도르

45

Banco Central del Ecuador

49

칠 레

75

Banco Central de Chile

2000년에 작
성완료

Statistics (DANE)

수입표, 마진표, 고정자
본형성표

50

러시아

110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ussian

수입표

Federation

181

국 명
51

폴란드

부문수

작 성 기 관

58

Central Statistical Office (CSO)

52

유고슬라비아

48

Federal Statistical Office

53

루마니아

103

National Commission for statistics

54

슬로바키아

60

Statistical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55

헝가리

87

Central Statistical Office (HCSO)

56

불가리아

53×76

57

우크라이나

33

National Statistics Department

부속표

비 고

고용표, 고정자본형성표

수입표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화물운임)

58

슬로베니아

110×27

59

에스토니아

104×84

60

라트비아

60

61

카자흐스탄

32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Ukraine
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마진표(화물운임)
수입표

Slovenia
Statistical Office of Estonia

별도 작성
수입표, 마진표

Central Statistical Bureau of Latvia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62

키르기스스탄

34

National Statistical Committee of Kyrgyz

수입표, 고정자본형성표

Republic
63
64

모로코
세네갈

32
29

Direction de la Statistique

수입표, 마진표

Direction de la Prevision et de la
Statistique

65

코트디부아르

44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66

차 드

17

Economiques et Demographiques

67

남아공화국

90

Statistics South Africa

68

탄자니아

79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69

보츠와나

-

Central Statistics Office

70

마다가스카르

30×28

71

말라위

-

72

잠비아

18

73

케 냐

37

74

호 주

1200×10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고용표, 수입표, 마진표

75

뉴질랜드

80

Statistics New Zealand

수입표

76

파나우

-

Office of Planning & Statistics

고용표, 수입표

77

피 지

22

Fiji Bureau of Statistics

78

북마리아나섬

30

Central Statistics Division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Central Statistical Office National
Accounts Branch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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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매트릭스

183

○
○
○
○
‥
‥
○
○
‥
‥
‥

404×404
168×168
077×077
028×028

부문분류
기본부문
통합소분류
통합중분류
통합대분류

부속표
수입표
도소매마진표
화물운임표
잔폐물발생수요표
자가운수표
상품세액표
고정자본형성표1
고용표
수량표
사용표
공급표

‥
○
○

발생주의

기록시점

평가방법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구매자가격

2000

기준년

한국

국가별 산업연관표 작성 현황 Ⅱ

○
○
○
○
○
‥
○
○
○
‥
○

517×405
188×188
104×104
032×032

‥
○
○

○
‥
‥
‥
‥
○
○
○
‥
‥
‥

160×160
045×045
‥
‥

‥
○
‥

현금주의

2000

2000
발생주의

대만

일본

‥
‥
‥
‥
‥
‥
‥
‥
‥
○
○

124×124
040×040
006×006
‥

‥
○
‥

현금주의

1997

중국

○
○
○
‥
‥
○
‥
○
‥
‥

155×156
‥
‥
‥

○
‥
‥

발생주의

2000

싱가포르

○
○
○
‥
‥
○
‥
‥
‥
○
○

229×229
059×059
011×011
‥

‥
○
○

발생주의

2000

필리핀

○
○
‥
‥
‥
‥
‥
‥
‥
‥
‥

175×175
066×066
019×019
‥

‥
○
○

○
○
○
‥
‥
‥
○
‥
‥
○
○

495×491
069×066
013×012
‥

‥
○
○

발생주의

1997

2000
발생주의

미국

인도네시아

184
○
‥
‥
‥
‥

(준)공공기관 영업잉여
공기업
공공행정
국공립 교육
국공립 의료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
○

자가소비
자가소유 주택
자가소비 농산물
총매출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
○
‥
○

부산물 처리방법
일괄방식
이전방식
부의 투입방식
분리방식

(준)공공기관 산출물 기준
공기업
공공행정
국공립 교육
국공립 의료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
‥
○
‥

잔폐물 처리방법
일괄방식
이전방식
부의 투입방식
분리방식

한국

○
‥
‥
○
‥

총매출
총비용
총비용
총수입
총비용

○
‥

‥
○
○
‥

○
‥
○
‥

일본

‥
‥
‥
‥
‥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
‥

○
○
‥
‥

○
○
‥
‥

대만

○
○
○
○
○

총매출
총예산
총비용
총비용
총수입

○
‥

‥
‥
‥
○

‥
‥
‥
‥

중국

○
○
‥
‥
‥

총매출
총매출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
‥

○
‥
‥
‥

○
‥
‥
‥

싱가포르

○
‥
‥
‥
‥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
○

○
‥
‥
‥

○
‥
‥
‥

필리핀

○
‥
‥
‥
‥

총매출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총매출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
총비용+귀속임료

○
○

‥
‥
○
‥

‥
‥
○
‥

미국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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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정자산
고정자본소모 처리

중간소비(투입) 및 고정자본 처리
연구개발
광산개발
문학·예술품원본 취득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득과 소비
혼합소득과 영업잉여 구분
집단소비와 개별소비 구분

○

중간소비
고정자본
중간소비
고정자본

‥
‥

금융리스

○
○

로열티 산출물 인식
생산 무형자산에 지급
비생산 무형자산에 지급

금융리스 처리방법

○
○

국공립 구분
교육
의료

한국

○

중간소비
고정자본
중간소비
고정자본

‥
○

운용리스

‥
‥

○
○

일본

‥

중간소비
중간소비
중간소비
중간소비

‥
‥

금융리스

○
○

‥
‥

대만

‥

중간소비
고정자본
중간소비
중간소비

‥
‥

금융리스

○
○

‥
‥

중국

‥

고정자본
고정자본
고정자본
고정자본

‥
‥

금융리스

‥
‥

‥
‥

싱가포르

○

중간소비
고정자본
고정자본
고정자본

‥
‥

금융리스

‥
‥

○
○

필리핀

‥

중간소비
중간소비
고정자본
고정자본

‥
○

금융리스

‥
‥

‥
‥

인도네시아

○

중간소비
고정자본
중간수요
고정자본

‥
‥

운용리스

○
○

○
○

미국

<부록 2> 고정자본스톡표

1. 고정자본스톡표의 의의
고정자본형성표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에 산업별로 어떤 고정자산(자본재)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자본재×산업의 행렬로 나타낸 표인데 반하여 고정자본스톡표는
일정시점에 산업별로 어떤 고정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자본재×산업의
행렬로 작성한 표이다.
여기에서 고정자본스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나 실제 상태에 관계없이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제품가격으로 평가한 특정시점에서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신제품가격은 과거
에 취득한 자산과 동일한 유형의 자산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구한다.
고정자본스톡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자본스톡을 먼저 추계하여야 하는데 자본스톡은 총
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자본스톡은 위에서 설명한 고정자본스톡을
말하며, 순자본스톡은 총자본스톡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은 직접추계방식과 간접추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추
계방식은 국부조사에 의한 추계방식이 있고 간접추계방식으로는 물량가격법, 영구재고법,
기준년접속법 등이 있다. 각 방식의 의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국부조사법(National Wealth Survey)
국부조사법은 각각의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직접 조사하여 각 경제주체별
(또는 산업별), 고정자산형태별로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자본스톡을 구성
하는 개별자산의 수량, 가격 등을 직접 실사하여 추계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하여 정도가 높다
고 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내용연수 산출시 세법상의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의 내용연수와 다르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
도 불구하고 기초자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이 방법
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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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량가격법
물량가격법은 조사시점까지 형성된 자본스톡물량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당해 자산의
평균단가를 곱하여 총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물량자료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표본조
사를 실시하거나 재산세 또는 상속세 통계, 기타 기존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가격자료
로는 당해자산의 전체물량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자산의 평균가격을 이용하며, 생산비 또
는 시장가격이 이용된다.
물량가격법은 추계방법이 간단하나 총물량에 조사시점의 평균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므로
기술진보에 따른 자산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 영구재고법(PIM : Perpetual Inventory Method)
골드스미드(R.W.Goldsmith)가 제안한 가장 보편적 방법으로 과거의 자본형성을 누계하
고, 내용년수가 만료된 자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추계하는 방식이며 추계의 기본모형은 다음
과 같다.

단, GKt : t기의 총자본스톡,
Ii : i년도 투자액,
Di : i년도 감가상각액,

NKt : t기의 순자본스톡
Ri : i년도 자본폐기액
l : 내용년수

이 방식은 국민소득통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국부조사처럼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
게 자본스톡을 추계할 수 있으나 내용연수,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자료, 자본재 폐기분에 대
한 자료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식에 의한 추계는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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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준년접속법(BY : Benchmark Year Method)
기준연도의 자본스톡자료에 총유형고정자본형성의 시계열자료를 접속시켜 각 연도의 자
본스톡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영구재고법의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추계방
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방법은 하나의 기준연도 자본스톡을 기준으로 영구재고법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는
기준년접속법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부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다항식기준년접속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준년접속법의 추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연도(B) 이전의 시계열>

<기준연도(B) 이후의 시계열>

단, GKt : t기의 총자본스톡,
GKB : 기준년 총자본스톡,
Ii : i년도 투자액,
Di : i년도 감가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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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t : t기의 순자본스톡
NKB : 기준년 순자본스톡
Ri : i년도 자본폐기액

2. 자본스톡과 관련한 분석지표
고정자본형성표와 고정자본스톡표로는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생산능력을 나타
내는 지표인 자본계수(Capital Coefficient)와 자본산출계수(Capital-Output Ratio)를 산출
할 수 있는데 자본계수는 생산물 한 단위 생산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를 나타낸 계수이다.
자본계수에는 고정자본스톡표에 의하여 산출되는 총생산에 대한 자본량의 비율인 평균자
본계수(K/Y : Average Capital-Output Ratio)와 고정자본형성표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생산량 변동분에 대한 자본의 변동분의 비율인 한계자본계수(△K/△Y :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가 있다. 장기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규모 결정시에는 평균
자본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자본스톡에 대한 통계는 통계
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부통계가 유일한 통계이며 10년마다 작성하고 있어 평균자본계수를
매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스톡을 증대시켜야 한다. 투자는 생산과정에서 소모
또는 폐기된 생산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하는 대체투자(Replacement Investment)와 기존
의 자본량을 증대시키는 순투자(Net Investment)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합치면 총투자
(Gross Investment)가 된다

가. 순투자/자본스톡
이 비율은 자본축적의 성장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크면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정도가 빠름을 의미하며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있어 공급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나. 대체투자(고정자본소모)/자본스톡
이 비율은 자본의 고정자본소모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한 나라 경제가 적정하게 자본을
공급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비율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자본재의 노후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므로 동 비율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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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의 평균경과율
자산의 평균경과연수는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균연령을 나타내며 평균내용연
수는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균수명을 나타낸다. 평균내용연수에 대한 평균경과
연수의 비율을 평균경과율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노후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한 나라
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의 질적 구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며 생산별 또는 자산별 평균경과
율에 의해 기존의 생산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투자의 필요성과 그 기간 및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다.
평균경과율이 높을수록 자산의 연령이 자산의 수명에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대체투자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전환비율(Conversion Rate)
순자산액에 대한 총 자산액의 비율을 전환비율이라고 하는데 동 비율은 실질적으로 자산
의 평균경과연수를 반영하며 동 비율이 낮으면 보유자산중에 노후화된 자산이나 내용연수가
긴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체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자본스톡과 생산함수
자본스톡은 국민경제의 생산함수를 구체적인 형태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생산과정
에 투입된 자본 한 단위에 대한 산출량을 나타내는 평균자본생산성(Y/K)과 자본 한 단위 추
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의 변동분인 한계자본생산성(△Y/△K)은 자본계수의 역수로서 그 크
기가 클수록 국민경제에 있어서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산업별 자본생산성은 각 산업에
있어 그동안의 투자성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지표
가 된다.
한편, 자본스톡과 취업자수를 이용하여 생산과정에서의 노동 한 단위와 결합된 자본의 양
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1인당 자본장비율(Per Capital Intensity) 또는 자본/노동 비율
(Capital-Labor Ratio)라고 하며 동 비율이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자본의 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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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본 한 단위당 노동비율이 감소하고 노동 한 단위당 자본비율은 증
가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자본의 심화(deepening capital)라 한다.

4. 자본스톡과 경제성장
경제성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스톡이 필요한 데 각 생산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단,

: 경제성장률,

k : 자본증가율,

l : 노동증가율,

t : 기술진보율

r : 총국민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증가율

국민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배분되므로 r과 (1-r)은 각각 자본과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된다.
생산요소의 증가율과 소득분배율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경제성장률 중에서 rk만큼이 자
본의 기여분이고, (l-r)l 만큼이 노동의 기여분이며, t가 기술진보에 의한 기여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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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다국간 파급효과분석 모형

1.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모형을 먼저 편의상 한국과 일본의 2개국 모형을 이용하여 설
명한다. 한국과 일본 2개국을 수출입으로 연결한 한·일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한·일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AKK

AKJ

FKK

FKJ

FKR

XK

AJK

AJJ

FJK

FJJ

FJR

XJ

ARK

ARJ

FRK

FRJ

FRR

VK

VJ

XK

XJ

먼저 <그림 1>에서 한·일 국제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을 행방향(가로방향)으로 보면 한국
과 일본의 중간재 상품의 배분구조를 알 수 있다. AKK는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한국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한국에서 생산한 중간재의 한국으로의 배분)을 나타내며, AKJ는 한
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일본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한국에서 생산한 중간재의 일본
으로의 배분), 즉 일본의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수입(한국의 일본으로의 중간재 수출)을
나타낸다. AJK는 일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한국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일본에서 생산
한 중간재의 한국으로의 배분), 즉 한국의 일본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수입(일본의 한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을 나타내며, AJJ는 일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일본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
(일본에서 생산한 중간재의 일본으로의 배분)을 나타낸다.
한편 내생부문을 열방향(세로방향)으로 보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구조를 알 수 있
다. 첫 번째 줄의 AKK는 한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 투입을, AJ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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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을, ARK는 한국의 기타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투입을 나타내며, 또한 <그림 1>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상품세, 운임 및 보험료가 각각 별도로 표시되며, VK는 한국의 부가가치를, XK =
AKK + AJK + ARK + VK는 한국의 총산출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다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 보조금(-)항목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생산활동이 일어남에 따라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경우에는 첫
번째 열벡터에 나타난다.
두번째 열은 일본의 경우로 일본에서 생산활동이 일어나는데, 일본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한 중간재의 투입은 AKJ, 일본 자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투입은 AJJ, 일본의 기타국으로부
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은 ARJ로 나타나며, 일본의 부가가치 VJ는, 일본의 총산출액은 XJ로 나
타난다. 여기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부과된 관세 및 수입상품세
와 운임 및 보험료가 각각 별도의 행벡터로 나타난다. 한 나라의 산업연관표와 마찬가지로 국
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과 같은 파급효과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각 국의 고용표가 있을 경우 고용유발효과도 분석 할 수 있다.
한편 10개국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내생부문의 첫 번째 열을 보면 한국이 특정 연도에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의 국산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AKK로, 일본(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필리핀)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AJK(AUK, ACK, …)로, 9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위해 지불한 운임 및 보험료는 BAK로, 기타국(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의 중간재 수입은 WAK,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위해 한국이 지불한 관세 및 수입상
품세는 DAK, 국내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VK로 표시된다.
내생부문의 첫 번째 행(가로)을 보면 한국이 특정연도에 생산물을 생산하여 국산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 AKK, 일본(미국, …)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경우는 AKJ(AKU, …)로 표시된다.
외생부문(최종수요)의 첫 번째 열(세로)을 보면 한국이 특정연도에 최종수요로 국산을 사
용하는 경우는 FKK, 최종수요를 일본(미국, …)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FJK(FUK, …)로, 한국이 9
개국으로부터 최종재 수입을 위해 지불한 운임 및 보험료는 BFK, 한국이 기타국(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수입한 최종재는 WFK, 최종재 수입을 위해 한국이 지불한 관세 및 수
입상품세는 DFK로 표시된다.
그리고 외생부문(최종수요)의 첫 번째 행(가로)을 보면 한국이 국산 최종수요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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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FKK, 일본(미국, …)에 최종재로 수출한 경우는 FKJ(FKU, …)로, 기타국(홍콩 등)으로 수출
한 경우는 LWK, 통계상불일치는 QK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2>

10개국 국제산업연관표

AKK AKJ AKU AKC AKN AKI AKT AKS AKM AKP FKK FKJ

FKM FKP LWK

QK

XK

AJK

AJJ

AJM AJP FJK FJJ

FJM FJP

LWJ

QJ

XJ

AMK AMJ

AMM AMP FMK FMJ

FMM FMP LWM

QM

XM

APK APJ

APM APP FPK FPJ

FPM FPP

QP

XP

BAK BAJ

BAM BAP BFK BFJ

BFM BFP

WAK WAJ

WAM WAP WFK WFJ

WFM WFP

DAK DAJ

DAM DAP DFK DFJ

DFM DFP

AUK
ACK
ANK
AIK
ATK
ASK

VK

XJ

VM VP

XK

XJ

XM XP

LWP

주 : 1) AKK~APP : 국가별 중간재 투입 및 배분, FKK~FPP : 국가별 최종재 배분
2) BAK~BAP, BFK~BFP : 국가별 국제운임보험료
3) DAK~DAP, DFK~DFP : 국가별 관세·수입상품세
4) VK~VP : 국가별 부가가치, XK~XP : 국가별 총산출(총투입)
5) 상첨자는 국가(K: 한국, J: 일본, U: 미국, C: 중국, N: 대만, I: 인도네시아, T: 태국, S: 싱가포르, M: 말레이시아, P: 필리핀)
6) AJK~APK :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에 중간재 공급, AKJ~AKP : 한국에서 교역상대국에 중간재 공급
7) AKK : 한국에서 한국에 중간재 공급
8) FJK~FPK :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에 최종재 공급, FKJ~FKP : 한국에서 교역상대국에 중간재 공급
9) FKK: 한국에서 한국에 최종재 공급
10) FJJ, FUU, FCC, FNN, FII, FTT, FSS, FMM, FPP : 자국에서 자국에 최종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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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 생산유발효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한 국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의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 2개 국가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기
로 한다.

한국 :

……………………… (1)

일본 :

……………………… (2)

일본 :

여기에서 AXY는 투입계수행렬(상첨자 X는 상품의 생산국, 상첨자 Y는 상품의 수요국)을 나
타내며 AXY는 X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Y국에서 수입하여 중간재로 투입한 경우의 투입계수를
나타낸다. X는 총산출액 벡터, F는 최종수요 벡터를 가리킨다.
(1)식에서 보면 한국생산제품에 대한 최종수요는 한국 국내생산 최종수요(FKK)와 일본에
수출한 최종수요재(FKJ), 기타국에 수출한 최종수요재(FKR)의 합이며, (2)식에서 일본생산제품
에 대한 최종수요는 일본자국생산 최종수요(FJJ)와 한국에 수출한 최종수요(FJK), 기타국에 수
출한 최종수요(FJR)의 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 FK = FKK + FKJ + FKR, FJ = FJJ + FJK + FJR이라 하며, 위의 물적 균형방정식을 행
렬 형태(가로 방향)로 변형하면, (3)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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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에서 좌변에 있는 항목

을 우변으로 옮기면 (4)식이 된다.

………………………………… (4)

(4)식에서

를

로 하여 X를 구하면 (5)식이 된다.

…………………… (5)

그런데 (5)식에서 I는 대각원소의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한
편 한·일 산업연관표 행렬의 역행렬계수 (I-A)-1는 (6)식이 된다.

……… (6)

한편,

로 놓을 경우

(5)식은 (7)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7)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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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7)식의 각 요소를 풀면 역행렬 계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BKK = (I-AKK)-1 (I+AKJBJK) = (I-AKK)-1+(I-AKK)-1AKJBJK
첫 번째 (I-AKK)-1 항이 한국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 (I-AKK)-1 AKJBJK는 일본이 한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AKJBJK)함에 따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
낸다. 또한 AKJ는 한국입장에서 일본으로의 중간재수출에 해당된다.

(2) BKJ = (I-AKK)-1AKJBJJ는 일본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일본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BJJ)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즉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이 필
요로 하는 중간재 수출(AKJBJJ)로 인한 한국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3) BJJ = (I-AJJ)-1(I+AJKBKJ) = (I-AJJ)-1+(I-AJJ)-1AJKBKJ
첫 번째 항 (I-AJJ)-1는 일본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일본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 (I-AJJ)-1AJKBKJ는 한국이 일본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해 일본으
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AJKBKJ)함에 따라 일본에서 일어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4) BJK = (I-AJJ)-1AJKBKK는 한국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BKK)로 발생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즉 일본의 한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AJKBKK)로 인한 일본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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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생산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생산유발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한국(일본, 기타국가)

의 최종수요(소비+투자)로 인한 한국의 생산유발액을 나타낸다. 각 항목별로 보면

BKKFKK : 한국의 국내최종수요(FKK)로 인한 한국의 생산유발액
BKJFJK

: 일본이 한국으로의 최종재 수출(FJK)(한국의 최종재 수입)을 위해 한국에서 중
간재를 수입한데 따른 한국의 생산유발액

B F
KK

KJ

: 한국의 일본에 대한 최종재 수출(FKJ)(일본의 최종재 수입)에 의한 한국의 생
산유발액

BKJFJJ

: 일본의 국내 최종수요(FJJ)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데 따른 한국의 생산유발액

BKKFKR : 한국의 기타국가에 대한 최종재 수출(FKR)(기타국가의 최종재 수입)에 의한 한
국의 생산유발액
BKJFJR

: 일본이 기타국가에 대한 최종재 수출(FJR)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
입한데 따른 한국의 생산유발액

이어서 일본을 보면, 일본의 생산유발효과는

여기서
최종수요로 인한 일본의 생산유발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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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일본, 기타국가)의

BJJFJJ : 일본의 국내최종수요(FJJ)로 인한 일본의 생산유발액
BJKFKJ : 한국이 일본으로의 최종재 수출(일본의 최종재 수입)을 위해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일본의 중간재 수출)한데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액
BJJFJK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FKJ)에 의한 일본의 생산유발액
BJKFKK : 한국의 국내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데 따
른 일본의 생산유발액
BJJFJR : 일본의 기타국가에 대한 최종재 수출(FJR)에 의한 일본의 생산유발액
BJKFKR : 한국의 기타국가에 대한 최종재 수출로 인한(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데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액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먼저 한국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

[VK : 한국의 부가가치, ÂKv : 한국의 부문별 부가가치율 대각행렬]

여기서

은

한국(일본, 기타국가)의 최종수요로 인한 한국의 부가가치유발액을 나타낸다.

ÂKv BKK

: 한국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한국내에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로 국산거래표(경쟁수입형)의 부가가치유발계수(ÂKv (I-Ad)-1)와 같음

ÂKv BKJ

: 일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한국의 일본으로의 중간재 수출
등으로 인한 한국의 생산유발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부가가치유발계수

K

Âv BKKFKK : 한국의 국내 최종수요로 인한 한국의 부가가치유발액
ÂKv BKJFJK : 일본이 한국으로의 최종재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데 따른
한국의 부가가치유발액
K

Âv B F : 한국이 일본에 최종재를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한국의 부가가치유발액
KK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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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

[ VJ : 일본의 부가가치, ÂJv : 일본의 부문별 부가가치율 대각행렬]

여기서

은

한국(일본, 기타국가)의 최종수요로 인한 일본의 부가가치유발액임

ÂJv BJK : 일본의 한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등으로 인한 한국으로부터의 부가가치유발계수
ÂJv BJJ : 일본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의한 자국내에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다. 수입유발효과
한국의 수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한국 : 중간재 수입

[ÂAK : 한국의 부문별 수입투입계수 대각행렬 ]
최종재 수입 f K = FJK + BFK + WFK + DFK
한국의 수입유발액 = mK + f K

은
한국(일본, 기타국가)의 최종수요로 인한 한국의 수입유발액을 나타낸다.

ÂAKBKK : 한국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의한 자국내에서의 수입유발계수로 국산거래
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한 수입유발계수와 같음
ÂAKBKJ : 한국의 일본으로의 중간재 수출 등으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유발계수
BFK : 최종재 수입으로 인한 국제운임 및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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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K : 기타국가로부터의 최종재 수입
DFK : 최종재 수입으로 인한 관세와 상품세

한편 일본의 수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 중간재 수입

[ÂAJ : 일본의 부문별 수입투입계수 대각행렬 ]
최종재 수입 f J = FKJ+BFJ+WFJ+DFJ
일본의 수입유발액 = mJ + f J

은
한국(일본, 기타국가)의 최종수요로 인한 일본의 수입유발액임

ÂAJBJK : 일본의 한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등으로 인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유발계수
ÂAJBJJ : 일본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의한 자국내에서의 수입유발계수
BFJ : 최종재 수입으로 인한 국제운임 및 보험료
WFJ : 기타국가로부터의 최종재 수입
DFJ : 최종재 수입으로 인한 관세와 상품세

이와 같은 2개국의 분석모형을 다국간으로 확장하면 다국간 모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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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간접방식에 의한 산업연관표 작성 방법

1. RAS 방법
가. 개요
1963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R. Stone 교수가 제시한 방법1)으로 기준연도의 투입계수표
로부터 예측연도의 투입계수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예측연도의 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 총산출액을 추계한 후 행변화계수(r계수)와 열변화계수(s계수)를 측정하여 예측
연도의 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에 근사한 값을 얻을 때까지 반복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언급하는“RAS”
라는 용어는 이중비례(Biproportional)적인 산업연관 추정모
형에 대한 R. Stone 교수의 독자적인 명칭으로 ri·aij·sj라는 일반적 계산형태에서 추출되
었으리라 짐작된다. 원래 이것은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었으나, 근래에 와서 여러나라의 산업
연관표 작성에 사용됨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용어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RAS방법을 보완한 수정RAS방법(Modified RAS Method)이 Lecomber에 의해 개
발되어2) 1965년 영국 노동당의 National plan의 작업에 이용된 바 있다. 동 방법은 작성연도
의 어떤 특정산업에 대한 투입구조가 일부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연장표 작
성년도의 투입구조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R. Stone교수가 개발한 RAS
방법(단순 RAS방법 : Simple RAS Method라고 함)과 구별된다.
RAS기법은 기준연도 투입계수표로부터 예측연도의 투입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측연
도 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 총산출액을 추계한 후 행변화계수, 대체변화계수, 계수와 열변
화계수, 가공도변화계수, 계수를 추정하여 특정연도의 중간수요계와 중간투입계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중비례조정법(Biproportional Adjustment Method)이라
고도 한다. 단순RAS방법(Simple RAS Method)과 수정RAS방법(Modified RAS Method)이
있다.
1)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Cambridge, Input-Output Relationships 1954~1966, A Programme for
Growth, No. 3. London : Chapman and Hall, 1963.
2) Lecomber, J. R. C., A Generalisation of RAS, Cambridge,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Growth Project Paper 196,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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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순RAS방법(Simple RAS Method)
<표 1>의 기준연도 자료와 <표 2>의 연장표 작성년도의 중간투입계, 중간수요계 및 총산출
액이 주어졌을 때

<표 1>

기준연도의 산업연관표

주 : ( )내는 투입계수

<표 2>

연장표 작성년도에 실측한 Data

기준연도의 투입계수행렬 A0를 연장표 작성년도의 부문별 산출액(t X)에 곱하여 <표 3>과
같은 제1차 잠정거래행렬 M<1>을 만든다.

M<1>=A0·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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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차 잠정거래행렬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잠정중간수요계 W<1>(Ⅰ＝180, Ⅱ＝150, Ⅲ＝
160)은 작성년도의 중간수요계 tW(Ⅰ＝160, Ⅱ＝160, Ⅲ＝140)와 불일치하므로 잠정거래에
대한 대체효과인 행수정계수 ri<1>을 구하여

잠정계수행렬 M<2>를 작성한다.

<표 4>

제2차 잠정거래행렬

이때 <표 4> 열합계인 잠정중간투입계 Z<1>은 연장표 작성년도의 중간투입계인 t Z(Ⅰ＝
120, Ⅱ＝260, Ⅲ＝80)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1차 가공도 변화효과인 열수정계수 sj<1>을
구하여 <표 5>의 잠정거래행렬 M<3>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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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3차 잠정거래행렬

<표 5>의 잠정중간수요계 M<2>는 tW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행수정계수 ri<2>를 구하여

<표 6>과 같이 제4차 잠정중간거래행렬 M<4>를 만든다.

M<4> = r̂ <2>·M<3>

<표 6>

제4차 잠정거래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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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잠정중간투입계 Z<2>는 tZ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2차 열수정계수 sj<2>를 구하여

제5차 잠정거래행렬 M<5>를 계산하여

M<5> = M̂ <4>·s<2>

다시 잠정중간수요계 W<3>와 tW의 일치여부를 검정한다. 이와 같은 행과 열의 수정계산을
W<n> = tW, Z<n> = tZ가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계산결과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
는 행렬을 만들기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앞에서 언급한 수렴조건에 의하여 행수정계수 r과 열
수정계수 s가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취할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해진 연장표의 중간거래행렬과 투입계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단순RAS방법에 의해 작성된 연장표

주 : ( )내는 투입계수

한편 반복계산의 각 단계(본 실례에서는 각각 4차)에서의 행수정계수 과 열수정계수 를 각
각 곱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연도와 작성년도간의 대체효과인 행수정계수 R과 가공도변화효
과인 열수정계수 S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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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r<1>·r<2>·r<3>·r<4>]
S = [s<1>·s<2>·s<3>·s<4>]
본 실례에서의 R과 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R, S를 기준연도의 투입계수 A0에 적용하여 작성년도의 투입계수 t A를 계산하며 계산상의
반올림 오차를 무시한다면 <표 7>과 일치하는 새로운 투입계수행렬을 얻게 된다.

다. 수정 RAS 방법(Modified RAS Method)
수정 RAS방법도 단순 RAS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 기준연도의 산업연관표와 연장표
작성년도의 실측한 data가 <표 1>, <표 2>와 같다고 하자. 별도로 직접 추계한 표8 산업 Ⅰ에
대한 산업 Ⅱ의 투입액 30은 RAS 수정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투입계(tZ) 중간수요계(tW)에서
제외하고 단순 RAS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동 투입란은 0으로 나타나나 이를 투입액
30으로 대체하여 연장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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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장표 작성년도의 실측한 Data

주 : 1) 직접조사나 기초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계

먼저 제1차의 잠정거래행렬을 작성하면 <표 9>로 나타나며

M<1> = (A0-Cij)·t X̂
Cij : 외생적으로 추계된 C21(= 30) 항목임

<표 9>

제1차 잠정거래행렬

주 : 1) 중간수요계 160에서 외생적으로 추계된 30이 제외된 것

1차 행수정계수 ri<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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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구하여 제2차 잠정거래행렬을 만든다.

<표 10>

제2차 잠정거래행렬

주 : 1) 중간수요계 120에서 외생적으로 추계된 30이 제외된 수치

1차 열수정계수 sj<1>은

와 같이 구하며 이후 단순 RAS방법과 동일하게 r과 s가 1에 접근할 때까지 반복 계산한다.
계산결과 행은 5차, 열은 4차로서 모두 9차의 반복계산을 거쳐 수정계수 r과 s가 1에 귀착
되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래행렬에 외생적으로 추계한 요소 30을 해당란에 대체하여
만든 연장표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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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정 RAS방법에 의해 작성된 연장표

주 : ( )내는 투입계수

또한 R과 S는

로서 A0에 적용하면 tA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Cij를 제외한 <표 11>과 같은 결과가 유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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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grange 미정계수법
가. 개요
(1) Lagrange 미정계수법의 정의

임의의 함수 f(x, y)의 극대치 또는 극소치를 구하고 동 극치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 x와 y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최적화문제라고 한다. 최적화문제는 크게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목적함
수에 일정한 제약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와 주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임의의 함수 f (x, y)가 제약조건(constraints)이 없는 상태에서 극치(extreme value : 극대
치 또는 극소치)를 갖기 위한 1차조건(필요조건)은 동 함수의 각 변수 x, y에 대한 편미분인
가 각각 0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 함수 f (x, y)가 극대치를 갖기 위한 2차조건
(충분조건)은

이며, 극소치를 갖기 위한 충분조건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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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문제에서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일정한 제약조건이 주어진 상태
에서 극대치(또는 극소치)를 찾게 된다. 이 경우 만약 제약조건이 x와 y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함수형태(예컨대, g (x, y) = c, 여기서 c는 상수)로 주어진다면, 동 조건함수를 x나 y에 대한
함수형태(예컨대, y = h(x, c))로 변형할 수 있다. 이를 목적함수인 f (x, y)에 직접 대입하면 제
약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하에서 목적함수의 극치를 구하는 경우와 같게 된다.
그러나 제약조건이 한 개 이상이거나 변수(variables)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위와 같이 제
약조건을 목적함수에 직접 대입하여 극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Lagrange 미정계수법은 이와 같이 제약조건이 복잡하여 이를 목적함수에 직접 대입하여
극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미정계수(Lagrange undetermined multiplier)를 이용하여 목
적함수의 극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ф(x, y) = 0, ψ(x, y) = 0의 두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인 Z = f (x, y)의 극치
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Lagrange 미정계수법은 임의의 계수 λ
, μ를 도입하여 주어진 제약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함수 즉, Lagrange 함수(L)를

로 정의하고 동 함수 L의 극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때 λ
와 ф를 Lagrange 미정계수
(Lagrange undetermined multiplier)라고 하며 이 계수의 개수는 제약조건함수의 개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제 함수 L은 제약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함수의 극치를 구하는 문제와 같
으며 따라서 함수 L이 극치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은 연립방정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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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로부터 x, y, λ
,μ
값을 각각 구한 후 이를 원래의 목적함수인 f (x, y)에 대입하여 Z =
f (x, y)의 극치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분가능한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와 조건함수들로 이루어진 비선형계
획(non-linear programming)의 문제는 Lagrange 미정계수법에 의하여 풀어질 수 있다.
물론 주어진 문제가 극대치를 갖기 위해서는 목적함수가 위로 볼록(concave)해야 하고,
반대로 극소치를 갖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convex)해야 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등식의
조건함수가 주어져야 한다.3)
이상에서 Lagrange 미정계수와 이를 이용한 문제해결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이론
이 산업연관표 투입계수의 수정(update) 작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2) 투입계수 추정에 Lagrange 미정계수법의 도입

산업연관표의 연장표를 작성할 때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투입계수 등의 추정상에 어
려운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하에서 기준연도의 투입계수로부터 예측연도의 투입
계수를 추정할 때 기준연도의 투입계수와 예측연도의 추정 투입계수간의 오차를 가능한 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이는 산업연관분석이“생산함수의 고정”즉, 투
입계수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여기서 두 연도간의 투입계수 차의 제곱의 합을 목적함수로 보고 자료의 제약을 조건함수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이는 바로 목적함수의 최소치를 구하는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최적화 문제와 동일한 것이 된다.
따라서 기준연도의 실측된 투입계수, 예측연도의 중간수요계, 중간투입계 및 예측연도의
생산액이 주어졌을 때 이들의 제약조건하에서 기준연도의 투입계수와 예측연도의 투입계수
와의 차의 제곱 합이 최소가 되는 예측연도의 투입계수를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추정방법은 Lamel4) 등에 의하여
1974년 최초로 시도되었다.

3) Kwak. N. K., Mathematical Programming with Business Applications, McGraw-Hill, 1973, pp. 294-296.
4) Lamel. J., J. Richter, W. Taufelsbauer, and K. Zelle,“Comparative Analysis of Mathematical Methods for Updating InputOutput Matrices,”Paper Presented to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put-Output Techniques, Vienna,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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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투입계수 예측모형
경제내 n개의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예측연도의 산업별 투입계수를 추정하는 문제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과

의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인

를 최소화하는 투입계수 aij(1)를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aij(1)는 예측연도 j산업제품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한 i산업제품의 투입계수를,
aij(0)는 기준연도 j산업제품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한 i산업제품의 투입계수를,
Xj(1)는 예측연도 j산업제품의 총생산액을,
Wi(1)는 예측연도 i산업의 중간수요계를,
Zj(1)는 예측연도 j산업의 중간투입계를,
Cj(1)는 예측연도 j산업의 투입계수의 열합계를,
각각 의미한다.
이 문제의 해를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조건함수가 두 개이므로 Lagrange 미정계수 λ
, μ를 도입하여 새로운 함수 Ｑ를 아
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λ
, j앞에 계수 2를 넣은 이유는 Q함수를 미분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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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될 계수 2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2λ
j, 2μ
i 와 를 각각 하나의 미정계수로 생각하면 되
므로 이해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함수 Q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는
aij(1), λ
j ,μ
j 세개가 된다. 여기서 세개의 독립변수의 함수 Q가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편미분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이어야 하며, 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aij(1)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측연도의 투입계수
이다.
함수 Q를 전개하면

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인

으로부터
으로 쓸 수 있다.

이를 풀면,

이 되므로
…………………………………………………………………… (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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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건인

으로부터
이므로
이다. 따라서
………………………………………………………………………………… (2)

이 된다.

마지막으로,

으로부터
이므로
이다. 따라서
………………………………………………………………………… (3)

이 된다.

이제, (1)식을 (2)식에 대입하여 λ
j를 구한다. 즉,

이다. 이로부터
이므로
…………………………………………… (4)
(4)식을 (1)식에 대입하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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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5)식을 (3)식에 대입하여

를 아래와 같이 구한다.

이다. 따라서
…… (6)

(6)식을 다시 (5)식에 대입하면 예측연도의 투입계수인

을 구할 수 있다. 즉,

……………………………………… (7)

여기서,

라 할 때 (7)식을 행렬로 다시 정돈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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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 되어 예측연도의 투입계수행렬을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투입계수 추정의 경제적 의미는 기준연
도부터 예측연도에 이르는 투입계수의 변화를 기준연도의 투입계수에 대해 행방향과 열방향
각각의 합을 수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투입계수 추정의 실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1>, <표 2>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즉,

위의 조건을 상기의 (8)식에 대입하면 예측연도의 투입계수는

이다.

따라서 Lagrange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연장표 거래행렬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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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Lagrange 미정계수법에 의해 작성된 연장표

주 : ( )내는 투입계수

<표 12>와 <표 2>의 중간투입계의 차이는 반올림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실제 연장표
작성시에는 소수점이하 여섯자리까지 계산하므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표 12>를 통하여 RAS방법과의 차이점을 보면 기준연도의 투입계수가 0이었던 cell이
RAS방법에 의한 연장표에서도 똑같이 0으로 나타나지만 Lagrange 미정계수법에 의한 연
장표에서는 0이 아닌 어떤 값(<표 12>의 -0.021)을 가진다는 점과 RAS방법에서는 기준연도
와 예측연도의 계수는 동일한 부호를 가지나 Lagrange 미정계수법에서는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5)

5) RAS방법에서는 기준연도의 계수가 양수(음수)이면 예측연도에도 양수(음수)로 나타나지만 Lagrange 미정계수법에서는 동일하게 나
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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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생산유발효과의 파급경로 분석
가. 산업간 생산유발경로분석의 정의
산업간 생산유발경로분석(structural path analysis)이란 산업(또는 부문) 상호간의 파급
효과 내지는 상호연관관계를 파급경로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
하여 구해지는 전체효과(global effect)를 파급효과가 전달되는 각 경로별로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총효과(total effect)로 나누어 산업간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효과는 i산업에서 j산업으로 파급되는 경로 중 순환경로를 거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한
다. <그림 1>에서 직접경로는 실선(i→x→y→j, i→g→j, i→h→j)으로, 순환경로는 점선(y
x, y

z

x, h

h)으로 표시되어 있다. 순환경로는 파급경로상에 있는 산업간에 형성되는

파급효과로 경로승수(path multiplier)라 한다.

<그림 1>

생산유발경로

주 : 1) x, y, z, g, h : i산업에서 j산업으로 파급되는 전달경로상에 있는 산업
2) 실선(→)은 직접효과, 점선(

)은 순환경로(경로승수)

3) axi : i산업이 x산업의 생산을 유발(i →x)하는 것으로 i산업의 생산에 투입된 x산업의 생산물을 나타내는 투입계수

한편, 직접효과에 경로승수를 곱하면 총효과가 된다. <그림 1>은 i산업에서 j산업으로 파급
되는 경로가 3개인 경우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총효과는 직접경로와 경로승수의 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총효과는 직접효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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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유발계수와의 비교
i산업이 j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rij)는 최종적
인 전체 파급효과는 보여주지만 그 파급효과의 세부적인 경로는 보여주지 못한다. 생산유발
경로분석을 이용하면 최종적인 파급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로 생산유발계수에서 말하는 직접효과와 생산유발경로분석에서의 직접효과는 용어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생산유발계수에서 직접효과라 하면 일반적으로 i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로 인한 i산업의 생산 한 단위 증가 자체를 의미한다.

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생산유발경로분석
산업간 생산유발경로분석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산
업(또는 부문) 수가 4개인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이다.

<그림 2>

투입계수표

a11

a12

a13

a14

a21

a22

a23

a24

a31

a32

a33

a34

a41

a42

a43

a44

a1v

a2v

a3v

a4v

위 <그림2>의 투입계수표로부터 생산유발계수행렬 (I-A)-1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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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임을 알 수 있다. adjC는 여인수행렬(C)의 전치행렬로 수반행

렬(adjoint matrix)이다. 수반행렬을 파급경로별로 분해하기 위해 A행렬에서 (I-A)를 구하
면 식(2)와 같다.

…… (2)

여인수행렬(C)를 구하기 위해 식(2)의 (I-A)를 다음과 같이 변환한다.

………… (3)
(4×4)

(4×4)

식(3)을 전치하면 수반행렬(adjC = C' = M')이 된다.

………… (3)′
(4×4)

(4×4)

식(1)과 식(3)′
를 이용하여 역행렬계수원소 r24의 산업간 생산유발경로를 분석해 보면 다음
과 같다.

………… (4)

r24는 4산업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4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2산업의 생산 단위를 나타낸다. 즉, r24의 생산유발파급경로는 출발점(origin)인 4산업(열부
문)에서 종점(destination)인 2산업(행부문)으로의 전개(Mji = M42)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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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행렬 M42의 행렬식(determinant)을 유도하여야 한다.

………… (5)

출발점이 4산업이므로 행렬식(5)에서 4산업을 의미하는 세 번째 열벡터

에 대해

여인수 M42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 (6)

식(6)에서 두 번째 항은 4산업에서 2산업으로 이미 도달하였다. 즉, 파급경로 a24는 파급효
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개하지 않아도 되며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만 다시 전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항 :
세 번째 항 :

따라서 M42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7)
식(7)을 식(4)에 대입하면 r24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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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8)에서 r24를 전체효과(global effect)라 표현하면 식(8)의 첫째항 a14a21

을 비롯

한 5개 항은 경로별 총효과(total effect)가 된다. 이 가운데 첫째항을 다시 분해하여 보면
a14a21와

로 나누어지는데, a14a21는 출발산업인 4산업에서 최종산업인 2산업에 도달

하기까지의 투입계수로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의미하며

는 경로승수(path

multiplier)를 나타낸다. 즉, 각 파급경로 상에 존재하는 직접효과와 경로승수의 곱이 경로별
총효과가 되며 경로별 총효과를 모두 더하면 그 합은 전체효과(global effect)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1>을 r24에 대해 도표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그림 3>

생산유발계수의 생산유발경로

다만, 산업간 구조경로분석은 행산업과 열산업이 동일한 aii(i=j)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식(1)에서 r33을 구하기 위해 여인수 M33을 구해보면 M33의 행렬식에 3산업
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동 행렬의 라플라스 전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I-A) 행렬의 대각선상에 있는 원소(aii)의 경우에는 산업간 생산유발경로분석을 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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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산업연관분석에서의 부문분류와 통합

1. 기본원리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부문분류와 통합은 산업연관표의 중요한 가정의 하
나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부문분류와 통합은 서로 별개의 문제
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 또는 상품을 어느 정도로 세분하느냐 하
는 문제는 어느 정도로 통합하느냐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연관표에서는 분류를 너무 세분화할 경우 작성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
니라 분석할 때에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통합을 할 경우 이해와 계산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합과정에서 정보가 상
실된다는 점과 더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통합의 범위에 따라서 분석의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둘째, 하위분류에서 상위분류로 통합을 진행할수록 부문간의 비유사성이 증가
하고,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산업연관표의 유
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셋째, 생산기술 및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계자료의 분류체
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통합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실제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이용과정에서는 다음과 같
은 몇가지 기본적 원리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가. 대체와 통합
일반적으로 상품들이 완전히 동질적이지는 않지만 상호 긴밀한 대체성을 가진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상품의 분류시 상호대체관계를 가진 상품을 같은 부문으로 분류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성이 용도와 기술구조(투입) 양면에서 존재한다면 이를 동일한 부
문으로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예컨대 소비(용도)에서는 대체성이 있지만 생산을 위한 기
술구조(투입)에서는 대체성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 또는 통합하는데 어려움
이 따르게 된다(예: 천연가죽 가방과 인조가죽 가방). 따라서 통합은 산출물의 유사성과 투입
물의 유사성을 모두 감안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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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방법
(1) 수직적 통합

수직적 통합은 생산과정의 연쇄적 단계를 통합하는 것인데 철광석→선철→강철 등과 같이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음 단계의 산업에 의해서 완전히 흡수·사용되고 다음 단계 산업의 생
산물을 대체할 다른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들 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할 수
있다.

(2) 수평적 통합

수평적 통합은 평행적 생산과정을 통합하는 것인데, 동일한 단계에 있는 생산물들을 하나
의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통합은 유사한 원재료를 사용하며 같은 생산단계
에 위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투입함수를 가지는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청량음료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기술구조나 제조공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이므로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부문적 수평결합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 및 생산물의 성격 등이 다를 경우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기술이나 공정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분석목적을 위하
여 하나의 가상부문을 설정하고 해당 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때 신규로 설정된 가상부
문에 대한 투입은 공통적인 기술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가 된다. 예
를 들어 생산물 및 원재료 등의 수송을 기업내에서 담당하는 자가운수서비스와 같이 어떤 공
정이 특정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문
적 수평결합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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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관표상에서의 통합
산업연관표의 작성 과정에서도 부문을 분류하고 통합할 수 있지만 이미 작성된 산업연관
표도 필요에 따라 재분류 및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원래 부문에서 기술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의 상대적 변화에 따라 통합부문을 사용하는 것과 원래
부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 사이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문의 분류와 통합에 주의가 요
구되는데 이를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통합전 산업연관표

x11
(a11)
x21
(a21)
x31
(a31)

x12
(a12)
x22
(a22)
x32
(a32)

<표 2>

x13
(a13)
x23
(a23)
x33
(a33)

Y1

X1

Y2

X2

Y3

X3

통합후 산업연관표

x11*
(b11)
x21*
(b21)

x12*
(b12)
x22*
(b22)

Y1

X1

Y*2

X*2

통합후 산업연관표(표 2)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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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통합후의 투입계수(bij)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라고 하면,

로 나타낼 수 있고, 통합 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투입계수행렬을 B라 하면 B는

가 된다.

이때,

라고 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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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AW가 된다. 또,

라 하면,

가 되고,

가 된다.

한편, CW = I2이므로 결국,

이다.

여기서 B는 생산량 가중치인 w2, w3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X)의 변동에 따라 값이 변
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I-B)의 역행렬의 값도 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w2와 w3을 구성하
는 2부문과 3부문의 기술구조인 투입계수 a12, a13, a22, a23, a32, a33가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생산량 X2, X3의 변동에 따라, 통합된 부문의 투입계수 b12, b22가 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따라서 부문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상실하게 되어 원래
의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29

<부록 7> 산업연관분석 관련 기초 행렬연산

1. 행렬의 정의와 주요용어
행렬(matrix)이란 사각형으로 수를 배열한 것으로 행렬 A를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또는 간단히

여기서 행렬 A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수(aij로 표시)를 행렬 A의 요소라 하는데 이러한
요소의 가로줄을 행(row), 세로줄을 열(column)이라 한다. 즉 a11, a12, ……, a1n을 제 1행,
a21, a22, ……, a2n을 제 2행, am1, am2, ……, amn을 제 m행이라 부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11, a21, …, ai1, …, am1을 제 1열, a12, a22, …, ai2, …, am2를 제 2열, a1n, a2n, ……, amn을 제
n열이라 부른다. 따라서 aij란 제 i행과 제 j열이 만나는 점의 요소를 의미한다.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 n 차원(dimension)의 행렬이라 한다. 만일
m=n=1인 경우에는 단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게 되어 이를 스칼라(scalar)라 하며 단 하나의
행, 즉 1 × n인 경우에는 행벡터(vector), 하나의 열, 즉 m × 1인 경우에는 열벡터라 한다.
행벡터 a 또는 열벡터 b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경우 즉 m = n이면 이를 정방행렬(square matrix)이라 하고
a11, a22, …, ann을 주대각요소(elements of principal diagonal)라 한다. 주대각요소를 제외
한 나머지 요소가 모두 0인 특수한 형태의 정방행렬을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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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각행렬 D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주대각요소가 모두 동일한 대각행렬을 스칼라행렬(scalar matrix)이라 하는데 특히 주대
각요소가 모두 1인 경우 이를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라 부르며 보통 I로 표시한다. 즉

행렬 A의 행과 열을 순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바꾸어 놓은 행렬을 A의 전치행렬
(transposed matrix)이라 하며 A' 또는 AT로 표시한다. 즉 행렬 A가 m×n 행렬이면 A'은 n
×m 행렬이 되며 행렬 A의 제 i행은 행렬 A'의 제 i열로, 행렬 A의 제 j열은 행렬 A'의 제 j행
으로 바뀐다. 행렬 A의 전치행렬 A'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한편 모든 요소가 1인 행벡터를 합벡터(sum vector)라 하며 보통 1로 표시한다. 즉

1=[1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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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렬의 연산
가. 덧셈과 뺄셈
차원이 같은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는 서로 대응되는 각 요소들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덧셈
과 뺄셈을 할 수 있다. 즉 m×n의 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다. 즉

가 된다. 예를 들면

일 경우

이 된다.

나. 곱셈
두 행렬 A = [aij]와 B = [bij]를 서로 곱하기 위해서는 행렬 A의 열의 수와 행렬 B의 행의
수가 같아야 한다. 즉 행렬 A의 차원이 m×n, 행렬 B의 차원이 p×q인 경우 n=p일 때 두 행
렬의 곱 AB가 성립된다. 이 때 C=AB라 하고 C = [cij]라 하면 cij는 행렬 A의 제 i행의 각 요소
와 행렬 B의 제 j열의 대응되는 각 요소의 곱의 합이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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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쓸 수 있으며 이 때 행렬 C의 차원은 m×q가 된다. 예를 들어

라 하면

이 되며 BA, xA, xB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주대각요소가 a1, a2, …, an인 대각행렬 A와 n차의 정방행렬 B의 곱 C(=AB)의 각 요
소 cij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ij = aibij

즉 행렬 C의 제 i행의 각 요소는 행렬 B의 제 i행의 각 요소에 ai를 곱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두 행렬의 곱 D(=BA)의 각 요소 dij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ij = bijaj

이 경우 행렬 D의 제 j열은 행렬 B의 제 j열의 각 요소에 aj를 곱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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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면

가 된다.
두 개의 행렬, 즉 행렬 A와 행렬 B의 곱셈에서 AB=BA의 관계가 항상 성립되지는 않는다.
즉 두 행렬의 곱 AB와 BA가 모두 정의되기 위해서는 행렬 A의 차원이 m×n, 행렬 B의 차원
이 n×m이어야 하는데 이 때 AB의 차원은 m×m, BA의 차원은 n×n이 되므로 AB≠BA임
을 알 수 있다. 또 m=n인 경우에도 AB와 BA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인 경우

이므로 AB≠BA인 것이다.
어떤 행렬 A에 적절한 차원의 단위행렬 I를 앞에서 곱하거나 뒤에서 곱하여도 그 행렬은
변하지 않으며 단위행렬끼리는 서로 곱하여도 그 결과는 단위행렬이 된다. 즉

A·I = A
I·I = I²=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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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 A

이 된다.
한편 행렬(A)과 스칼라(k)의 곱셈은 행렬 A의 각 요소에 스칼라 k를 곱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즉 kA는

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일 경우

이 된다.

3. 연립방정식의 행렬표시
행렬을 이용하면 연립방정식을 간편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선
형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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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여 위의 식을 앞서 본 행렬의 곱셈법칙에 따라 다시 쓰면

가 된다. 이를 행렬기호로 간단히 쓰면

Ax = b

가 된다.

이제 Ax = b에서 미지수의 벡터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1원 1차 방정식 ax = b에서 양변에 a의 역수를 곱함으로써 x의 값 ba 를 구할
수 있다. 위의 행렬 Ax = b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렬 A의 역행렬 A-1를 양변에 곱하면
A-1·Ax = A-1·b가 되는데 A-1·A는 단위행렬(I)이 되어 x = A-1·b가 x의 값을 구하는 식이
된다.

4. 행렬식
행렬식(determinant)이란 어떤 행렬의 값을 나타내는 스칼라량을 말하며 aij를 요소로 하
는 정방행렬 A의 행렬식은 │A│또는 det A로 표시하는데 그 계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n차 정방행렬에 대하여 임의의 제 i행과 제 j열을 제거하면 (n-1)차의 정방행렬이 되
는데 이 (n-1)차 행렬의 행렬식을 aij의 소행렬식(minor)이라 하며 │Mij│라 표시한다. 이 소
행렬식에 부호를 붙인 (-1)i+j│Mij│를 여인수(cofactor)라 하고 │Cij│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서 i+j의 값이 짝수이면 │Cij│=│Mij│, i+j의 값이 홀수이면 │Cij│= -│Mij│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소행렬식 │Mij│와 여인수 │Cij│를 이용하여 행렬식 │A│를 다음과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236

(단, i는 임의로 선정된 특정 행을 표시함)
또는

(단, j는 임의로 선정된 특정 열을 표시함)

이제 2차 및 3차 정방행렬을 예로 하여 행렬식의 계산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차의 정방
행렬 A를 제 1행에 따라 전개하여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3차의 정방행렬 B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제 1행에 따라 전개하여 행렬식을 계산해 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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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숫자 예를 보면

인 경우

가 되는 것이다.

5. 역행렬
n 차의 두 정방행렬 A와 B가 있어 AB = BA = I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행렬 B는 행렬 A
의 역행렬(inverse matrix)이라 하며 A-1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행렬 A는 행렬 B의 역행렬
이 되며 B-1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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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이 때 행렬 B는 행렬 A의 역행렬이며 행렬 A는 행렬 B의 역행렬이 되는 것이다.
이제 실제로 역행렬이 계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방행렬 A = [aij]의 역행렬을
-1

A = [rij]라 하면

(단, │Mji│, │Cij│는 각각 aij의 소행렬식 및 여인수)

가 된다. 즉 행렬 A의 역행렬 A-1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A│≠0인 경우에만 역행렬 A-1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앞서 예로 든 2차 및 3차의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해 보기로 하자.

에서 행렬식 │A│= 8

여인수를 구해 보면
│C11│= 2

│C12│= -2

│C21│= 3

│C22│= 1

가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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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AA-1 = A-1A = I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에서 행렬식 │B│= 12이고

여인수를 구해보면

이므로

가 되며 BB-1 = B-1B = I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역행렬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정방행렬에 대하여 전
부 역행렬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 또한 어떤 행렬에 대하여 역행렬이 정의되는 경우에는 그 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단 하나
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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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 항목별 노동유발인원 125

정부소비지출 22

최종재 100

제어수치(CT : Control Totals) 54

출하가격 28

주생산물 47

취급부문 49

중간생산물 16

취업구조 125

중간수요 101

취업계수 123

중간수요율 100

취업유발계수 124

중간재 14

취업자 60

중간투입 21
중간투입률 98

230

[ㅋ]

[ㅎ]

케네(F. Quesnay) 11

하방경직성 148
한계소비성향 88
한계자본계수 189
한계자본계수표 68

[ㅌ]

한계자본생산성 190
한계저축성향 88

통계표 20

합벡터 231

통일가격 45

해외순수취요소소득 36

투입계수 71

해외요소소득 24

투입계수의 안정성 76

행렬 230

투입계수표 74

행렬식 236

투입구조 9

행벡터 230

투입·산출의 비례성(proportionality) 159

현물교환 24

투자재 14

현물급여 24
호킨스-사이먼조건 79
화물운임 28
화물운임표 57

[ㅍ]

환경산업연관표 169
후방연쇄효과 105

파급시차 148
파급효과 10
파생수요 88
평균자본계수 189
평균자본생산성 190
평균증가배율법 149
표본업체 53
표본조사 52
피용자 24
피용자보수 23
필요산출액 150

저희 한국은행은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초자료 제공처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해당통계의 작성자 외에는 기초자료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통계(통화금융, 국
민계정, 국제수지, 생산자물가 등)의 발표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공표 이
전에는 통계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범위, 조사방법, 가중치 등 통계작성 방법은
가능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나은 통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경제통계 안내센터(759-4400)를 설치, 통
계관련 제반 문의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신규통계의 개발, 공
표시기의 단축, 통계자료 제공방법의 확충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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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전화 759-4397,
509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