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펴내며
한국은행은 1957년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5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해 왔으며, 통계
기법의 선진화와 통계의 정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9년에 실시한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개편 작업시에는 실질 국내총생산
(GDP) 추계방법을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
법으로 변경하고 소비, 투자 등 지출 항목을 추계할 때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출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통계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통계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초자료를 발굴하고 추계방법도 크게 개선하
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
민소득통계 추계과정의 투명성과 통계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개정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05년 11월에 발간된「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자료와 추계방법 변경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
습니다. 또한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추계방법, 공급표와 사용표 작성방법,
2008 SNA의 내용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
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계이용자들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하
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통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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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계정의 의의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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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1. 국민계정의 개념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그 이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이 아닌 데다 계정
이라는 회계용어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복잡
하고 어려운 통계로 여겨지기 쉽다. 실제 국민계정은 수많은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 내
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5개의 표로 이루어진 종합계정과 4개의 제도부문
별계정 그리고 20여개의 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통계표에는 피용자보수, 영업
잉여, 생산물세, 총고정자본형성,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통계항목들이 일정한 회계방식에 따라 서
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계정들의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
여 국민계정통계 전반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국민계정도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생
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경우 회계기간중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해 정해진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중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
로 통일된 회계기준(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계정은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제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그 구성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
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소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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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한마디로‘국민계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민
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계정의 구성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각각 어떠한 통계인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
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
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
라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
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
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자금순환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이다.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통계인 것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
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
이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
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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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표라 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국제
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
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를 썼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
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
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
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
민경제의 대차대조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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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스톡과 플로
스톡(stock)과 플로(flow)는 경제의‘정(靜)’과‘동(動)’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톡은 일정시
점에서 존재하는 물량(貯量)을 가리키며, 플로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변동물량( 量)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 현재 물탱크 속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은 스톡이며, 1시간 동안 수도꼭
지에서 흘러나온 물의 양은 플로가 된다. 즉 스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등과 같이 일정시점을 가리키는「현재」라는 용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플로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2009년중 또는 2009년 1/4분기중의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가리키는「중」또는「동안」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5대 국민경제통계 중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는 모두 일정기
간 중에 일어난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중 경제의 흐름(flow)을 기
록한 계정을‘플로계정’이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대개 1년 또는
1분기)의 실물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의 화폐평가액을 기록한 플로 개념의 통계인 것이
다.
그런데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재무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시점에서의
상태인 스톡(stock)을 기록한 계정을‘스톡계정’이라 한다. 국민경제통계 중 국민대차대조
표는 일정시점 현재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유형자산, 비금융무형자산과 대내외 금융자산
의 합계액(잔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스톡 통계이다.
따라서“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은 플로와 스톡의 개
념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2009년중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인가?”라고 해야 정확한 표
현이다. 국부에 대해서는“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자산은 얼마인가?”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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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
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
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
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를 보면 <그림
Ⅰ-1-1>과 같다.
<그림 Ⅰ-1-1>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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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5개의 국민경제통계는 모두 동일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
지만 그 작성 목적과 배경이 서로 다르며,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들 통
계의 발전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의 기원은 국민소득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7
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말 영국의 페티(W. Petty)와 킹(G. King)이 영국의 국민소
득을 추계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브와귀베르(Boisguillebert)가 프랑스의 국민소득을
산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산출한 국민소득은 이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
기 때문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 이후 18세기 들어 스미스(A.Smith)
와 리카르도(D. Ricardo)가 국민소득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민소득자료 역시 국민경제순환에 관한 이론적 보충표로서는 이용가
치가 있었지만 경제규모의 통계적 포착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즉,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추계방법을 결정할 때 작성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실제 통계작업도 시산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로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설명하려
고 하였다. 오늘날에 비하면 개념이나 내용,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완전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민소득통계가 비교적 정비된 개념과 추계방법
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으로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국
민소득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국민소득통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29년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각국은 종
전과 같이 부분적이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보
다 실증적인 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소
득에 관한 이론과 통계적 연구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전시경제의 운영과 전후경제의 부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경
제의 분석을 위하여 유용하고 필요불가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로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국민소득의 추계내용과 방법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여 국민소득통계
는 종전의 총액파악 중심에서 국민경제 순환구조의 유기적 파악을 위한 사회회계체계로의 획
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까지도 국민소득통계의 편제를 위한 국제
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
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계,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
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UN에
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국민
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라는 국민
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각
국은 1953 SNA에 따라 플로 통계인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여 왔다.
그 이후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다. 1968 SNA에서는 국민경
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
로 연결시켰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이 크게 달
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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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통계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2008
년에 1993 SNA를 개정한 2008 SNA가 발표되었다.

2. 산업연관표
국민경제 분석에 있어 산업연관표의 이용은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Wassily W. Leontief)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시산한 투입산출표를 작성·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1) 이의 기
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1758)나 마르크스(K. Marx)가 시도했던 재생산표식
(Reproduk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이후 레온티에프 교수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표를 작성
하여 1941년에「미국경제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29)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어 그는 1939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를 담아 전술한 책의 제2판,「미국경제의 구조, 1919-1939」(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를 1951년에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산업연관표의 원전이 되었다.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7년에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영국에서
는 1948년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표를 각각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 속에서
산업연관분석은 활동분석법(activity analysis),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등과 컴퓨터의

1) 미국의 레온티에프 교수는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해서 나타내려고 시도하
였으며, 그 결과를 1936년「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
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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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힘입어 그 실용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UN통계국도 1966년에「투입산출표와 분석의 제문제」(Problems of Input Output
Tables and Analysis)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국이 표준적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
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연관표의 활용도가 제고되었다. 그리고 UN은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 작성을 권고하고 있고 국민계정
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도 2010년 기준 공급사용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급·사용표와 산업연관표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와 EU의 Eurostat도 작성에 기본이 되는 매뉴얼2)을 각각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 교수가 1952년에 발표한「미국의 자금
순환연구」(A Study of Money Flow in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후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1955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939~53년간의 자금순환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자금순환표가 국민경제의 분석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8년 일본은행에서 1954~57년중의 자금순환표를 작성한 것이 효시이며, 1978년 UN의 1968
SNA 기준에 의거 개편한 후 1999년에 다시 UN의 권고대로 1993 SNA 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통
계를 편제하고 있다. 자금순환통계의 금융계정은 일본은행 조사통계국에서, 실물계정인 자본
계정은 내각부에서 작성하는 등 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영국은 1963년부터 자금순환통계의
거래표는 영란은행에서, 잔액표는 통계청(ONS :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에서 각각 작성해

2) 미국 상무부 BEA는 2006년에「투입산출계정의 개념과 방법」(Concepts and Methods of the Input- Output
Accounts), European Commission의 Eurostat는 2008년에「공급사용표 및 투입산출표의 Eurostat 매뉴얼」
(Eurostat Manual of Supply, Use and Input-Output Tables)을 각각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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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 1992년에 통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금순환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작성되
고 있으며 경제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국제수지표
국제수지의 개념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후반 중상주의 시대부
터였다. 그 당시에는 금 등 귀금속의 보유량이 국부의 척도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거래 결과
로 유입되는 금의 보유량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며 금보유량의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지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수지 개념은 현재의 상품수지의 개
념과 비슷하였다.
1900년대 들어 국가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모든 대외거래를 종
합적으로 나타내는 국제수지표 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의 국제수지 개념과 원리에
의거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후반 UN과 IMF가 설립된 이후부터였다. 즉
UN은 1948년에 1939~45년간의 각국 국제수지표를 작성 발표하였으며 IMF도 1948년 1월「국제
수지 편제매뉴얼, 초판」을 발간하고 가맹국으로 하여금 1946년 및 1947년 국제수지표를 작성하
도록 권고하는 한편, UN으로부터 국제수지표 편제업무를 이관 받아 1949년 7월「국제수지연
보」(Balance of payments Yearbook)를 발간하였다. 이후 IMF는 국제금융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제수지 편제매뉴얼을 1950년, 1961년, 1977년, 1993년 및 2010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
하였다.
한편 1993년「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제5판」(BPM5: Balance of Payments Manual, fifth
edition)이 발간된 이후 세계화의 진전, 금융상품의 혁신 등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
민계정체계(SNA), 통화금융통계 등 거시경제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IMF 국제수지
통계위원회는 2010년 1월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BPM6)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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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내의 실물자산 규모를 파악하려는 국부통계를 국민계정체계 내
로 정합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정립된 계정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1679년 페티(W.
Petty)가 자본환원법이란 간편한 방법으로 영국의 국부(순자본스톡과 유사한 개념)를 추산한 데
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각국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국부
통계로부터 발전하였다.3)
1968년 UN이 발표한 1968 SNA에서는 플로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스톡통계인 자본스톡 통
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동 체계 내에 국민대차대조표가 도입되었다. 즉, 당기말 자본스톡은 전
기말 자본스톡에다 당년도 투자와 고정자본소모액을 가감한 것이라는 스톡과 플로 간의 관계
를 SNA 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통합하는 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1977년 UN은 1968 SNA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국민대차대조표 및 조정계정에 관한 국제기준」
(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National and Sectoral Balance-Sheet and Reconciliation
Accounts)을 발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3년에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1993SNA에서는 국민대차대
조표의 작성 목적 및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UN의 2008 SNA 및 OECD의「자본측정 매뉴얼」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순자본스톡과 함께 자본서비스물량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소득 및 부의 관점에서 본 자본뿐만
아니라 생산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본 자본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3) 구체적으로 각국의 국부통계 도입과정을 보면, 영국의 경우 페티에 이어 킹(G. King), 데커(M. Decker) 등
이 영국의 국부를 추계하였고 1850년에는 영국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가 공식적으로 추계되었다. 프랑
스에서는 1789년에, 독일에서는 1896년에 각각 국부가 추계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850년에 센서스방
식에 의한 국부 추계를 처음 시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41년에 다카하시 히데오미(高橋秀臣)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를 계산한 이래 1905년 일본은행이 공식적으로 국부를 추계하였으며 1913년
부터는 일본 정부가 직접 국부를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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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국민경제활동을 실물 및 금융의 양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국민계정체계(1968SNA)」를 1968년에 발표하고 이 체계에 따라 5대 국민경제통계
를 통합한 국민계정으로 개편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1986년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의 3개 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을 작성·발표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
하여 생산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개의 플로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체
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연혁

<표 Ⅰ-3-1>
개편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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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

공표연도

—

1955년

1958년

1953년~1957년

1차

1960년

1964년

1953년~1963년

2차

1965년

1967년

1953년~1966년

3차

1970년

1972년

1953년~1971년

4차

1975년

1978년

1953년~1977년

5차

1980년

1984년

1970년~1982년

—

1980년

1986년

1980년~1984년

—

1980년

1987년

1970년~1985년

6차

1985년

1989년

1970년~1987년

7차

1990년

1994년

1970년~1992년

8차

1995년

1999년

1970년~1997년

1993 SNA로 부분 이행

9차

2000년

2004년

1970년~2002년

1993 SNA로 이행 완료

10차

2005년

2009년

1970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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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비

고

1953 SNA에 의거 작성

1968 SNA로 이행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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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68 SNA가 발표된 이후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시 개정된「국민계정체계
(1993 SNA)」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1995년 기준년 개편시 이
행 가능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개편이 2004년에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1993 SNA로 이행하였다.(<표Ⅰ-3-1>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편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
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의 편제연혁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략적이나마 국민소득통계가 작성된 때가 있었다. 해방 전에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의해 국민소득통계가 몇 차례 추정·발표되었으며 해방 직후에는 국민소
득통계가 경제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서 유용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의 기획처 경제기획국, 재무
부 사세국,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생산, 분배 및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분담하여 추계한 적이 있
었다.
또한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의 경제조정관실에서도 원조정책의 지침을
얻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각 기관의 국민소득통계
는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상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연관성도 결여되어 이용자
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 이후 1957년 8월 홀(James K. Hall)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내한하였던 재무부 사세고문단
은‘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건의’에서 각 기관의 상호연관성 없는 추계를 지양하고 한국은
행으로 하여금 국민소득통계를 전담케 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하였으며 그 권고가 채택됨으
로써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행에서는 국민계정체계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추계업무를 재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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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표된 시계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1958년에 한국은행은 UN이 권고하는 방식(1953 SNA)에 따라 1953~57년간의 산업별 국민총
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경상 및 불변가격계열(1955년 기준)로 작성·발표하였으며
1959년에는 분배국민소득계열, 일반정부수지표, 대외거래표 등의 편제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소
득통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경제정책
의 입안 및 분석자료로서 국민소득통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단기종합경제지표로서 분
기별 국민총생산을 추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이후의 분기별 계열을 소급
해 정비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마다 국민소득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1985년 기준년 개편이 이루어졌던 1989년에는 1968 SNA에 따라 국민소
득통계를 산업연관표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1995년 기준년 개편시 1993 SNA의 권고사항을 일
부 이행한 데 이어 2000년 기준년 개편시 나머지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1993 SNA로의 이행을 완
료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2005년 기준년 개편과 함께 연쇄가중법 및 지출접근법의 도입 등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정도를 한층 제고하였다.

2. 산업연관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 부흥부의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 산업
연관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표는 19개 산업부문으로만 분류된 일종의 시
산표에 불과하였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제1차 경
제개발5개년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1962년에 착수하여 1964년에
작성·공표한「1960년 산업연관표」가 처음인 셈이다. 그 이후 한국은행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
조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60년, 1963
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및 2005년 모두 12
회에 걸쳐 실측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으며,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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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993년, 1998년, 2006년, 2007년 및 2008년 모두 12회에 걸쳐 연장표를 작성하였다. 특
히 산업연관표의 속보성을 강화하고 국민계정통계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이후로는
매년 산업연관표도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된 각각의 산업연관표들을 부문분류와 특정연도
(기준년도)의 처리방법, 가격 등으로 일치시켜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는 당해년가격을 특정연도(기준년도) 가격으로 환가하여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물량변화만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동 표를 이용하면 순수한 생산
기술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어 장래의 경제예측이나 계획 수립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1975-1980-1985년, 1980-1985-1990년, 1985-1990-1995년, 1990-952000년 및 1995-2000-2005년)에 걸쳐 기준년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매년 산업연관표부터는 기준년인 2005년 가격으로 된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도
계속 작성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구조를 분석하는데 이용하는 고용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가간 상품흐
름, 생산기술구조 및 상호의존관계 등의 분석을 위해 국가간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국제산
업연관표도 작성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의 주관 아래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12개국4)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
다. 이러한 국제산업연관표는 1985년, 1990년, 1995년 및 2000년을 대상으로 네 차례 작성되었
으며, 2005년 기준 국제산업연관표는 2011년 상반기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작성되고
있다.

4) 국제산업연관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EU 등 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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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 역시 한국은행에 의해 19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69년에 1963년까지의
연간시계열이 소급 정비되었고 1971년부터는 분기표도 작성·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 자금순
환표는 연간 및 분기거래표와 잔액표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개발·보급되는 등 금융구조
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1976년 및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편되었
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 제2금융권의 급신장, 신종 금융상품의 도입 등으로 금융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UN의 1968 SNA 이행 권고에 따라 1985년에 자금순환계정의 부문분류를 확대 조정하
고 금융거래 분류를 다시 세분 또는 신설하는 등 계정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시계열도 1970
년까지 소급하여 정비하였다.
2006년부터는 UN이 1968 SNA를 개정하여 권고한 1993 SNA 기준에 의해 자금순환표를 작성
하고 있다.

4. 국제수지표
국민경제의 대외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
로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표 작성 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부터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56년간의 과거시계열을 소급해 작성하였다.
그 이후 국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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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대차대조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UN의 1993SNA에서 권고하는 방식의 국민대차대조표가 작성된 바 없
으나 한국은행은 이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한
편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실물)자산의 규모 및 내역에 대한 조사로는 과거 경제기
획원 및 이어 통계청이 1968년, 1977년, 1987년 및 1997년의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부조사가
있고 1997년 이후에는 이를 간접추계 방식으로 연장한 국가자산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국민대차대조표가 작성되면 5대 국민계정의 완성된 체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계정통
계의 순액측정치 정확도 제고, 스톡통계와 플로통계 간의 정합적인 연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 통
계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생산성 분석 및 잠재성장률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의 제공으로 경제 분석의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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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민계정 편제현황

<표Ⅰ-3-2>
통계명

국민소득통계

국명

작성기관

편제주기

한국

한국은행

분기

조사통계월보, 계간 국민계정

미국

상 무 부

분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영국

통 계 청

분기

Economic Trends

독일

연방통계청

분기

Wirschaft und Statistik

일본

내 각 부

분기

계간 국민경제계산

한국

한국은행

미국

상 무 부

5년(실측표)

5년(실측표)

국민대차대조표

20

Survey of Current Business

연(연장표)
영국

통 계 청

독일

연방통계청

일본

경제산업성

5년(실측표)

별도 책자

5년(실측표)
연(연장표)

별도 책자

5년(실측표)
연(연장표)

국제수지표

별도 책자 및 CD-ROM

연(연장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통계수록

별도 책자

한국

한국은행

분기

조사통계월보, 별도책자

미국

F R B

분기

Flow of Funds Accounts

영국

통 계 청

분기

U.K. Economic Accounts

독일

연방은행

분기

연방은행월보

일본

일본은행

분기

경제통계연보, 별도 책자

한국

한국은행

월

조사통계월보, 별도책자

미국

상 무 부

분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영국

통 계 청

분기

U.K. Balance of Payments

독일

연방은행

월

연방통계월보

일본

일본은행

월

국제수지통계월보

미국

F R B

연

Survey of Current Business

영국

통 계 청

연

U.K. National Accounts

독일

연방은행

연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일본

내 각 부

연

국민경제계산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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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문화적 욕망을 충
족시키기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란 쌀, 의복, 기계, 건물처럼 물질
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비스란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
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무인
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필요한 것들을 홀로 마련해 살아갈 수 없는 복잡한 사회이다.
즉 재화와 서비스는 대체로 농가, 기업, 병원, 학교, 정부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자나 가계 등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처분된다.
<그림Ⅰ-4-1>에서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과 같은 기초자산에 노동력 등 생산요소와 원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 또는 소비재로 처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자본재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같이 오랫동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
화를 말하며, 중간재는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
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재는 가계나 정부가 일상생활이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
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중간재와 소비재 대부분은 당기에 소모된다. 그러나 일부 소모되
지 않고 남은 중간재와 소비재(재고자산) 및 자본재는 생산자의 자산에 추가되어 다음 생산에
이용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된다.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은 국민계정에서 생산계정에 기록되며 소비나 투자로
의 처분된 내역은 각각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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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4-1>

재화·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
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소득은 생산자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창출해낸 부가
가치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료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와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인 기업의
몫인 영업잉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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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판매, 이전 등)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생산 및 수입세5)가 있다. 이외에도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주체에게 실물 및 금융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배
당금, 임료 등 재산소득이 있다. 이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
공한 대가로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primary income)이라 한다.
한편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경제주체간에 이전되는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보험금, 구호금,
장학금, 기부금 등의 이전소득이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또는
부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 즉 경상세를 정부에 납부한다. 이러한 것들을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형태로 경
제주체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인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이 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최종소비지출)에 쓰이거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림Ⅰ-4-2>이며 국민계정에서는 소득계정에 나타난
다.

5) 생산 및 수입세는 개념적으로 간접세와 동일한 세금인데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수입시 부과되는 생
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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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2>

소득의 분배와 처분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자본의 조달과 축적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
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축적(투자)하는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각 경제주체의 자본조달 및 축적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대
체 또는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다. 이
를 위한 자본조달은 기업의 저축인 사내유보와 기계·건물 등의 소모를 감안하여 비축한 자금
인 감가상각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쳐 차입(간접
금융)하거나 자본시장에서 직접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직접금융)하여 조달한다. 그리고 정부
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의 신축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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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정부 자체의 저축(자금잉여)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기업
과 마찬가지로 국·공채 발행, 금융기관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가계는 당기에 소비지출
로 처분하지 않고 저축으로 남은 소득을 금융기관예금이나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
융자산 형태로 운용하는데 이는 결국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되어 투자재원으
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조달과 축적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림Ⅰ-4-3>이며 국민계정에서는 실
물자산의 조달과 축적은 자본계정에, 금융자산의 조달과 운용은 금융계정에 각각 나타난다.

<그림Ⅰ-4-3>

자본의 조달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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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와의 거래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상 국민경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의 조달과 축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일부는 수출로서 처분되는 반면 국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
비스도 필요하면 수입되어 국내에 공급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국외에 지급되며 외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수취한 소득
중에서 일부는 국내에 송금되어 처분된다. 자본 측면에서도 국내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차입금
등으로 국외에서 조달되며 국내저축이 국외투자 등으로 국외에서 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외와의 거래내용은 본래 국제수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계정에서는 국
외거래계정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와의 거래까지 포함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나
타낸 것이 <그림Ⅰ-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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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4-4>

국민경제 순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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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국민경제의 순환을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계정통계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이 2008년 한 해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
은 2007년말 현재의 국민자산인데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물자산은 재
고(원자재, 상품 등), 건물, 구축물, 기계 및 토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물자산 스
톡통계가 없기 때문에 2007년말의 실물자산 수치를 편의상 A조원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금융
자산은 2007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 나타나 있듯이 현금·예금(1,357.0
조원), 채권·주식(2,709.3조원), 대출금(1,436.6조원), 생명보험 및 연금(391.8조원), 기타금융
자산(1,392.7조원)을 모두 합한 7,287.4조원이다. 그러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자산은
A조원+7,287.4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2007년말의 국민자산을 이용하고 노동력과 원료 등을 투입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생산하여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인 국내총산출액은 2,605.1조원이다. 그리고 국내총산
출액에서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
스, 즉 중간재의 투입액을 나타내는 중간소비 1,685.4조원을 뺀 919.7조원이 국내생산활동의 결
과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이다. 이 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 106.8조
원을 더한 1,026.5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총액이므로 여기에다 국내생
산요소를 외국에 제공한 대가로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외수취요소소
득 26.1조원[국외수취 피용자보수(0.9조원)+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25.2조원)]을 더하고,
국내생산자가 외국으로부터 생산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국외지급요소소득
18.5조원[국외지급 피용자보수(1.2조원)+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17.3조원)]을 뺀 1,034,1조
원[국내총생산(1,026.5조원)+국외순수취요소소득(7.7조원)]이 2008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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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총소득 1,034.1조원 가운데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생산활동에 제공한 대가
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778.0조원이다. 이는 국민총소득(1,034.1조원)에
서 고정자본소모 135.9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 120.3조원[생산 및 수입세(125.3조원)－보조금
(5.0조원)]을 뺀 것이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778.0조원 가운데 474.7조원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
로 개인에게 분배된 급료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이며 나머지 303.3조원은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거나 이들 생산요소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직접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기업 및
재산소득이다.
또한 국민총소득 1,034.1조원을 지출(처분) 측면에서 보면, 가계 및 정부가 소비지출로 718.6
조원[민간소비(561.6조원)+정부소비(156.9조원)]을, 기업 및 정부가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
(300.8조원)+재고투자(19.6조원)]로 320.4조원을, 그리고 국외투자(총수출입차)에 -4.4조원을
각각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0.4조원은 총저축 315.4조원[순저축(179.5조원)+
고정자본소모(135.9조원)]과 총투자 315.8조원[총고정자본형성(300.8조원)+재고증감(19.6조
원)+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0.1조원)+순대출(-4.2조원)-순자본이전(0.5조원)]의 차이인 통계
상 불일치에 해당한다.
이를 소득계정에서 보면 2008년의 피용자보수는 474.7조원(개인부문의 피용자보수 수취액)
이며, 기업 및 재산소득은 303.3조원으로 이중 기업소득(영업잉여)이 295.4조원[비금융법인기
업(153.1조원)+금융법인기업(34.1조원)+개인(108.1조원)]이었다. 따라서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778.0조원[피용자보수(474.7조원)+기업 및 재산소득(303.3조원)]이다.
한편 각 부문에서 임의로 사용가능한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898.1조원으로 이는 부문별 요
소소득[비금융법인기업(98.2조원), 금융법인기업(34.2조원), 일반정부(15.2조원), 개인(630.4조
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120.3조원)에다 각종 세금, 부조금 등의 순수취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
다. 이들 부문별 처분가능소득[비금융법인기업(60.9조원), 금융법인기업(28.2조원), 정부(231.1
조원), 개인(577.9조원)]을 모두 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898.1조원)이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국
민경제 전체로 보면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국내부문간 거래가 모두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국민
처분가능소득(898.1조원)은 요소비용 국민소득(778.0조원)에 순생산 및 수입세(120.3조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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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순수취경상이전(-0.2조원)을 더한 것과 같게 된다.
그리고 국민처분가능소득(898.1조원)에서 소비(718.6조원)하고 남은 부분이 순저축(179.5조
원)이며 동 저축은 고정자본소모(135.9조원)와 함께 자본조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8년 한 해 동안 새로 기계를 구입하
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 내역을 보면 총고정자본형성이 300.8조원, 재고투자
증가가 19.6조원이었다. 한편, 동 자본의 조달내역을 보면 기업 등이 마모된 고정자산의 대체
등을 위해 비축한 감가상각비(고정자본소모)로 135.9조원을 충당하였으며 모자라는 자금 179.5
조원은 금융기관 등의 중개를 통하여 가계 등의 저축으로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축적과 조
달내역은 자본계정에 나타나 있다.
또한 총자본조달액 315.9조원 가운데 국내투자액 320.4조원[총고정자본형성 (300.8조원)+재
고증감(19.6조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4.2조원이 순차입(국외)인데 이는 금융계정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순증액(544.8조원)과 금융부채의 순증액(547.9조원)의 차이인 자금부족액(3.1조원)
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순차입(또는 순대출)과 자금부족액(또는 자금잉여액)은 개념상으
로 서로 일치해야 하지만 오차 및 누락(1.1조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부
문별 자금과부족을 보면 개인, 정부 및 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자금잉여액이 각각 63.5조원, 31.0
조원 및 10.7조원이고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부족액이 108.3조원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2008년말 국민자산은
실물자산을 편의상 B조원이라 놓으면 B조원(실물자산)+7,926.1조원(금융자산)이 된다. 이 가
운데 2008년말 금융자산 7,926.1조원은 2007년말 금융자산 7,287.4조원에 자본거래계정 및 금
융거래계정상의 금융자산 순증액 544.8조원과 환율 및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조정분 93.9조원
을 더한 수치와 같다. 내역별로는 2008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금·예금(1,553.1조원), 채권·주식(2,505.0조원), 대출금(1,677.5조원), 생명보험
및 연금(424.2조원), 정부융자·외환보유액·직접투자 등 기타(1,766.3조원)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Ⅰ-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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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경 제

<그림Ⅰ-4-5>

2007년말 국민자산(stock)
< A+7,287.4 >

[생산]국민총소득
1,034.1

[분배]국민소득
778.0*

(시장가격표시)

(요소비용표시)

실물자산 A
재고
총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 등)
토지, 기타
금융자산

7,287.4
국내총산출액
2,605.1

현금·예금 1,357.0
채권·주식 2,709.3
대출금
1,436.6
생명보험및연금 391.8
기타
1,392.7

국부

A+FA

실물자산
A
국외순자산 FA

금

융

계

정

비금융
법인기업

금
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개인(개인
기업 포함)

합계

금융자산의 순증

129.4

251.0

38.4

126.0

544.8

금융부채의 순증

237.7

240.3

7.3

62.6

547.9

자금과부족

-108.3

10.7

31.0

63.5

-3.1**

# 순생물산세(106.8조원)=생산물세(111.7조원)-생산물보조금(4.9조원),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는 기타생산세를 이미 포함하고 있음
*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135.9조원)와 순생산 및 수입세(120.3조원)를 차감하여 계산함
여기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125.3조원)에서 보조금(5.0조원)을 차감하여 계산
** 오차 및 누락 1.1조원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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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예 시 (2008년)
(단위: 조원)

[지출]국민총지출
1,034.1

2008년말 국민자산(stock)
< B+7,926.1 >

(시장가격표시)

(시장가격표시)
실물자산 B
재고
총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 등)
토지, 기타
국
내
순
자
본
형
성
184.

수출 544.1
수입 556.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7.7

자

본

계

등

현금·예금 1,553.1
채권·주식 2,505.0
대출금
1,677.5
생명보험및연금 424.2
기타
1,766.3

평
가
익

179.5

19.6 고정자본소모

135.9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0.1 순자본이전
순대출

금융자산

정

총고정자본형성 300.8 순저축
재고증감

평
가
익

0.5

등
93.9

-4.2

통계상불일치

국부

-0.4

총자본축적

315.9 총자본조달

소

수

취

수
여
자
등
료

득

계

정
합계

—
153.1
-5.7
-46.7
-2.5

—
34.1
0.8
-0.6
-0.1

—
—
13.5
1.5
0.2

474.7
108.1
0.8
44.4
2.4

474.7
295.4
9.3
-1.4
0.0

요소비용 국민소득

98.2

34.2

15.2

630.4

778.0

순생산 및 수입세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37.3

—
-6.0

120.3
95.6

—
-52.5

120.3
-0.2

60.9

28.2

231.1

577.9

898.1

소비

—

—

156.9

561.6

718.6

저축

60.9

27.6

74.2

16.8

179.5

국민처분가능소득
지
불

B+FB

실물자산
B
국외순자산 FB

315.9

비금융 금
융
개인(개인
일반정부
법인기업 법인기업
기업 포함)
피용자보
영 업 잉
이
배 당 금
임

7,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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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관

제1절 개관

국민계정체계(SNA :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란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작성에 관한 지침서 또는 국제기준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5대 통계인 국
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민대차대자표 모두를 포괄한다. 다만 국
제수지표의 경우 IMF가 제정한 별도의 국제수지 매뉴얼(Balance of payment manual)이 있는데
개념, 평가방법 및 범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SNA와 거의 일치한다.
국민계정체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정의, 분류 및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된 각종 계정
과 표로서 구성되어 있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통계시스템으로서 경제데이터를 경제분석과 정
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여 나타내는 종합적인 회계체계이다. 따라서 국민계정
체계의 회계원칙은 기업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며 기업회계의 전통적인 복식부기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국민계정체계는 기업회계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 및 원리에도 크게 의존하는데 생산,
소비, 자본형성과 같은 개념은 경제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회계원칙과 경제이론이 상
충되는 경우에는 경제이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각 계정 항목들은 대
응계정에 이기되며 균형항목을 중심으로 계정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
적인 통합시스템을 이루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계정체계는 UN에 의해 1953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68년, 1993년 및 2008년 모두 세 차례 개정되었다. 각 국가들이 어느 국민계
정체계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고 있는지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현재 1993년 SNA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8년 SNA1)는 2014년에 실시되는
2010년 기준년 개편시 이행할 계획이다.

1) 자세한 내용은 V장 제7절 p.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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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1. 계정체계의 구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은 5개의 국민경제통계를 포괄하는 방대한 통계표로 구성
되어 있으나 그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민계정통계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실물자산과 노동을 결합하여 일정기간(통계작성 대상기간) 동안 얼마만
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으며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생산
자산에 투자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 SNA의 계정체계는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와 기타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중
심체계에는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해 주는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체계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과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로 구성되어 있다.

1993 SNA의 계정체계

<표Ⅱ-2-1>

통합경제계정
공급·사용표
중심체계

금융거래표 및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기능적 분석
인구 및 고용표
위성계정

기타체계

기능지향적 위성계정 : 환경보호, 연구개발, 보건, 교육, 관광 등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NA 개념의 수정

사회계정행렬(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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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경제계정의 구조
중심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 통합경제계정은 모든 거주자 제도부문과 국외부문에 대
한 거래 및 기타 플로와 자산, 부채를 기록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나
누어 경상계정, 축적계정, 국민대차대조표 및 국외거래계정으로 구성된다.

1993 SNA의 통합경제계정체계의 구성

<표Ⅱ-2-2>

생산계정
제1차 소득분배계정
경상계정
소득계정

소득발생계정
본원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소득사용계정

자본계정
축적계정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재평가계정

기초대차대조표
국민대차 대조표

대차대조표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표
경상계정

국외거래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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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거래 및 기타 플로
국민경제 내에서 각 제도단위들은 기업가, 노동자, 자본가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거나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시키며 제도단위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양이나 구성 또는 가치를
변화시키는 등 경제적 플로(flow)를 발생시킨다.
경제적 플로에는‘거래(transaction)’와‘기타 플로(other flows)’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
분의 경제행위는 제도단위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제행위를‘거래’라
고 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두 제도단위간에 이루어지나 기업이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여 보유하는 고정자산(자가계정 고정자본형성)이나 고정자본소모와 같이 한 제도단
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는데 이러한 내부거래 또는 제도단위내 거래도 두 제도단위
간의 거래와 같이 취급한다.
거래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닌 자산 및 부채가액의 증감을‘기타 플로’라고 한다. 예를 들
면 한 제도단위가 일방적으로 수행한 경제행위가 다른 제도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연
자산을 경제활동에 사용하여 자연자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경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
은 비경제적 현상이 경제적 자산을 파괴시키는 경우, 자산과 부채가 보유기간중 가격변동 등
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내용인 기타 플로는 거래로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과 함께 국민계정체계
(SNA) 내에 기록되어 플로계정과 스톡계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는 경상계정과 축적계정인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그리고 기타 플로는 축
적계정인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기록하며 기초대차대조표에 거래로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
과 기타 플로에 의한 순자산의 증감을 더하여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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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상계정
경상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의 발생, 제도단위간 소득의 분배와 재
분배, 그리고 소비 또는 저축을 통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생산계정과 소득계정으
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생산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산출물(총산출)과 중간소
비, 그리고 부가가치를 기록하는데 각 제도부문의 부가가치를 더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된
다.
소득계정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
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분된
다. 이들 소득계정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각 제도부문에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또 소득
이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조세 등을 통해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가계,
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기업 등 각 제도부문이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하였
는지를 나타낸다. 소득계정체계 전체의 균형항목은 저축이며 이는 축적계정으로 이월된다.

나. 축적계정
축적계정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
는 계정인데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리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으로 구성된다.
자본계정은 경상계정의 최종항목인 저축이 이월되는 계정으로 동 계정에는 비금융자산의 순
취득, 즉 자본형성이 기록된다. 금융계정은 제도부문간의 금융상품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발생한 다른
제도부문에 대한 부채의 순증액을 나타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이를 일치시키는 것
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전형적인 거래 이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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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변동된 내용을 기록하는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가격구조 변화 등으로 자산과 부채
의 가액이 변동되는 것을 기록하는 재평가계정이 있다.

좀더알아보기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assets accounts)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
는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기타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이
러한 기타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은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재평가계정으로 구성된다.
◆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accounts)은 자산 및 부채의
증감 중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 중에서 보유손익에 의해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화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모두 기존
자산의 제도부문간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에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경제 전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제도부문간
자산 소유권만을 변동시킨다. 따라서 경제전체의 자산축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이 필요하다.
한편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은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비육성
생물자원의 자연생장,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소멸, 재난에 의한 손실, 무상점유, 비금융자산
등의 기타 양적 증감,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기타 양적 증감, 분류 및 구조의 변동 등의 항목
으로 구성된다.
◆재평가계정
재평가계정(revaluation account)은 일정기간 동안 자산 및 부채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보유손익(자본이득)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동 계정에는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명목 보
유손익을 나타내는데, 명목 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중 자산 및 부채의 화폐가치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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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이득액 또는 손해액을 의미한다. 명목 보유손익은 1993SNA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익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보유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명목 보유손익은 중립 보유손익과 실질 보유손익으로 구분된다. 중립 보유손익은
자산 및 부채의 가격이 일반물가 수준과 동일하게 변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보유손익으로서
일정기간중 자산 및 부채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손익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질 보유손익은 경제전체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질손익으로 정의되며, 명목 보유손익에서 중립 보유손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명목 보유손
익, 중립 보유손익, 실질 보유손익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명목 보유손익(G) = (Pt－P0)×Q
(단, Pt는 t기의 자산가격, P0은 0기의 자산가격, Q는 특정 자산 또는 부채의 양)
중립 보유손익(NG) = P0Q×(Rt/R0－1)
(단, Rt는 t기의 일반물가수준, R0은 0기의 일반물가수준)
실질 보유손익(RG) = 명목 보유손익－중립 보유손익 = G－NG = P0Q×(Pt/P0－Rt/R0)

다.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는 회계기간의 기초 및 기말에 제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스
톡을 기록하는데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및 기말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기초
대차대조표에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을 더하면 기말대차대조표가 되는데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은 축적계정에 나타난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주요 요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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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과 부채의 가액,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하는 스톡계정이다. 기말대차대조표
는 기초대차대조표에 축적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자산량 기타
증감계정 및 재평가계정)의 금액이 누적되어 산출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제도부문별 분류를 따르며 비거주자 부문인 국외부문은
별도로 국외자산부채계정(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account)으로 표시된다. 국외자산부
채계정은 비거주자의 입장에서 국내부문과의 금융채권, 채무관계를 표시하며 금융자산, 부
채스톡의 수준과 구성을 나타낸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국제수지매뉴얼」상의 국제투자대
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 해당된다. 다만 IIP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작성
되는 반면 국외자산부채계정은 비거주자 입장에서 작성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상의 순자산
(또는 순부채)은 거주자인 국내경제의 국외 순부채(또는 국외 순자산)에 해당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국가경제의 경제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광범위한 정보
를 제공한다. 즉 가계 소비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소득 및 저축함수에 부(富)의 변수가 포함되
며, 기업들의 고정자산 스톡자료는 이들의 투자행태 및 자본조달 등의 연구에 유용하다. 또
광물자원, 토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자료는 동 자원의 이용 또는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고 환
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라. 국외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은 거주자 제도단위와 비거주자 제도단위간의 거래와 이와 관련된 자산 및 부
채의 스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국외거래계정은 경상계정과 축적계정, 대차대조표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는 국내경제와 동일한 계정체계이다. 다만 국외거래계정은 국외부문의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국내경제와는 반대의 부호를 갖게 된다. 즉 국외부문의 원천은 국내경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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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해당하고 국외부문의 사용은 국내경제의 원천이 되며 국외부문의 균형항목이 正(+)이면
이는 국외부문의 흑자와 국내경제의 적자를 의미한다.

<표Ⅱ-2-3>

통합경제계정의 기본구조

[경상계정]
생산계정
사용
중간소비

원천
총산출

부가가치
제1차 소득분배계정
① 소득발생계정
사용
피용자보수

원천
부가가치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영업잉여/혼합소득
② 본원소득분배계정
사용
지급재산소득

원천
영업잉여/혼합소득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본원소득잔액

수취재산소득

제2차 소득분배계정
사용

원천

경상이전 지급

본원소득잔액

처분가능소득

경상이전수입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사용

원천

사회적 현물이전 지급

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수입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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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용계정
사용

원천

최종소비지출(또는 실제최종소비)

처분가능소득(또는 조정처분가능소득)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

저축

[축적계정]
자본계정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비금융자산 순취득

저축

저축투자차액

자본이전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증감

금융계정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금융자산의 순취득

부채의 순발생

자금과부족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①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비금융자산

부채

금융자산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증감

② 재평가계정
자산 증감
자산의 명목보유손익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부채의 명목보유손익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국민대차대조표]
기초대차대조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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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

부채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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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증감계정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비금융자산 증감

부채 증감

금융자산 증감

순자산증감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증감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기말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금융자산

순자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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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국민계정은 수많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포착하여 일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민경제활동의 종합표이다. 국민계정의
작성은 일정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과정과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일목요
연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발생
한 모든 개별 거래는 이러한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류·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경
제계정을 구성하는 각 계정의 거래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의되고 기록되
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우선 1993 SNA가 도입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분류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통합경제계정 중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 편제되고 있는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 및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의 주요 거래항목에 대해 개관한다.

1. 경제주체의 분류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국민경제에는 시장의 상인, 가정주부 등 자연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의 조직체에 이르는 여
러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경제주체별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기 때문에 국민계정통계에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각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것끼리 한데 묶어 몇 개의 경제주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경제주체를 집단화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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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와 관련된 통계를 경제적 의미가
있는 포괄적인 계정(account)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경제분석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국민계정통계의 일관되고 과학적인 편제를 위해 경제주체와 관련하
여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와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
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를 말한다. 제도단위에는 크게 두 가
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계라고 하는 형태의 개인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와 같이 자신의 책임 아래 경제활동 및 거래에 종사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이다.
복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는 가계의 경우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가 많으며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구성원을 별개의 제도단위
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단위로 처리한다. 두 번째 유형의 제도단위는 자율성이 다른 제도
단위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를 받긴 하지만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책임과 의
무를 지게 된다. 한편 가계나 정부에 속한 비법인기업이 법인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완전한 형태의 계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준법인기업으로 처리한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인 제도단위를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제도부
문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인 제도단위는 국외부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주자 경제주체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및 가계의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은
주로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제도단위로 구성되며, 금융법인기업
(financial corporations)은 금융중개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제도단위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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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는 개별 또는 집합 소비를 위한 비시장(non-market)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富)를 재분배하는 제도부문이며,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
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는 주로 가계를 위한 비시장서비스
의 생산에 종사하는데 그 주요 재원을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가계(households)는 1인 또는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는데 가계가 소유한 비법
인기업도 포함한다. 가계부문의 주된 기능은 노동의 공급,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소비 등이며 기
업으로서의 가계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제도단위와 제도부문별 교차분류

<표Ⅱ-3-1>

제도부문별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비금융법인기업
(준법인기업포함)

금융법인기업
(준법인기업포함)

일반정부

가계

제도단위별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포함)
정 부
(사회보장기금 포함)

가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

정부단위
(사회보장기금 포함)

가 계

가 계

비영리단체

시장 비금융
비영리단체

시장 금융
비영리단체

정부의 통제와
주된 자금지원을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

가계에 봉사하는비시장
비영리단체(NPISHs)

좀더알아보기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국민소득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를 실제로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는 수많은 이질적 경제
주체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된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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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집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생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화(good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
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물론 생산자가 자신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재화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Services)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나 가
계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활동
(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타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음식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
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 등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정하
지 않는 이유는 ①동 서비스의 생산은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
동이며 ②시장판매 목적의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또한 동 서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경우와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의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
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에 대
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등으로 편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거래도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 등을
위해 생산활동으로 보고 있다.

국내경제(total economy)는 한 국가의 경제적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제도단위로 구성되는데
한 국가의 경제영역이란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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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에서 거주의 개념은 국적이나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경
제적 이익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즉 동 영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실무적으로는 1년 이상) 경제
활동에 종사할 때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비거주자, 즉 다른 경제영역의 거주
자와도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국외거래라 하며 국외거래계정에 기록한다. 거주자와 비
거주자간의 거래를 모아 놓은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은 SNA에서 하나의 제도부문과 같
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비금융법인기업
비금융법인기업은 금융활동 이외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중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명백히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실체를 말한다. 즉,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
장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을 말한다. 소유주로부터의 독립이라
함은 그 기업의 소득과 지출,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과 부채가 소유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제·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법인기업과 공법인이
포함되며 법인은 아니지만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완전한 손익계산서
와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는 대규모 비법인기업,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일반에게 판
매하는 대규모 정부기업 및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비법인기업 등의 준법인기업도 포함된다. 또
한 법적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운용행태를 갖는 대
규모 개인기업과 통신·조달·양곡관리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정부기업은 준법인기업으로 분
류하여 비금융법인기업에 포함시킨다.

(2) 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은 금융중개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 법인기업 또
는 준법인기업을 의미한다. 금융중개활동이란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과부족을 금융시장을 통해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중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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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적 생산활동을 말한다.
금융법인기업은 크게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
융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정부예금 관리, 대외지급준비금
관리, 금융기관 규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한국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예
금취급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 예금 및 유사 금융수신상품을 부채로 부
담하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도단위를 의미한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예금은행은 다시 일반은행, 특수은
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나누어지며 비은행기관은 상호금융, 은행신탁, 투자신탁운용회
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금융중개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제도단위 중에서 중앙은행, 예금취
급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이외의 제도단위로서 금융시장에서 예금 이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타금융중개기관으로는 증권투자회사, 여신전
문회사, 특수목적중개회사 등이 있다.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단위와 특정 피고용자집단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용자, 고용주, 정부 등이 정
기적으로 부담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기금 중 자가계정으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면서 금융시
장의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단위(연금기금)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연
금보험, 생명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단
위로서 손해보험, 비생명공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보조기관은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증권기관, 금융보
조서비스기관, 보험보조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법인기업도 비금융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배형태에 따라 공기업, 국내민간기업,
외국인지배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지배형태에 따른 분류가 적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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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정부
정부단위는 정치적 절차에 의해 설립된 독특한 법적 실체로서 일정 영역에서 다른 제도단위
들에 대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단위는 정부가 스스로 공급하
지 않으면 공급될 수 없거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이들의 활동목적은 이윤의 추구가 아니다. 따라
서 비용구조를 보면 산업과 달리 영업잉여를 갖지 않는다. 정부가 생산한 대부분의 산출물(서
비스)은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므로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일반정부에는 주로 행정 및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보건·교육·문화·오락 및 기타 사회서
비스의 제공, 사회복지 및 기술개발활동 등을 하는 중앙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산업
재해보상보험기금 등과 같이 정부가 자금을 관리·통제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경우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에 대하
여 경제, 과학, 공공행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비영리기관도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된다.

(4)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교육·의료·종교·문화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생산하
여 그 구성원 또는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전문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정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와 다른 제도단
위로부터의 자발적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자선·구호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자금은 통상 회원
으로부터 받은 회비, 재산소득, 기업 및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부금 등에 의해 마련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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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경우 생산비용 가운데 수업료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재단의 재산수입
으로, 종교단체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규모 친목단체로서 상근종업원이 1명이거나 아
예 없는 경우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하지 않고 가계에 포함시킨다.

(5) 가 계
국민계정에서 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하
며 특정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주로 주거와 음식)를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을
말한다.
가계는 주로 재화·서비스의 공급 및 처분과 관련한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이다. 즉 가계
는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등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노동의 재생산 등을 위해 소비한
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법인기업을 직
접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계 비법인기업에는 자본이나 점
포 없이 노점상이나 구두닦이를 하는 개인으로부터 피고용자를 거느린 제조회사, 건설회사, 서
비스회사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가계는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
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급농가의 농산물 생산, 자가소유 주택의 주거서비스, 유급종
사자를 고용하여 생산한 가사서비스 등이 있다

(6) 국외부문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은 거주자와 거래하거나 거주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
든 비거주자 제도단위로 구성된다. 즉 국외의 모든 제도단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자와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도단위를 포괄하는 제도부문이다. 따라서 국
외부문은 국내부문처럼 완전한 계정체계를 편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외부문의 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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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외부문은 국내부문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금융 및 자본거래 등을 통해 경제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외부문도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 및 금융계정 등 각 계정에 하
나의 제도부문으로서 나타나 있다.
한편 대사관, 영사관, 외국 군사기지, 국제기구 등은 국내에 위치하더라도 국외부문으로 처
리한다.

2. 주요 거래항목

가. 생산계정

(1)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이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
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기초가격 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산출
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
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비시장산
출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란 시장에서‘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말한다. 그리고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output for own final use)은 생
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란 정부와 같은 비시장생산자가 생산하여 다른
제도단위 또는 사회 전체에게 무상 또는‘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하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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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
1993 SNA은‘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을 생산자의 공
급의도 물량과 소비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재화와 서비스)을 시장
산출물(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
라 부르고 있다. 반대로‘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산출물을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비시장생
산자(non-market producer)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1993 SNA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유럽연합의「정부수지와 정부부채의 평가매뉴얼」(ESA 1995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에서는‘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criterion)으로 50%
규칙(rule)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되어야 산출물이 경
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50% 규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수개년도에 걸쳐 충족되어
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각 산출물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시장가격 등 평가가
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입비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의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회사가 대당
50만원짜리 TV를 1만대 생산하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총산출은 모두 50억원이 된다. 따라서 생
산된 재화가 판매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산된 것은 모두 총산출로 계상한다.
즉 앞의 예에서 1만대 가운데 5천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총산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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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농가에서 가마당 16만원하는 일반미를 10가마 생산하여 가족끼리 모
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농가의 총산출은 160만원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앞의 예와 같이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경우는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계산할 수 있으나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하기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
는 금융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도소매업에서는 물건을 판 가격과 구입한
가격의 차액인 거래마진(도소매 마진)의 합계를 총산출로 정의한다. 가령 미곡도매상이 농부로
부터 쌀 한 가마를 16만원에 구입하여 소매상에게 17만원에 팔고 소매상은 이를 소비자에게 19
만원에 팔았다면 도매업의 총산출은 1만원(17만원－16만원), 소매업의 총산출은 2만원(19만
원－17만원)으로 계상한다. 화물운수업과 창고업의 경우는 재화를 수송하고 보관한 대가로 받
은 운임과 보관료를 총산출로 처리한다. 한편 서비스업은 요금,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
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하는데,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은 숙박료수입이, 학원 등은
수강료수입이, 그리고 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수업은 운임수입이 각각의 총산출이 된다.
그러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서비스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
기된다. 우선 금융업은 송금, 추심, 환전, 카드업무 등의 결과로 수취한 실제서비스 판매수입(각
종 수수료 등)에다 금융중개서비스(FISIM)2)를 더하여 총산출을 계산한다. 보험업은 수취한 보
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의 합계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필요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
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료로 의제하여 이를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
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
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
서비스업은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
여(피용자보수)를 총산출로 본다.

2) 금융업의 금융중개서비스 계산방법은 Ⅲ장 제2절 p.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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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소비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또는 중간투입이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비된 재
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다.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
해 쓰인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또는 소비주체인 가
계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이를 구
입하여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
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또한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별은 생산자가 구입한 재화가 회계기간중 소진되는가 또는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수선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
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비이지만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
나 생산성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정부
가 구입한 군사장비는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입비는 최종소비지출의 성격을 띠
고 있다. 그러나 계정처리상 이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단 정부의 중간
소비로 처리하여 총산출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로, 활주로, 수송장비 등 민간의 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고정자산은 중간소비가 아닌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3)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
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한다. 즉, 앞에서 예로 든 전자회사가 모두 합해 50억원어치의 TV를 생산
하는 데 반도체와 브라운관 구입비, 광고선전비, 판매비 등 중간소비로 30억원을 투입하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부가가치는 20억원이 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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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
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한편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로 구분된다.

나. 소득계정

(1)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
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
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분담금도 포함한다.
현금급여는 피고용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데, 실제 수취한 금
액 이외에 원천과세액도 포함하며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기금에 대한 피고
용자 분담금도 일단 피용자보수로 받은 다음 지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원
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tip)도 고용주가 서비스의 판매대가로 일단 수취하였다가 현금급여 형
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물급여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피고용자에게 혜택을 주긴 하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복의 제공, 직원휴게실의 마련, 정기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출은 피용자보수로 계상하지 않
고 고용주의 중간소비로 취급한다.
그 밖에 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과 공무원 및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분담금도 피
용자보수에 포함시키며, 일반회사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적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용주 전입금도 피용자보수로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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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생
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
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또한 보조금(subsidies)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를 들면 정부의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유가
보조금,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이 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가운데서도 생
산활동과 관계없이 수취한 부분은 경상이전으로 분류해야 하며 투자의 목적이나 수해, 화재 등
에 따른 자본재 손실보전을 위한 이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가계 및 가계에 봉
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닌 경상이전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간접세 대신에 생산 및 수입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각종
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경제학에서도 간접세 등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3)

(3) 영업잉여/혼합소득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
입세를 차감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
소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시장생산자인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비
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의해 평가되므로 영업잉여는 (0)이 된다.
한편 1993 SNA에서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 비법인

3) 1993 SNA의 조세분류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1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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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 비
법인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비법인기업의 소유주4)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
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4) 준법인기업소득
준법인기업(quasi-corporations)이란 법적인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관계
되는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완전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계정을
갖고 있어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운용행태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비금융법인기업이
나 금융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준법인기업의 경우도 소유자가 기업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법인기업의
배당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 준법인기업소득의 인출액은 소유주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유자의 재산소득이다. 이러한 준법인기업소득은 준법인기업의 소유자인 가계
나 정부 등과 준법인기업이 포함된 법인(금융 및 비금융)기업간의 재산소득의 수급관계를 나타
내는 항목으로서 소득계정에 기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인기업(준법인기업)을 운영
하여 1,000만원의 기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600만원을 기업주가 가계용도로 사용하였다
면 이는 법인기업이 600만원의 준법인기업소득을 인출하여 가계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재산소득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유형비생산자산(주로 토지, 지하자산)의 소
유주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이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유형비생산자산의 경우는 임료

4)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6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rent)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자는 예금이나 대출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며 배당은 민간법인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형태로 자
본참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임료는 임대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임료(총
임료－토지유지비)를 재산소득으로 계상한다.
한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독점적 권리의 사용료는 운용리스의 임대료(rental)와 같이
재산소득이 아니라 기업의 중간소비나 가계 및 정부의 최종소비로 기록된다.

(6)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화재, 수해, 사고, 질병 등과 같은 우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
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보험료를 납부하고 손해(재해)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
다. 보험료는 그 성격상 보험서비스료와 순보험료로 나누어진다. 보험서비스료는 보험가입자
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순보험료는 재해 발생시 보
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분담금이다. 따라서 보험서비스료는 재
화·서비스의 거래로 분류되며 순보험료는 소득이전거래로 취급된다.
그리고 보험서비스료가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므로 보험금은 전체적
으로 순보험료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별로 보면 손해발생으로 받은 보험금과 납부한
순보험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입자간에는 보험거래와 관련한 소득이전이 일어나게 된다.

(7) 경상이전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은 앞에서 설명한 재산소득과는 달리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소
득(현금 및 현물)의 이전거래로서 강제적 이전과 자발적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적 이전은 법적 의무 또는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가계가 부담하는 교통범칙금 등과 같은 징수요금 및 벌과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등이 있다. 자발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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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무가 아닌 각 경제주체의 자의에 의한 이전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경조비, 불우이웃
돕기성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현물이전의 형태로 가계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인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도 경상이전에 속한다. 그리고 1993 SNA에서
사회보험기구의 개념을 공무원연금 등 민간사회보험기구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민간사회보
험기구에 대한 가계의 부담금 및 수혜금도 경상이전으로 처리하며 금융계정과의 균형을 이루
기 위해 민간연금기금의 준비금을「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항목의 이전거래로 기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생산에 사용한 토지, 건물 및 기타자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기타생산세로 분류된다.

(8)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서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
비지출로 나누어진다.
가계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한
다. 그러나 가계가 구입하였다고 해서 모두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며 가계가
구입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되는 것이 있다. 즉, 가계가 구입한 중고품
은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할 때 이미 가계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가계의 주택구입은 주택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라 할 수
있으므로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또한 농가가 생산하여 소비한 곡물, 자가소유자가 스
스로 최종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대료) 등은 가계가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
니지만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가계최종소비지출에 포함한다.
한편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지출의 대상이 비상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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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즉 가계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최
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만 생산주체를 겸하고 있는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구입
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 않고 정부서비스나 민간 비영리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이
들이 생산한 서비스의 자가소비를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에 투입된 경비 중에서 서비스 판매수
입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국민에
게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및 비상품 판매수입보다는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
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입)을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의 2008년도 수업료수입이 500억원이고 교육보조재 구입이 280억원,
교직원급여가 220억원, 감가상각비 80억원 및 생산세 20억원 등 생산비용이 600억원이었을 때,
국립대학교의 총산출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 600억원이며, 여기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로 계상
되는 수업료수입, 즉 교육서비스 판매수입 500억원을 차감한 잔액 100억원이 국립대학교의 자
가소비를 위한 생산액인 동시에 최종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서 여권비용, 면허수수료, 공항세 등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 의해 그 구입이 강제성을 띠는 것
과 단순히 재정수입원으로서 마련된 자동차세, 소득세 등의 부과금은 가계가 정부서비스를 구
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소득이 단순히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9) 저 축
저축은 각 경제주체가 받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수취재산소득, 경상이전
수취 등 경상적 수입에서 지급재산소득, 경상이전지급, 최종소비지출 등의 경상적 지출을 공제
한 것으로서 자본형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저축은 소득처분의 한 항목임과 동시에 자본조달의 원천항목으로서 소득계정과 자본
계정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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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 및 금융계정

(1) 총고정자본형성
기업 등 생산자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원료도 구입하지만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기도 하며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입한다. 이러한 기계의 구입이나 공장의 신축 등은 장래의 지속적인 수입
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당해기간 중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년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
구입을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또는 총고정투자라고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 제도단위의 회계기간중 고정자산 순취득액(취득액－처분액)을 말
한다. 제도단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액은 총고정자본형성
에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비생산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또한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 이외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
대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가계가 구입한 것은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된
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정부가 구입하여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되
지만 정부가 공무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주고 공무원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손수 운전을 하면 가
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 또한 잡화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냉장고를 구입하여 점포에 설치한 경
우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이 되나 자신의 집에 놓고 사용할 때에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 동
일한 VTR도 고속버스회사가 구입하여 버스에 설치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되지만 가계가 구입
하면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
한편 개인기업주나 생산자로서의 의사, 변호사 등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장과 가계에서 동
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상 사용한 부분은 총고정자본형성이 되나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사

6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용한 부분은 가계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분이 쉽지 않
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소비로 기록되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점포, 공장, 기계설비, 운수설비 등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재 취득에 대한 지출이
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가계가 구입한 주택가액이 냉장고, 자동차 등 다른 내구재
와 달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는 점인데 이는 주택도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등 비생산자산과 앞에서 설명한 군사용 무기 취득에
대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내구재의 개조 또는 개량에
대한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나 경상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시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이 비용은 총
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나 그 후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동질의 페인트를 다시 칠한 경우는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지출로 보지 않고 경상지출로 보아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토지의 개간과 개량, 임야·광산·대규모농장 등의 확장이나 개발 등 비생산자산의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번식용 가축, 젖소,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는 동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
성으로 본다. 이와 같은 자산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계설비처럼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토지, 광산, 임야 등 재생산이 불가능한 비생산자산의 경우 그 거래액 자체는 총고정자본
형성으로 계상되지 않지만 동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이전비용 등의 지출은 총고정자본형
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편 1993 SNA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물탐사 등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과 민간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자산(활주로, 부두, 도로, 병원 등)의 건설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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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증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는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work-in-process), 완성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고증감은 회계기간중의 재고 취득액과 재고 처분액의 차이를 의
미한다.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은 모두 장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같
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재고증감은 그
수익이 어느 한 시점에 실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도축용 가축은 재고증감으로 분류되
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젖소, 면양과 같은 낙농축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된다.
한편 현재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 회계기간중 미완성 상태에 있는 선박 등 중기계장비는 재
고증가로, 건물·도로·댐·항만시설 등의 구조물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재공품 또는 완성품 재고로
기록하고 있다.

좀더알아보기

재고자산의 형태(목적)별 분류
(1) 원재료 및 소모품
원재료 및 소모품(materials and supplies)은 기업이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할 목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일부는 물리적 훼손, 경상적 사고손실 등
으로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나 이러한 손실은 실제로 원재료 및 소모품이 출고되어 생산
에 사용된 것과 같이 평가한다.
(2) 재공품
재공품(work-in-progress)이란 기업이 생산한 산출물 중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른 제
도단위에게 경상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아직 생산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재공품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며 특히 완성될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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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되는 산업(예: 농업, 조선, 건축,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영화산업)에서 중요하다.
재공품은 다른 제도단위에게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상태의 산출물이지만 필요시 그 소
유권의 이전은 가능하다.(예: 기업 청산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판매가 가능)
■육성자산의 재공품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 유형은 1회용 식물, 벌목용나
무, 도축용가축 등과 같이 생산에 단 한 번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 고무, 우유, 양
모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것이다. 단 한번 사
용되는 육성자산의 경우 회계기간말 현재 수확되지 않은 작물이나 도축되지 않은 가축은 재
공품으로 처리한다. 생산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육성자산은 이를 판매목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생산업자의 경우에만 재공품으로 계상한다.
■기타 고정자산의 재공품
선박 등과 같이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는 구축물과 기타 고정자산의 경우 각 회계기간중 생
산된 산출물은 생산자가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만 생산자의 재공품으로 분류한다.
(3) 완성품
완성품(finished goods)이란 생산자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공급하기 전에 더 이상 가공할
의사가 없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어떤 재화는 다른 생산과정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그 생산자가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생산을 완료한 때에는 완성품이 된다.
(4) 재판매용 재화
재판매용 재화(goods for resale)란 도매상 또는 소매상과 같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이다. 재판매용 재화는 그것을 구입한 기업이 고객에게 잘 판매하기 위
해 운송, 보관, 등급 구분, 분류, 세척, 포장 등을 하지만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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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중품의 취득과 처분
국민계정에서 귀중품이란 가계나 기업이 1차적인 생산이나 소비의 목적이 아니라 가치저장
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질적 저하를 가져
오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귀중품은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귀중품의 취득 및 처분을 총고정자본형성
이나 중간소비 및 최종소비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1993 SNA에서는 총자본형성의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금·은괴와 귀금속 및
보석을 총자본형성의 별도항목이 아니라 재고증감에 계상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품에는 다이아몬드, 비화폐용 금·은 등 귀금속류로서 생산과정에 중간투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예술품이나 골동품으로 간주되는 회화, 조각 및 귀금속에 달린 장신구 등이
있다.

(4)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
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말한다. 즉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마모, 진
부화 등으로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이 고정자본소모
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는 제도단위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자산 가치가 모두 소모될 경우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
부를 비축해 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계정에서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
로 투자촉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
가 있다.
한편 도로, 댐, 방파제 등에 대해서도 수리비, 유지비 등에 의해 그 원상이 유지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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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소모를 계상하고 있다.

좀더알아보기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모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자산의 가액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
는 이득(소득)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고정자본소모는 동 현재가치의 감소분으로 측정된
다. 즉 고정자본소모는 미래소득의 측정치(forward-looking measure)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historic costs)을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여 계
산한다. 따라서 고정자본소모는 과거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감가상각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스톡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념상으로 정
확한 고정자본소모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고정자본소모의 추계에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자료
를 이용하기도 한다.

(5) 자본이전
자본이전(capital transfers)은 경상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재화
나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거래이지만 경상이전과는 달리 거래 당사자의 자산
처분 또는 취득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전거래의 예에는 일반정부가 기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 등에게 지급
하는 투자조성금(예: 댐이나 수리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자본보조), 재해보상금(예: 태풍피해
에 대한 정부의 자본보조) 등이 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일반정부가 다른 제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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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부터 수취하는 자본적 부과금도 자본이전으로 분류한다.

(6)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s)의 순취득은 토지 및 무형자산의 순구
입을 포괄하고 있다.
토지는 지표면과 그에 딸린 저수지, 호수, 강 등 지표수(surface water)를 말한다. 단, 지하자
산, 지하수자원, 비육성 생물자원 및 지상에 세워진 건물 및 구축물은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거래는 거주자간의 거래로만 취급하며, 비거주자가 토지를 구입한 경우는 명목상
(notional)의 거주자단체를 설정해서 이 단체가 소유자가 되고 토지를 구입한 비거주자는 이 명
목상의 거주자단체에 대하여 토지구입 금액과 동액의 자본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
서 각 경제주체의 토지구입과 판매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각 제도부
문별로만 구입과 판매의 차액, 즉 순구입이 기록될 뿐이다.
토지거래가격은 거래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등록비용 등의 소유권 이전비용을 제외한 순토지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이전비용이 생산 측에서는 서비스생산으로 총산출에 포함되고 지
출 측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구입도 자본축적의 한 형태
로서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액으로 기록하고 있다.

(7) 금융거래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s)는 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금융채권의 창출 및 청산 포함)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로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취득과 처분, 금융부채 발행과 상환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은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을 발행하여 잉여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경제주체에 공급함으
로써 자금을 중개한다. 그 결과 자금공급 부문은 금융자산을 취득하게 되며 자금을 공급받는 부
문은 금융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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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각 금융자
산이 갖고 있는 현금화할 때의 편리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자산을 구입하려고 하고, 금융부채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금조달 가능성이나 조달비용, 상
환기간 등을 고려해 금융부채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은 다양해지게 마련인데
주요한 금융자산으로는 통화, 예금, 대출, 채권, 주식, 기업간 신용 등을 들 수 있다.

라. 국외거래계정

(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국내에서 사용(중간소비, 최종소비, 총자본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중 일부는 국외로 수출되어 외국에서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국외로 수출되는 것을‘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되는 것을‘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이라 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한외국대사관, 주한미군가족, 외국기관이 국내에서 소비한 재화
와 서비스는 수출에 포함되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 중 소비한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 그
리고 정부기관의 국외지출은 수입에 포함된다.

(2) 국외수취(지급) 요소소득
국내 생산요소(노동, 자본, 경영 등)가 외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소
득을 국외수취요소소득이라 하며, 반대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그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소득은 국외지급요소소득이라 한다.
국외수취요소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 또는 주한미군부대나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여
받은 임금을 나타내는 국외수취피용자보수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직접투자 하거나 국외차
관 등 외국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배당, 이자 등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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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지급요소소득은 이와 반대로 국내기업이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차관 등을 통해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지급받는 배당, 이자 등을 포
함한다.

(3) 국외수취(지급) 경상이전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소득을 국외수취경상이전이라 하며, 이에는 해외교포들
이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송금, 외국 종교단체에서 국내 종교단체에 보내는 선교지원금 등이 있
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런 대가없이 외국에 보내는 소득을 국외지급경상이전
이라 하며 해외 친지에게 보내는 송금, 외국에 보내는 사랑의 쌀이나 대한적십자사의 이재의연
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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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의 작성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과정과 일정시
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흐름이 생산, 분배, 지출의 3면에서 등가관계를 유지하도록 각 계정의 거래항목
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기록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국민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한 개별거래에 대한 기록원칙과
평가방법을 살펴본다.

1. 거래의 기록원칙

가. 거래의 기록시점
일반적으로 거래는 일정시점에서 발생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
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는 시점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TV제조업체에서 자기회사 TV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계약의 성립, 제품의 인
도, 대금의 수령, 회계상의 처리 등이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른 시점에서 일어나더라도 이들 거래
가 일정 회계기간 중에 일어난다면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시점의 선택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
지 않는다. 그러나 할부판매와 같이 일정 회계기간 중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
에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시점을 어느 단계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국민계정통계에서는 발생주의(accrual basis) 원칙에 따라 기록시점을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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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대금의 실제 수급시점과는 관계없이 재화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양
도하여야 할 시점에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서, 소득의 경우에는 관련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
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금융자산의 교환 및 이전거래는 동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의 이전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회계장부에 기
록되는 시점에서 기록하며,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적인 소유권이 획득되는 시
점에서 기록한다.
■외국무역의 경우에도 재화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국
민계정의 국외거래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국제수지표에서도 통관기준의 무역통계를 소
유권 이전시점 기준으로 조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따라서 운용리스, 보험, 주거
서비스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할부판매는 재화의 소유권이 최종할부금 지급시점까지 이전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구매
자에게 거래자의 신용을 선대(先貸)하였다고 간주하여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나. 거래항목별 기록원칙

(1) 총산출
총산출은 재화의 경우 생산시점에서,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각각 기록한다. 즉 버스제조업
체가 한 대에 1억원하는 버스 10대를 만들었다면 그 버스가 팔리건 창고에 남아있건 관계없이
버스제조업체의 총산출은 10억원으로 계상되며, 버스운수업체의 운수서비스는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제공된다고 본다. 서비스의 경우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이 일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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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없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시점이 기록시점이 되는데 여기서 상품의 판매
시점이란 물건의 양도와 관계없이 상품의 법적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의미한다.
한편 1993 SNA에서는 총산출(output)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 여기서
기초가격(basic prices)이란 판매가격 중 생산자의 몫이 되는 금액으로 생산자가 수취한 금액에
서 생산물에 대한 조세(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더한 다음, 운송마진6)을
뺀 가격을 말한다. 기초가격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생산자가격(producer’s prices)이란 생산자가 수취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가격이다. 따라서 생산자가격에는 기초가격에서 제외된 부가가치세 이외의 순생산물세가
포함된다.

기초가격 = 구매자가격－순생산물세(생산물세－보조금)－운송마진
생산자가격 = 기초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생산물세

또한 농산물의 자가소비, 자가소유주택의 임료, 자가생산에 의한 총고정자본형성 등 시장화
되지 않고 자가소비된 생산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기초
가격으로, 품질수준이 다양하여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자가건설 등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
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으로 평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2) 중간소비
중간소비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액으로 재화 및 서비스가

5) 1993 SNA에서 총산출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세금이나 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각 산업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 기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에 보다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6) 운송마진(transport margin)이란 물품대금 이외에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된 산출물 단위당 운송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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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 투입된 시점에서 기록하며 투입시점의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구매자
가격(purchaser’s prices)이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한 단위의 재화 또는 서비스
를 전달받기 위해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이다.
따라서 구매자가격은 생산자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공제불능 부가가치세(non-deductible
VAT)와 구매자가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불한 운송료(운송마진)를 더한 가격이 된다. 여기
서 공제불능 부가가치세란 구매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채무(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구매자가격 = 생산자가격+공제불능 부가가치세+운송마진

(3) 최종소비지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인도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
에서 기록한다. 즉 재화는 소유권이 변동된 때, 서비스는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기록한다. 할부
구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신용계약(금융리스 포함)에 의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지출은 재화
가 전달된 시점에 기록한다. 비록 재화가 전달된 시점에 법적인 소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
만 동 시점부터 사실상 구매자에게 재화의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유권이 변
동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최종소비지출은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4)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원칙적으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기록시점이 되나 할부구입의 경
우에는 법적 소유권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고정자산을 점유한 시점이 기록시점이 된다.
또한 기계나 설비, 건축물 등이 주문생산될 경우에는 완성시점을 기록시점으로 한다. 그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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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목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회계기간중 발생한 산출액을 당해 회계기간 중에
기록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격(자산의 취득 및 설치와 관련된 수수료,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도 포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3 SNA에서는 신규 고정자산 구입의 경우에
는 구매자가격으로, 자가계정으로 생산한 고정자산은 추정된 기초가격으로 하되 이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비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존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는 매각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소유권 이전비용 등을 차감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 재고증감
모든 재고증가는 그 생산물을 구입, 생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시점에서 기록하고
재고감소는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중간소비로 사용한 시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시점
에서 기록한다.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구입한 재고에 대해서는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하며, 자체 생산한 완성
품은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재공품은 그 완성도에 비례하여 완성품의 추정 기초가격으로 평
가해야 한다.

(6)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먼저 재화의 수출입은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즉
재화의 수출입은 동 재화의 소유권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이
전될 때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리스로 도입하는 재화,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관계회사로 보
낸 수출용재화, 가공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재화는 소유권 변동이 없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의제하여 기록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자신의 경제영역 내에 반입하
지 않고 동일 회계기간 중에 다시 비거주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기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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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수출입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서 기록하며 재화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 및 수
선의 부가가치는 그 활동이 수행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재화의 수출은 수출국 세관국경의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동 가격에는 재화
의 가액뿐만 아니라 그 지점까지의 유통서비스 가액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계속적인 수송을
위해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비용도 포함한다. 재화의 수입도 f.o.b. 가격에 의해 평가되는데 보
통 수입가격은 수입국 국경에서의 구매자가격(c.i.f.)으로 작성되므로 이 경우에는 c.i.f. 가격에
서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기록한다.
서비스의 수출입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실제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보험서비스의 경우
는 총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료로 평가 한다.

(7) 분배적 거래
분배적 거래는 관련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기록한다. 피용자보수, 이자, 토지임대료, 사
회부담금 및 수혜금 등은 모두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록하며 조세는 납세의무를 발생
시킨 시점에서 기록한다. 다만 소득에 대한 경상세는 소득을 수취한 시점에서 기록하고 원천공
제된 세금은 공제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2. 거래의 평가방법
국민계정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는 그 경제적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
에 이들을 어떤 공통단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집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각 거래가
액은 화폐단위로 평가하게 되며 이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그 총량의 규모와 구성의 의미가 달라
진다. 국민계정에서의 평가기준에는 시장가격과 요소가격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다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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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구분된다.

가. 시장가격기준과 요소비용기준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시장가격이 소비
자의 관점에서는 각 상품의 한계효용을,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각 상품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
하게 반영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통해 거래규모를 평가해야만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장가격은 여타 평가기준에 비해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평가되며 기
타 거래주체의 구매도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화폐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화폐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산출물의 물물교환은 그 재화가 판매되었을 때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다. 현물급여 또는 기타 현물지급은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자가격으로, 생산한 경우에는 생
산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자가사용을 위한 산출물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기초가격
으로 평가하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비용으로 평가한다.
■같은 회계기간중 동일 기업내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는 산출물
이나 중간소비로 계상되지 않지만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장의 중간소비나 총고정자본형
성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산출물로 계상하고 동 산출물은 생산 사
업장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비합법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거래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합법
적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시장가격으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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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이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거래의 평가기준으로 시장가격 이외
에 요소비용이 있다. 요소비용기준이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대한 제지급을 합계하여 구하
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격자료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조사된 것이므로 개개의 상품을 요
소비용으로 사전평가하기가 어려우며 다만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격에는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지급된 비용 이외에 생산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모든 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제외되므로 요소
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 또는 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있다.

나.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
국민계정통계는 당해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당해년가격 계열(명목가격 계열)과 어느 특정년
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년가격 계열(실질가격 계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국민
계정을 당해년가격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가격
으로 평가한 국민소득 계열이 진정한 국민복지수준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당
해년가격 기준에 의한 국민소득은 물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한 값이므로 그 수준의 단순한 비교
만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 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독자적인 이용 목적
을 지니고 있다. 즉 국민경제의 구조변동이나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가격 계열을 이용하지
만 장기간에 걸친 물량 수준 및 구조 변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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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의 평가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현
재 기준년가격에 의해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의 추계는 가능하나 분배국민소득이나 저
축, 조세지급 및 이전지급 등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또한 기준년가격을 이용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년에서 연도가 멀어질수록 상대가격이나 생산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해 동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 SNA에서는
기준년 고정지수 대신에 인접시점간의 가격 및 물량 변동을 누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연쇄지수
(chain index)7)를 이용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것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다고 권
고하고 있다.

7) 연쇄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Ⅴ장 제2절 p.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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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제1절 개관
제2절 생산국민소득
제3절 지출국민소득
제4절 분배국민소득

제1절 개관

제1절 개관
1. 기본적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는 그 체계와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계방법도 복잡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production approach), 소득접근방법
(income approach) 및 지출접근방법(expenditure approach)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
다. 우리나라는 기초통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산접근방법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005
년 기준년 개편 이후에는 지출접근방법도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어느 접근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실무적인 추계방법은 기초자료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주
로 결정된다. 아무리 우수한 추계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기초자료가 부족하면 적용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국민소득통계의 분기 속보 및 잠정 추계, 연간 잠정 및 확정 추계, 기준년 추계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기준년과 연간확정 추계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생산접근방법
생산접근방법은 한 나라 경제의 부가가치를 생산 측면에서 추계하는 것으로서 순산출접근법
(net output approach) 또는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주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산업별 또는 재화별 국내총산출물의 가치, 즉 총산출액(gross output)을
먼저 추계한다.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기타비용, 즉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을 총산출액에서 공제하여 국내산출물의 순가치를 구한다. 이 산출물의 순가치를 순산출
액(net output) 또는 부가가치(value added)라 부른다. 경제주체들이 노동, 자본, 토지 및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급여, 이자, 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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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등의 합계와 같아지게 된다.
생산접근방법은 생산 및 공급량 통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 산업연관표 작성과 관련하여 널
리 이용되고 있다.

[산식 예]
부가가치 = 총산출－중간투입
= [생산수량 × 가격]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총산출

나. 지출접근방법
지출접근방법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에 적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수요접근법
(demand approach)과 공급접근법(supply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요접근법은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국내총생산에 대
한 최종수요의 주체는 가계, 정부, 기업 등 국내부문과 국외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지출
은 가계와 정부에 의해, 자본형성은 기업과 정부에 의해, 그리고 수출입은 국내 및 국외부문에
의해 각각 이루어진다. 가계소비 조사자료에 의한 민간소비지출 추계, 정부 예결산자료에 의한
정부소비지출 추계, 기업재무자료에 의한 자본형성 추계, 그리고 무역통계자료에 의한 수출입
추계가 수요접근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급접근법은 최종수요를 생산물의 공급 측면에서 포착, 즉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
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는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1), 소매업조사 등이 있다. 여기에서 상품흐름법이란 생

1) 상품흐름법에 관한 내용은 Ⅲ장 제3절 p.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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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추계하는 방법으
로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추계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출접근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최종수요자의 지출을 전수조사하여 지출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산업연관표의 원리
를 이용하는 상품흐름법과 같은 간접추계방법은 추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서
지출접근방법 중에서 어느 한 방법이 채택되어 지출 추계에 일률적으로 이용되는 예는 거의 없
으며 지출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소득접근방법
소득접근방법은 일정기간 중에 새로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그것이 귀속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종합하여 부가가치액을 소득의 발생 측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배국민소득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조사대상이 기업체인가 아니면 요소제공자
인가에 따라 소득지불접근법(income paid-out approach)과 소득수취접근법(income received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우선 소득지불접근법은 소득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 측에서 발생한 요소비용을 조사
하여 분배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표본조사나 센서스 또는 기업에 대한 과세자료 등으로부
터 각 생산요소별 평균지불액, 즉 기업의 지불임금, 이자, 임료 및 이윤 등을 추계한 후 여기에
기업체수를 곱하여 소득을 구한다.
정부의 지불자료인 예산·결산서에서 요소소득을 집계하는 것도 이 방법에 따른 것이며, 우
리나라의 경우 분배국민소득을 추계할 때 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산식 예]
피용자보수 = 1기업체당 평균노임지불액 × 기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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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득수취접근법은 소득지불접근법과는 반대로 소득을 수취하는 각 요소제공자에
게 귀속되는 소득을 조사·추계한다. 다시 말해, 분배소득을 각 생산요소별로 소득수취자로부
터 추계하는 방법으로서 임금, 배당, 이자, 임료 등의 취득액과 기업의 미배분이윤에 대하여 각
각의 평균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피용자수, 세대수, 기업체수 등을 각각 곱하여 추계하는 방법
이다.
소득수취접근법은 소득세, 재산세 등의 경제주체별 조세통계와 기업체수나 피용자수 통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요소별 수취소득 총액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안으로서 이용
된다.
[산식 예]
피용자보수 = 1인당 평균수취임금액 × 피용자수

2. 국민소득통계의 실질화방법2)
명목 국내총생산을 실질화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추계시 사용하는 각 기초통계 자료의 사정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명목 국내총생산
을 실질화하는 방법에는 물량지수연장법, 명목금액환가법, 이중환가법 등이 있는데 이들은 획
일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사정이나 추계방법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먼저 물량지수연장법은 기준년도 금액을 기준년대비 비교년의 물량지수(

는

)로 연장하는 기법이다. 즉

의 과정을 통해

또

를 얻게 되는 것이

다. 물량지수연장법은 기술구조의 변화나 상품의 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

2) 설명의 편의를 위해 고정가중법하에서 실질금액(
)를 산출하는 것을 예로 들었으며 연쇄가중법에서 전
년도 가격자료(
)를 구하는 데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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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최종지출액 또는 생산의 추계에 주로 이용된다.
다음으로 명목금액환가법은 비교년의 명목금액을 적절한 가격지수(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의 과정을 통해

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

격지수로는 구성항목의 성질에 따라 보통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을 사용한다.
끝으로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은 주로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를 추계할 때 이
용되는데 명목 총산출과 명목 중간소비(투입)을 적절한 물가지수로 각각 환가한 후 실질 총산
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명목 총산출과 명
목 중간투입을 실질화하는 데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량지수연장법이나 명목금액환가법이 적용
될 수 있다. 이중환가법은 결국

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 이 방

법은 물량지수연장법과 명목금액환가법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구조나 품
질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 추계의 정도(精度)를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준년을 매년 개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산업
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부가가치의 추계가 기본적으로 총산출에서 중간투
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pc, qc 및 pi, qi 에서 p와 q는 각각 가격과 물량을, 위첨자 c와 i는 각각 총산출과 중간투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p0, q0 및 pt, qt에서 아래첨자 0와 t는 각각 기준년과 비교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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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산국민소득

1. 개요
생산국민소득이란 Ⅱ장 제2절에서 살펴본 1993 SNA의 계정체계 중 생산계정으로부터 도출
되는 국민소득으로서 생산계정의 구성항목인 총산출, 중간소비(또는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경제활동별(산업별)로 추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경제주체를 <표 Ⅲ-2-1>과 같이 16개 대산업으로 분류4)하고 있다.
산업별로 추계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같지 않는데 이는 산업
별 부가가치가 기초가격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시장가격)은 기초가격
으로 평가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 즉 총부가가치(GVA : gross value added)에다 순생산물세
(=생산물세 - 보조금)를 더해서 산출한다.
본 절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16개 대산업 분류수준에서 각 산업의 정의와 포괄범
위를 살펴보고, 기준년과 비교년의 산업별 총산출, 중간소비 및 부가가치와 생산물세 추계방법
을 명목과 실질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표 Ⅲ-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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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 분류(16개 산업 부문)

농업·임업·어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광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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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어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국민계정에서 농림어업은 농경지에서 곡물·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활동(재배업), 가축
등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축산업), 육림 및 벌목활동과 야
생식물의 채취활동(임업), 바다·호수·강 등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활동(어
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림어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농림어업서비스)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표 Ⅲ-2-2> 참조)
먼저, 재배업은 농경지에서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곡물, 과일 및 채소, 화훼작물, 섬유작물 등의 각
종 농산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활동과 임업 이외의 수목의 재배 및 생산활동, 산림용 이외의
양묘 및 종자생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등의 경제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축산업은 어떤 가축이나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얻는 활동으로서
가축의 성장, 증식, 사육에 의하여 생산되는 우유, 달걀 등의 생산물과 가축의 증식분, 도살분
및 그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임업은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묘목의 생산활동과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활동(영림), 산림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목재와 연료재를 생산하는 활동
(원목 및 용재), 산채, 버섯, 종실 등 식용임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식용임산물), 녹비 및 퇴비, 산
림사료, 신탄 등의 채취와 수렵활동(기타임산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업은 바다, 호수, 강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고 채취하는 활동(수산어획)과 인공적 시설을
갖추어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활동(수산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산업 및 상품의 분류’(p.36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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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림어업서비스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농림어업의 각 부문에 서비스를 제
공하는 활동으로 농경 및 수리서비스, 농협지도서비스, 농업진흥서비스, 임업서비스, 어업서비
스 등이 포함된다.

농림어업의 포괄범위

<표 Ⅲ-2-2>

구

분

포

괄

범

위

재배업

곡물류, 채소 및 과실류,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작물

축산업

낙농, 육우, 양돈, 가금, 기타 축산

임업

영림, 원목 및 용재,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

어업

해면어획, 내수면어획,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농림어업서비스

농경 및 수리서비스, 농협지도서비스, 농업진흥서비스, 임업서비스, 어업서비스

나. 기준년 추계방법
재배업
총산출
재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된다.
대부분의 상품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통계연보의 생산량 및 생산액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되고,
담배는 KT&G의 잎담배 수매실적을, 화훼작물 중 관상수는 산림청의 임산물생산통계를, 종묘
중 채소종자는 종묘협회 등의 자료를 각각 추가로 이용한다.
중간투입
재배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액은 종자비, 비료비, 수리관개비, 농약비 및 농경비 등의 중간투
입량에 해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예를 들어 중간투입 항목 중 종자비는 농축산물표준소득
을, 비료비는 농림통계연보와 비료판매실적통계를, 수리관개비는 작물통계 중 논벼의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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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용수이용료를, 농약비는 농약공급량과 출하실적을, 농경비는 농림통계연보와 농촌임료통계
등의 자료를 각각 이용하게 된다.
부가가치
재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위의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순생산세 및 영업잉여로 나누어진다.
피용자보수는 농가경제통계연보의 평균 인건비, 고용노동시간 및 농가호수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기타순생산세는 국세통계연
보, 지방세정연감 등 국세·지방세의 징수실적 및 미수납액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마지막으
로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순생산세를 차감하여 사후적
으로 계산된다.
축산업
총산출
축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재배업과 같이 품목별 생산량에 산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
기서 생산량은 기말과 기초두수의 차이인 순증두수에 도살두수를 합한 개념으로 이 생산량에
축종별 산지가격 및 도축단가를 곱하면 총산출이 계산된다. 이러한 생산량은 통계청의 가축통
계 등을 이용하여 추계되며 가격 자료로 농협의 산지가격 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중간투입
축산업의 중간투입도 재배업과 동일하게 중간투입량에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예를 들어
중간투입 항목 중 사료비는 사료급여량과 농가구입가격을, 입란비는 가금부화서비스 생산량과
관련 디플레이터를, 누에씨는 소잠량 생산통계 및 정부고시가 등을 각각 이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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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축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위의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영업잉여는 재배업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
하여 배분·계산된다.
임업
총산출
임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의 생산량 및 생산액 통계, 환경부의 수렵생
산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특히 여기에는 순임목생장량도 포함되어 추계기간중 임
목이 성장한 부분을 생산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지출 측면에서 재공품 재고로 계상된다.
중간투입
임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임업의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어업
총산출
어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통계청의 어업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어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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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어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에서 얻은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농림어업서비스
총산출
농림어업서비스의 기준년 총산출은 해당 기관의 결산서, 농가호수 및 호당 동력 투입시간,
농지개량면적,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농협, 수협 지도서비스와 한국농어촌공사
서비스는 결산서의 지도사업비와 사업관리비 자료를 이용한다. 농경, 수리관개 및 임업서비스
는 농가호수와 동력 투입시간, 농기계임차료, 농지개량면적 및 농지개량조합비, 국세청 외형거
래액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다.
중간투입
농림어업서비스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농림어업서비스 생산관련 경비자료를 사용하여 추계
한다.
부가가치
농림어업서비스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계
산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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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산출
농림어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의 추계방법은 기준년과 동일하다.
중간투입
농림어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의 추계방법은 대부분 기준년과 같다. 다만, 중간투입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한 임업과 어업의 중간투입은 기준년 중간투입 구조에 관련 물가지수의 증감
률을 이용하여 명목 중간투입을 산출하고 있다.
부가가치
농림어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 질>
총산출
농림어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나 당해년의
가격을 사용하는 대신 기준년의 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간투입
농림어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당해년의 중간투입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거
나 명목 중간투입액을 관련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
농림어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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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질 총산출과 실질 중간투입을 각각 구한 다음,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해서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를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농림어업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준년과 비교년이 거의 동일하다. 구체적
으로 <표 Ⅲ-2-3>과 같은 자료들이 사용되고 있다.

<표 Ⅲ-2-3>

자 료 명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작성기관

주요 내용

농가경제통계연보

통계청

부가가치 구성요소 및 중간투입자료

농림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농약연보

농약공업협회

농약출하량 및 출하금액

농축산물소득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중간투입자료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농축산물가격 및 중간투입가격

비료판매자료

농협중앙회

비료판매액 및 판매량

수삼생산량, 정부수매량,
정부수매액, 부수매단가

한국인삼공사

인삼 생산량, 수매량, 수매액, 수매단가

잎담배 (예상)생산량 및
수매단가

케이티앤지(KT&G)

잎담배 생산량 및 단가

농작물 생산 조사

통계청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곡, 하곡 수매량
및 수매단가

농림수산식품부

벼 수매량, 수매단가

춘잠, 추잠 생산량
및 수매액

농림수산식품부

춘추잠 생산량, 수매액, 수매단가,
누에씨 상자당 정부고시가

특용작물 생산실적

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량 및 생산액

화훼작물 생산실적

농림수산식품부

화훼작물 생산량

가축통계

통계청

축산물 순증두수

도축검사실적

한국수의과학검역원

축종별 도축두수

기타가축통계

통계청

기타가축 사육두수

생우유생산실적

낙농진흥회

생우유생산량

한국양록협회

사슴 종류별·성별·연령별 평균가격,
녹용생산량, 가격

일반사슴 농장분양가격,
녹용생산량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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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생산비 통계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용

수렵생산량

환경부

수렵 생산실적

임업생산통계

산림청

임산물 생산량 및 가격

조림투자실적

산림청

조림면적 및 금액

어업생산통계

통계청

업종별·어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원양어업통계연보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

농림어업서비스 관련
결산서

농·수협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영업비용, 인원 및 인건비

산업별 외형거래액

국세청

농림어업서비스 산출액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중간투입 가격자료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중간투입 가격자료

3. 광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광업은 지하 또는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
업활동으로 광물의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포괄한다
광업은 <표 Ⅲ-2-4>와 같이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탄광업은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응집 처리하는 산업활동(연
탄은 제조업에서 포괄)을 말하며, 무연탄, 유연탄으로 구성된다.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
질 및 선별도 동 업종에서 포괄한다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은 각종 형태의 유전, 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
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함유 혈암, 타르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금속광업은 철, 비철광석 등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부수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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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
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열처리)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
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도 동 업종에 포함
한다.
비금속광업은 토사석, 기타비금속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모래 및 자갈, 쇄석, 석회
석, 요업원료광물, 원염, 토탄 등을 포함하며, 채취와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
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도 포함한다.

<표 Ⅲ-2-4>

광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석탄광업

무연탄, 유연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원유, 천연가스

금속광업

철광석, 동광석, 연 및 아연광석, 기타비철금속광석

비금속광업

모래 및 자갈, 쇄석, 기타 건설용석재, 석회석, 요업원료광물,
원염, 기타 비금속광물

이러한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5)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히 연탄 생산활동은 과
거에 광업으로 분류하다 9차 개정(2008.2월 시행)시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과 채광 및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비금속광물을 분
쇄하거나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상수도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수도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은 지반조성공사업 또는 토공사업으로서 건설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
약에 의한 광물탐사 및 지질조사활동은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산업 및 상품의 분류’(p.363)를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01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나.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광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수급통계, 국토해양부의 골재수급통
계 등을 이용하여 품목별 생산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동 자료에서 구한 품목별 기준단가를 곱하
여 총산출을 추계한다.
중간투입
광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광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 등의 자료를 통해 구한 품목별 부가가치율
을 곱하여 추계한다. 한편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산
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광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중간투입
광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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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비교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비교년 부
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품목별 기준년 부가가치율에 기업경영분석,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율의 기준년 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계한
다.
한편, 부가가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기준년 부가가치 비중
을 연장하여 추계한다.

<실 질>
총산출
광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수급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연도 생산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광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액은 항목별 명목 중간투입액을 해당 PPI 및 수입물가지수로 나
누어 실질화한 다음, 이들을 합산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광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통하여 구한다. 즉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얻는다.

라. 기초통계 자료
광업의 경우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자료는 <표 Ⅲ-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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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 Ⅲ-2-5>

자 료 명

작성기관

주요 내용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통계청

품목별 생산액 및 주요 생산비 자료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 부가가치율 추계 및 비교년 이중환가시 이용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품목별 생산량 및 기준단가 자료

소금생산량

대한염업조합

원염 산출액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계산

수출물가지수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계산

수입물가지수

한국은행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계산

무연탄 채굴실적

대한석탄공사

무연탄 생산량 및 생산액(기준단가)

골재수급통계

국토해양부

쇄석, 모래 및 자갈 생산량

4. 제조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국민계정에서는 <표Ⅲ-2-6>에서와 같이 제품의 종류 및 특
성 등에 따라 ①음식료품 및 담배 ②섬유, 가죽제품 ③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④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⑤비금속광물제품 ⑥금속제품 ⑦일반기계 ⑧전기 및 전자기기 ⑨정밀기기 ⑩운송
장비 ⑪가구 및 기타제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의 포괄범위

<표 Ⅲ-2-6>

구
음식료품
및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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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괄

범

위

식료품

육류 및 가공품, 낙농품, 수산가공품, 과실 및 채소가공품,
정미, 정맥, 제분, 제당, 빵, 과자, 국수, 동식물성유지 등

음료품

주류, 비알콜성 음료, 얼음 등

담 배

잎담배 재건조, 각종 담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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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금속제품

섬유사 및 직물

천연 및 화학섬유사, 재봉사, 천연 및 화학 섬유직물,
편조원단, 섬유표백, 염색 둥

의복 및 섬유제품

편직제의류, 직물제 의류, 장신품, 가죽의류 등

가죽제품

가죽, 모피, 가방 및 핸드백, 가죽신발 등

목재 및 목제품

제재목, 합판, 재생 및 강화목재, 건축용 목제품, 목제용기 등

펄프 및 종이제품

펄프, 신문용지, 인쇄용지, 기타 원지 및 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종이용기, 사무용지, 위생용 종이제품 등

인쇄 및 복제

인쇄,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연탄, 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윤활유 등

기초화학제품

석유화학 기초제품 및 중간제품, 석탄화합물,
산업용가스, 기초무기화합물 등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합성수지, 합성고무

비료 및 농약

질소화합물, 비료, 농약

의약품 및 화장품

의약품,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 등

기타화학제품

염료, 안료, 유연제, 도료, 잉크, 접착제, 젤라틴, 화약,
전자기기용기록매체, 사진용화학제품 등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1차제품, 산업용 및 가정용 플라스틱, 타이어,
튜브, 산업용고무제품 등

유리 및 유리제품

판유리 및 1차유리, 산업용 유리제품 등

도자기 및 점토제품

산업용 및 가정용 도자기, 내화요업제품, 건설용점토제품

기 타
비금속광물제품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제품, 석회 및 석고제품,
석제품, 석면 및 암면제품, 연마제, 아스팔트 제품 등

철 강

선철, 합금철, 조강, 철근, 봉강, 형강, 선재 및 궤조,
열간압연강재, 강관, 냉간압연강재, 주철물 등

비철금속제품

동괴, 알루미늄괴, 연괴, 아연괴, 금은괴, 동 1차제품, 알루미늄 1차제품 등

금속제품

건물용 금속제품, 금속포장용기, 구조물용 금속제품,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공구류, 나사제품 등

일반산업기계

내연기관 및 터빈, 밸브, 베어링, 산업용 운반기계,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보일러 등

특수산업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금속성형처리기계, 농업용기계,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음식품가공기계, 섬유기계 등

전기기계 및 장치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전기공급제어장치, 전지,
전선 및 케이블,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등

반도체 및 전자부품

개별소자, 집적회로, 전자관, 디지털표시장치,
저항기, 축전기, 전자코일, 변성기, 인쇄회로기판 등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TV, 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방송장비 등

컴퓨터 및 사무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사무용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가정용세탁기, 난방 및
조리기기, 가정용 전열기기 등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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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기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

정밀기기

의료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촬영 및 영사기, 시계 등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분품,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선박

강철제 선박, 선박 수리 및 부분품

기타 수송장비

철도차량, 항공기, 모터싸이클, 자전거 등

가구 및 기타제품

목재가구, 금속가구, 장난감, 오락용품, 악기, 문방구,
귀금속, 보석, 모형, 장식용품 등

한편, 위의 제조업 분류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6)를 따르고 있는데 제조업의
부문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Ⅲ-2-7>과 같다.

<표Ⅲ-2-7>

제조업 부문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비교

기본부문 분류(81)

KSIC코드

기본부문 분류(81)

KSIC코드

10.식료품

10

28.도자기 및 점토제품

232

11.음료품

11

29.기타비금속광물제품

233, 239

12.담배

12

30.철강

241, 243

13.섬유사 및 직물

13

31.비철금속제품

242

14.의복및 섬유제품

14

32.금속제품

25

15.가죽제품

15

33.일반산업기계

291

16.목재 및 목제품

16

34.특수산업기계

292

17.펄프 및 종이제품

17

35.전기기계 및 장치

281-284, 289

18.인쇄 및 복제

18

36.반도체 및 전자부품

261-262

19.석유 및 석탄제품

19

37.영상, 음향 및 통신

264-266

20.기초화학제품

201

38.컴퓨터 및 사무기기

263

21.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03

39.가정용 전기기기

285

22.화학섬유

205

40.정밀기기

27

23.비료 및 농약

202

41.자동차

30

24.의약품 및 화장품

21

42.선박

311

25.기타화학제품

204

43.기타 수송장비

312-319

26.고무 및 플라스틱

22

44.가구 및 기타제조업

32-33

27.유리 및 유리제품

231

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산업 및 상품의 분류’(p.36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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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때는 제조업으로 분류
하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농림어업으로 분류되며,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
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광업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한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
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제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4인 이하 영세기업은 산업연관표 작성시 이용
한 영세기업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특히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품목7)의 경우에는 협회 및 관련단체로부터 입수한 생산량과 단가 또는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추계한다.
중간투입
제조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7) 도축육, 가금육, 정미, 정맥, 수산냉동품, 선철, 석유류,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금속처리, 인쇄, 염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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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제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하며, 부가가치의 구성항목
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산업연관표와 정부부문의 조세관련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대부분의 경우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생산액 자료
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그러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
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협회 및 관련단체로부터 입수한 생산량과 단가 또는 물가지수 등을 이
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하는데, 부문별 세
부 명목 투입내역은 기준년의 투입내역과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수입물가 등 가격지수를 이
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비교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비교년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통해 구한 품목별 기준년 부가가치율과 기업경영분석,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율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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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기준년 부가가치 비
중을 연장하여 추계한다.

좀더알아보기

비교년 부가가치율 계산방법
비교년 부가가치율은 기준년 부가가치율에 부가가치율의 증가율을 곱해서 구하며, 부가
가치율의 증가율은 기업경영분석,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비교년 부가가치＝비교년 산출액×비교년 부가가치율
＝피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영업잉여＋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
세－기타생산보조금)
부가가치율＝부가가치/산출액
비교년 부가가치율＝기준년 부가가치율×[비교년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
율/기준년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율]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한 부가가치율은 기업경영분석 자료 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주요항목들로부터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산출액 등을
계산함으로써 구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분석상의 부가가치와는 다르며 국민계정상의 부가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경영분석 상의 부가가치* = 경상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참고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는 중간투입 중 원재료비 등 주요생산비
만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계정의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등 간접생
산비를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생산액－주요생산비**(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리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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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분석 상의 부가가치 중 영업잉여의 개념
으로 경상이익 대신에 영업이익과 대손상각비가 이용되어야 하고, 순금융비용과 건물에 대한 임차료
는 중간투입 항목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생산비 외에 복리후생비 중 현물지급분, 운반
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연구개발비, 지급임차료, 기타잡비와 같은
간접적 생산비도 각 사업장별 생산액으로 배분되어 제외해야 한다.

<실 질>
총산출
제조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먼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수출액을
차감하여 명목 내수액을 만든다. 그리고 수출액은 수출디플레이터로, 내수액은 생산자물가지
수(PPI)로 각각 환가하여 실질화한 다음, 이들을 합하여 실질 총산출을 얻는다.
중간투입
제조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 추계시 구한 투입항목별 명목 중간투입액
을 해당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수입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한 다음 이들을 합산하여 구
한다.
부가가치
제조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광업과 마찬가지로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
감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통하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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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8>과 같다.

<표Ⅲ-2-8>

자 료 명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작성기관

주요 내용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통계청

품목별 생산액, 주요 생산비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부가가치율

투입산출표

한국은행

기준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생산자물가

한국은행

산출액 및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생산세, 보조금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생산세, 보조금

정곡검사실적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정미 및 정맥 생산량

정곡생산량

농림수산식품부

정미 및 정맥 생산량

마. 특수분류
정보통신산업 분류
국민계정에서는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특수분류인
정보통신산업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포괄범위는 <표 Ⅲ-2-9>와 같다.

<표Ⅲ-2-9>

구분

정보통신산업 포괄범위
포괄범위

정보통신 제조업

전선, 케이블, 개별소자, 집적회로, 전자관, 디지털표시장치, 저항기, 축전기, 전자코일, 변성
기, 인쇄회로기판, TV, 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
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지상파방송, 유선 및 위성방송, 전화, 초고속망서비스, 부가통신, 컴퓨
터관련서비스,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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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형태별 분류
재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초소
재형 산업은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속, 화학 등의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공조립형 산업은 자본재 산업 또는 광의의 기계공업으로 기술집약
적, 에너지절약적인 하이테크산업을 가리킨다. 그리고 생활관련형 산업은 소비생활과 직접 관
련이 되는 경제재 또는 산업의 전 생산과정을 통하여 최종 단계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
한다. 각 산업의 구체적인 포괄범위는 <표 Ⅲ-2-10>과 같다.

<표Ⅲ-2-10>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

구분

포괄범위

기초소재형

섬유사 및 직물, 목재 및 목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화학섬유, 비료 및 농약, 의약품 및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도자기 및 점토제품, 기타비금속광물제품, 철강,
비철금속제품, 금속제품

가공조립형

일반산업기계, 특수산업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
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가정용전기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선박, 기타수송장비

생활관련형

식료품, 음료품, 담배, 의복 및 섬유제품, 가죽제품, 인쇄 및 복제,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5. 전기가스수도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전기가스수도업은 <표 Ⅲ-2-11>과 같이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전기업은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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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된 전
력을 특정 지역까지 송전 및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스업은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의 제조 및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
를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동 산업에서는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 제조(제조업), 차량용 가스충전소(도
소매업),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충전소(도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파이프 라
인 운영(운수업)은 제외한다
열공급업은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
과 배관시설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
수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
수 및 급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Ⅲ-2-11>

전기가스수도업의 포괄범위

구분
전기업

포괄범위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송·배전 및 판매

가스업

석탄, 수성, 발생로 가스 및 혼합가스의 제조 및 공급

열공급업

열, 증기, 냉·온수, 냉방공기의 생산 및 공급

수도업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나.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전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수입과 전력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업
체의 전력판매수익을 합산(판매전력 산출액)한 후 여기에 자가발전업체의 자가발전 전력 중 자
체소비한 전력에 대한 자가소비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때 자체소비한 전력에 대한 자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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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평가는 자체소비 전력량에 한전의 평균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림 Ⅲ-2-1>의 전력유통경로를 보면 전력의 유통은 한국전력공사가 대부분을 공급하지만
일부는 전력 직판업체가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력은 2가지 경로를 통해 판매된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6개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후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하는 방식과
기타 자가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전력에 대한 산출액은 한국전력공사 공급분과 직판업체 공급분을 더하여 판매전력
(자가소비되지 않고 다른 수요자에게 판매되어 소비된 전력)에 대한 산출액을 추계하고, 여기
에 자가소비된 전력을 더하면 전력부문 전체에 대한 산출액을 구할 수 있다.

전기업 총산출액 추계산식

전기업 총산출액 = 판매전력 산출액 + 자가소비된 전력 산출액
판매전력 산출액 =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익 + 전기 직판업체의 전력판매수익

<그림Ⅲ-2-1>

전력 유통경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은 민간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 전력구매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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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의 총산출은 크게 LNG와 LPG의 매출액으로 구성된다. LNG는 한국가스공사의 매출
액에 도시가스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회사에 판매한 매출액은 차
감한 다음,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LPG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 거래분을 차감하는 것은 두 회사의 생산품이 동일한 부문(산
업)이므로 산출액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는 도소매업과 동일
하게 판매액에 포함된 LNG 구입액을 중간투입에 계상하지 않는다.

가스업 총산출액 추계산식

가스업 총산출액 = 한국가스공사 LNG 매출액 + 도시가스회사 매출액
- 도시가스회사 LNG 구입액
도시가스회사 매출액 = LNG 매출액 + LPG 매출액

열공급업의 총산출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증기매출액과 온수매출액을 합한 금액에 지방공
기업의 온천수익을 더하여 산출하고, 수도업은 수자원공사와 지방공기업의 급수수익 등을 합산
하여 산출한다.
중간투입
전기가스수도업의 중간투입은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결산서와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다만, 도시가스회사의 LNG 구입액은 중간투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부가가치
전기가스수도업의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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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목>
총산출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총산출은 기준년 총산출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중간투입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준년 중간투입의 경우와 동일
하다.
부가가치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
다.

<실 질>
총산출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전년도 총산출을 물량증감률로 연장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 항목별로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실질화한 다음 이들을 합산하거나, 전년도 중간투입을 투입량 증감률로 연장하는 방식, 전년도
중간투입율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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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
여 구한다. 즉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전기가스수도업의 연간 추계시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업체로부터 비용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결산서를 수집한다. 수도부문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12>와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12>

자 료 명

판매전력

자가발전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

주 : 1) (

작성기관

주요 내용

결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거래명세서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핵연료도입단가

한국수력원자력

직판실적

한주, 여천NCC,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상용자가발전실적

한국전력거래소

결산서

한국가스공사

가스판매실적

도시가스사(32), 한국가스공사

열공급판매실적

집단에너지사업자(28)

집단에너지사업 관련자료

에너지관리공단

급수수익실적

지방자치단체(69),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 내는 수집 대상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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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국민계정에서 건설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계약 또는 자가계정에 의하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포함) 및 구축물을 신축·설치 또는 증축·재축·개축·보
수·해체하거나, 지반조성을 위해 발파·굴착·정지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 건축보수로 구분되며, 토목건설은 교통시설건설과 일반토목건설, 기타특수건설로 세
분된다.(<표 Ⅲ-2-13> 참조)
건물건설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 건축보수로 구분되며, 건축보수를 제외
한 건물건설은 발주자에 따라서 민간 건물건설과 정부 건물건설로도 구분될 수 있다.
① 주거용 건물건설
주거용 건물건설에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신축·증축·개축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띠는 대수선이 포
함된다.
② 비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건설에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과 자본적 지출의 성
격을 띠는 대수선이 포함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 광공업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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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및 기타로 구분된다.
먼저 광공업용은 공장 등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이용되는 시설을 포괄한다. 상업용
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일
반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을 포괄한다.
문교사회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등), 종교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야
외음악당, 어린이회관,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을 포괄한다.
공공용에는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며 기타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포괄한다.
③ 건축보수
건축보수는 건물의 일상적 유지 및 보수8)를 위한 지출로 외주보수와 자가보수를 포함한다.
한편 기존 건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난방공사, 온수공사, 수도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전기설
비공사 등 각종 전문직공사는 그것이 수익적 지출일 때는 건축보수에 포함하나 본래의 내용연
수와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등의 자본적 지출은 건축보수에서 제외하고 해당부문
의 건물건설에 포함된다.
토목건설
토목건설은 공종별로 크게 교통시설건설과 일반토목건설, 기타특수건설로 분류된다. 토목건
설도 건물건설과 마찬가지로 발주자에 따라 민간 토목건설9)과 정부 토목건설로 구분된다.

8) 내용연수(耐用
한다.

) 동안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및 수리활동을 말

9) 한국철도공사, 각 지역별 지하철건설본부,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공기업 성격이 강한 경제주체가 발
주한 토목건설도 민간부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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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시설건설
교통시설건설에는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및 공항시설 건설이 포함된다.
이때 도로시설은 도로(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및 도로교량, 도로터널 등을 포괄한
다. 철도시설은 철도(일반철도, 고속철도) 및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을 포괄한다. 단, 철도역사
는 비주거용 건물에 포함된다.
지하철시설건설은 지하철 및 정차장, 수리시설 등을 포괄한다. 단, 지하철역사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에 포함된다. 항만시설은 항만 및 방파제, 접안시설, 갑문 등 항로시설을 포괄하며 공
항시설은 공항부지 및 활주로, 공항 부속시설(공항청사 제외) 등을 포괄한다.
② 일반토목건설
일반토목건설에는 하천사방공사, 상하수도시설건설, 농림수산토목건설, 도시토목건설이 포
함된다.
하천사방공사는 하천 및 사방공사, 저수지공사, 댐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포괄한다. 상하수
도시설건설은 상하수도의 신설 및 개보수와 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수장 설치공사 등을 포괄한
다.
농림수산토목건설은 간척 및 매립공사, 농경지 정리, 농업용 저수지 및 부대시설공사 등을
포함하며 도시토목건설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 조경공사 등을 포괄한다.
③ 기타특수건설
기타특수건설에는 전력시설건설, 통신시설건설, 기계조립설치 및 기타건설이 포함된다.
전력시설건설은 발전 및 송배전시설의 설치 등을 포괄하며 통신시설건설은 통신기기 및 케
이블 설치 등을 포함하며, 발전기 등의 설비는 제외된다.
기계조립설치는 산업생산시설 및 플랜트의 설치공사 등을 포괄하며, 기타건설은 갱도굴착,
환경시설공사, 군납건설, 국방토목건설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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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포괄범위

<표Ⅲ-2-13>

구
건물건설

토목건설

분

포

괄

범

위

주거용건물건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건설

광공업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공용, 기타

건축보수

대수선 제외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일반토목건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기타특수건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설치, 기타건설

<표Ⅲ-2-14>

건물 및 토목건설의 공종별 및 발주자별 분류

공 종 별
건물건설
토목건설

발 주 자 별
민간 건물건설 (건축보수 제외)
정부 건물건설 (건축보수 제외)
민간 토목건설
정부 토목건설

나.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건물건설
건물건설의 기준년 총산출은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의 건물건설 기성액을 이용하여 산출
한다.
건물건설의 총산출을 발주자별로 분류하면 민간 및 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 건물건설
의 산출액은 건설업조사보고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건물건설 기성액과 정부의 예산집행실
적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민간 건물건설 산출액은 건물건설 총산출에서 정부 건물건설 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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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감하여 구한다.
건축보수
건축보수의 기준년 총산출은 주거용건물 건축보수 산출액과 비주거용건물 건축보수 산출액
을 합하여 구한다. 주거용건물의 건축보수 산출액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농가 및 어가경
제조사 등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보수 산출액은 주거용건
물의 건축보수 산출액과 지방세정연감의 과세대상건물면적, 통계청 국가자산통계 등을 이용하
여 산출한다.
토목건설
토목건설의 총산출은 통계청의 건설업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한편, 정부 토목건
설의 산출액은 건설업조사보고서와 정부의 예산집행실적을 이용하여 구하며 민간 토목건설은
전체에서 정부 토목건설 산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중간투입
건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 중간투입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중간투입율은 산업
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건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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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건물건설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의 건물건
설 기성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정부 건물건설 산출액은 통계청의 건설업조사보고서와 정부
의 예산집행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민간 건물건설 산출액은 건물건설 총산출에서 정부 건
물건설 산출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건축보수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주택수선비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연감의 과세대상건물 면적 증감률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토목건설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건물건설과 동일하게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정부부문 토목건설 산출액은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와 정부의 토목건설
예산집행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민간부문은 토목건설 총산출에서 정부 토목건설 산출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건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기준년과 달리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건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명목
부가가치율은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건설경영분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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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질>
총산출
건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액을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구한다.
총산출 디플레이터는 중간투입 디플레이터와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디플레
이터는 부가가치 항목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피용자보수는 임금지수를,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는 PPI 총지수를 가격지수로 사용한다. 이때 임금지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
금근로시간조사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중간투입
건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앞서 언급한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실
질화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건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
다. 즉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건설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에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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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15>

자 료 명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작성기관

주요 내용

건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공종별 기성액
산업 및 공사실적 통계

건축착공통계

국토해양부

용도별 건축착공면적통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출자료

기획재정부 및
각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건설투자실적자료

각 조사대상처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0여개 기관)

건설투자실적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과세대상 건물 면적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주택수선비 지출액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주택수선비 지출액

국가자산통계

통계청

자산형태별 자산액

건설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종합재무제표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지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

직종별 노임단가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총지수 및 품목별 지수

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개인사용자 또는 다른 도소
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소매활동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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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도매업에
는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업도 포함된다.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
업활동이다. 소매업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통신판매 등의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타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제조하도록 하고
완성 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품의 변형이 뒤따르게 되므로 도소
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개인 또는 가계소비를 위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도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구내 소비하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때는
음식업으로 분류한다.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공급은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으로 분류하며 사
람들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으로 분류한다.
도소매업을 통한 거래는 농축임수산품, 공산품 등 유통 재화별로 내수거래와 수출거래로 구
분되는데 각 거래별 구체적인 포괄범위는 <표 Ⅲ-2-16>과 같다.
도소매업의 포괄범위

<표Ⅲ-2-16>

구

분

포

괄

범

도매업

상품 전문도매업, 상품 종합도매업, 상품중개업

소매업

종합소매업, 상품 전문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위

음식숙박업
음식업이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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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음식점10)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
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음식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 Ⅲ-2-17>과 같다.
음식업의 포괄범위

<표Ⅲ-2-17>

구

분

포

괄

범

위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등

기타음식점업

제과점업, 커피숍, 체인음식점, 출장조달업 등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등

한편 숙박업은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
에는 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숙박시설 운영업이 있다.
숙박시설 운영업이란 수수료를 받고 일반인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
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이 포함된다.
기타숙박시설 운영업이란 비교적 장기간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숙사 운영,
하숙업 등이 포함된다.
숙박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 Ⅲ-2-18>과 같다.

숙박업의 포괄범위

<표Ⅲ-2-18>

구

분

포

괄

범

위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여관, 콘도, 회사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기타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하숙업 등

10) 계약급식 구내식당, 별도의 독립된 식당차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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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년 추계방법
도소매업
총산출
도소매업의 총산출이란 도소매업자가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이하“상품”이라 한다)
에서 실현된 거래마진(trade margin)의 총액이다. 거래마진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행
하는 거래뿐 아니라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중개활동
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수수료인 원가적 상업마진도 포함된다.
따라서 도소매업의 총산출, 즉 거래마진은 상품의 판매액에서 동 판매상품의 구입가격을 차
감하여 산출한다.11)
도소매업의 총산출 측정과 관련한 상품의 당기구입액에는 공급업자가 물품대금과 구분하여
청구한 수송비용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수송비용은 제외되며 동 운수서비스는
도소매업의 중간소비로 계상한다.
현재 국민계정에서의 도소매업 총산출은 산업연관표 작성시 별도로 조사된 상품별 도소매
유통화율과 마크업(mark-up)율을 국민소득계정의 각 상품별 공급액(국내산출액+수입액－수출
액－재고)에 각각 곱하여 상품별 거래마진액을 구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거래마진액12)을 추정하
여 계산한다.

11) 산출액 = 거래마진(원가적 상업마진 포함) = 판매금액－매입금액
12) 거래마진 = 판매금액－매입금액
= 매출액－매출원가(상품거래원가)
= 매출액－(기초재고액 + 당기구입액－기말재고액)
= 매출원가(상품거래원가) × 매출총이익/매출원가
= 매출원가(상품거래원가) × 마크업률
= 매출액 ×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액 × 마진율
= 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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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마진은 매출원가에 도소매업자가 상품의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변동시킨 비율인 마크업
율을 곱한 금액 또는 매출액에 마진율(= 거래마진액/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일
치하게 되며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중간투입
도소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도소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요소소득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는 산업연관표로 구한
요소소득별 비중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좀더알아보기

마크업율과 마진율
마크업(mark-up)율은 유통업자가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가격을 변동시킨 비율로
서 생산업자의 공급가격과 최종소비자의 구입가격(유통업자의 판매가격)간의 차액 즉 거래
마진액을 생산업자의 공급가격(유통업자의 구입가격)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동 비율은 생산
자가격으로 평가된 상품거래액을 구매자가격으로 전환할 때 이용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작성시 이용된다.
마진율은 거래마진액을 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유통업자의 판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서
동 비율은 수출상품의 마진액 측정시 이용되며 산업연관표 작성시 구매자가격 평가표를 생
산자가격 평가표로 전환할 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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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총산출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도소매업 총조사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얻은 부가가치율을 곱하
여 구하며, 요소소득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도 산업연관표로 구한
요소소득별 비중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명목 중간투입 및 명목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실 질>
총산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명목 총산출을 해당 물가지수
로 나누어 계산한다. 도소매업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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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음식숙박업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다.
중간투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해당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부가가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
용하여 구한다. 즉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
가가치를 산출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에 이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19>
와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19>

구

분

자

료 명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작 성 기 관
통계청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수출액 및 수입액

관세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객실수입액 및 객실수판매현황

자체 모니터링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1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8. 운수 및 보관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운수 및 보관업은 일반인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송 수단에 의
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업
과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지원·보조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자동차터미널, 주차장, 항만·공항
시설 운영, 하역, 보관·창고, 화물주선업 등의 관련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운수 및 보관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 Ⅲ-2-20>과 같다.
운수 및 보관업의 포괄범위

<표Ⅲ-2-20>

구

분

포

괄

범

위

철도여객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철도화물

일반철도 화물

도로여객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장의차량

도로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파이프라인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내항여객 및 화물, 내륙수상여객, 항만내 운송 등

외항운송

외항여객, 외항화물

항공운송

항공여객, 항공화물

육상운송보조서비스

자동차터미널, 도로 및 관련시설, 주차장운영업

수상운송보조서비스

도선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운영업 등

항공운송보조서비스

공항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

하역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 수상화물취급

보관 및 창고

일반창고, 냉장 및 냉동창고, 농산물창고, 위험물보관 등

기타운수관련서비스

육상운송주선, 복합운송주선, 기타운송관련서비스 등

운수 및 보관업과 타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특정 기업의 운수 및
보관 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수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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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운수 및 보관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운전자 없
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며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자
동차수리 서비스에 해당한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철도여객 및 화물
총산출
철도여객의 기준년 총산출은 기초자료(한국철도공사 결산서, 지하철 사업체13) 결산서)의 여
객부문 수익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철도화물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화물부문 수익을 이용한
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기초통계 자료의 영업원가 명세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 등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
수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자료를 사용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차
감하여 계산한다.

13)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
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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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및 항공운송보조서비스
총산출
항공운송의 기준년 총산출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 결산서 자료의 여객 및
화물운송 수입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항공운송보조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
사 등의 결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전술한 철도여객 및 화물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도로여객 등 9개 부문14)
총산출
도로여객 및 도로화물 등의 기준년 총산출은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의 운수수입을 기준으
로 산출한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운수업조사보고서의 연료비, 전력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수수료 등
을 합산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과 중간투입의 차이로 구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전술한 항목들
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4) 도로여객, 도로화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 육상운송보조서비스, 수상운송보조서비스, 하역, 보
관 및 창고, 기타운수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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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운수 및 보관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명목 중간투입 및 명목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실 질>
총산출
운수 및 보관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각 부문의 명목 총산출을 해당 물가지수
로 나누어 구하며 연쇄가중법을 활용하여 총량을 계산한다.
중간투입
운수 및 보관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결산서 및 기타자료의 명목 중간투입 세부항목을
해당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며, 실질 총산출과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연쇄가중법을 활용
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운수 및 보관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구하며 실질 총산출을 구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연쇄가중법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운수 및 보관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를 위한 주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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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21>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운수업조사보고서

작 성 기 관
통계청

국토해양통계연보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결산서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관련 결산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

한국도로공사 결산서

한국도로공사

외항해운업 결산서

한국선주협회

항공회사 결산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운송보조서비스 결산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주), 아스공항(주) 등

9. 금융보험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금융보험업은 금융중개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산업활
동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중개활동이란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과부족을 금융시장을 통해 중개
하는 생산활동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이를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지원해주는 보조적인 생산활동을 말한다.15)
금융보험업은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
보험, 비생명보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표 Ⅲ-2-22> 참조)
15) 현행 1993 SNA에 따르면 금융중개활동은 제도단위가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
하기 위해 자가계정으로 금융부채를 부담하는 생산활동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이란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금융중개를 원활하게 촉진시켜 주는 보조적 생산활동을 말한다. 한편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기
관이 부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전문기관을
금융보조기관이라고 하며 금융보험업에서 하나의 하위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16) 1993 SNA에서는 금융보험업의 분류를 금융활동(기능)이 아닌 금융기관(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8 SNA에서 일부분을 기능별(단기 및 비단기자금시장펀드 등)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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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정부예금 관리, 대외지급준비금 관리,
금융기관 규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한국은행 외에 외국환평형기금, 금융
감독원이 포함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은 요구불예금 형태의 부채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으로 여기에는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포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같이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 예
금 및 예금과 유사한 금융수신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 요구불예금 형태의 금융부채를 취
급하지 않는 금융기관만을 포함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금융, 은행신탁, 투신운용, 종
합금융, 우체국예금 등이 포함된다.
기타금융중개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제도단위 가운데 중앙은행, 예금취
급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이외의 제도단위로서 금융시장에서 예금 및 예금과 유사한 금융
수신상품 이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한다. 기타금융중개기관으로는 증권
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특수목적중개회사, 기타중개기관이 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단위와 특정 피고용자집단의 퇴직 후 수입
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용자, 고용주, 정부 등이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기금
중 자가계정으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단위(연금기
금)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연금보험, 생명공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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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및 화재와 관련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단위로서
손해보험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비생명공제로 구성된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는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금융중개활동을 원활히 촉진시켜 주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증권기관17), 금융관련서비스기관, 보험관련서비스
기관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의 포괄범위

<표Ⅲ-2-22>

구

분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포

괄

범

위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금융감독원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상호금융(농협·수협 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은행신탁, 투신운용, 종합금융, 우체국예금 등
증권투자회사

기타금융중개기관

여신전문회사(할부금융, 신용카드, 금융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
기타중개기관(한국증권금융, 한국수출입은행, 전당포 등)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

우체국보험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생명공제(농협·수협공제(생명),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비생명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비생명공제(농협·수협공제(비생명), 한국해운조합공제, 건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등)
증권기관(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 및 선물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보험관련서비스(보험대리 및 중개, 보험감정)
기타(금융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환전상 등)

17) 증권기관 중 증권회사는 투자자와 한국증권금융 사이에서 고객예탁금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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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년 추계방법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총산출
중앙은행(금융감독원 포함)의 기준년 총산출은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측정한다.
즉 지급수수료, 화폐제조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일반관리비 등 제반 경상적 비용을 모두 합
산하여 산출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산출은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FISIM)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
중개서비스는 대출과 관련한 대출 금융중개서비스와 예금과 관련한 예금 금융중개서비스로 나
누어 산출하는데 대출 금융중개서비스는 수입이자 등 수입재산소득에서 대출총액에 기준이자
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예금 금융중개서비스는 예금총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지급이자 등 지급재산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수입재산소득은 금융중개기
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수익으로 여기에는 수입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상환익 등이 있으
며, 지급재산소득은 금융중개기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지급이자, 유가증권상환
손 등이 있다.
금융중개서비스는 자금잉여자(예금)와 자금부족자(대출)의 중간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하며, 2008 SNA에 따라 자기자금에 대
한 대출금도 금융중개서비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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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금융중개서비스(FISIM)
금융기관은 자금잉여부문의 자금을 예수하여 자금수요부문에게 대출하는 금융중개서비
스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수입은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이 된다. 그런데 국민계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이자나 지급이자를 총산출 또는 중간
소비에 계상하지 않고 생산된 부가가치의 배분, 즉 재산소득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각 산업 및 가계의 지급이자는 중간소비로 계상하지 않으며 수입이자도 총산출에 포함되
지 않는데, 금융기관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금융기관의 총산출에 계상되는 것은 송금수
수료와 같은 실제서비스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는 다른 제도단위와
는 달리 재산소득거래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서비스를 총산출에 포함
시키고, 동 금융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산업 및 가계가 이를 중간소비 또는 최종소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중개서비스는 실제서비스와 달리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간접적으
로 계산하므로 이를 FISIM(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이라 한다.
금융중개서비스의 산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ISIML = L × (Lr-r*)
= RL-(L×r*) .............................. (1)
FISIMD = D× (r*-Dr)
= (D×r*) -RD ........................... (2)
여기서,

FISIML : 대출에 대한 금융중개서비스,
FISIMD : 예금에 대한 금융중개서비스,
Lr : 수입이자율, Dr : 지급이자율
RL : 대출에 대한 수입이자(수입재산소득),
RD :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지급재산소득),
r* : 기준이자율, L : 대출금 잔액, D : 예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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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까지 금융중개서비스는 1968 SNA에 따라 명목산업의 중간소비에 일괄 배분
하였으나 이후 1993 SNA의 권고에 따라 동 산출액을 각 산업(또는 제도부문)에 배분한다.
금융중개서비스의 각 산업 및 민간소비에 대한 배분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산업별대출
금통계, 기업경영분석통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되고, 수출입은 국제수지통
계 및 외환수급통계 등을 이용하여 배분한다.

중간투입
중앙은행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인건비,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성 항목을 차
감하여 산출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준년 중간투입액은 국내분 손익계산서에서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
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임차료, 수수료, 운반
보관료, 기밀비,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업무개발비, 지급보험료, 보건의료비, 체
육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중앙은행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로 나누어진다. 이
중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퇴직금, 숙직비,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비용을 합산하여 산
출하고,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순기타생
산세는 정부부문에서 배분한 금액을 사용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영업잉여
로 나누어진다. 이중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퇴직금, 숙직비,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
출의 합계로 구해진다.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의 합으로 계산되며 순기
타생산세는 정부부문 추계자료로부터 배분된 금액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총산출
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를 차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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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
총산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총산출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중개서비스(FISIM)와 실제서비스로 구성된다.
금융중개서비스는 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및 예금 금융중개서비스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구하며, 실제서비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수입수수료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는 실제서비스가 아닌 수입재산소
득으로 이를 FISIM에 포함한다.
중간투입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기준년 중간투입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중
간투입 산출방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분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마찬
가지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영업잉여로 나누어 산출한다. 부가가치 항목
에 대한 각각의 산출방법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하다.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의 기준년 총산출은 순수입보험료18), 추가보험료19), 수입수수료 등

18) 순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환입]+[수재보험료－출재보험료]
19) 추가보험료는 투자수익을 말하며, 투자수익중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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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순지급보험금20), 지급준비금 순증가분21)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2)
한편 기준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의 기준년 총산출은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유사하게 고객
예탁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를 계산하며 각종 수입수수료
를 합산하여 실제서비스를 구한다. 그리고 증권회사를 제외한 증권기관과 금융관련서비스기관
은 각종 수입수수료를 더하여 총산출을 계산한다. 보험관련서비스기관은 국세청 외형거래액자
료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입액 등을 총산출액으로 계상한다.
한편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의 기준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한 방법
으로 구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금융보험업의 경우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실 질>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의 총산출은 비용접근법에 의하여 산출되므로 중앙은행의 실질 총산출은 실질 중간
20) 순지급보험금=[원수보험금－보험금환입]+[수재보험금－출재보험금]
21) 지급준비금 순증가분=보험계약준비금적립－보험계약준비금환입
22) 손해보험업의 경우‘9.11테러’와 같은 재앙으로 인해 막대한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것을 총산출로 인식하는 현행 1993 SNA 방법을 따르게
되면 음(-)의 총산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08 SNA에서는 실제보험금 지급액이 아닌 보험회사
가 사전에 보험료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보험금 수준을 추정하여 결정한“조정보험금”을 이용
하여 산출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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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과 실질 부가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액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명목 피용자보수, 명목 감가상
각비, 명목 순기타생산세를 각각의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뒤 이를 합산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실질 총산출액은 실제서비스와 FISIM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실제서
비스료는 명목 실제서비스를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하고, FISIM은 금년도 이자부자산
과 이자부부채를 PPI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후 여기에 전년도 FISIM 마진율(대출FISIM/이자부자
산 및 예금FISIM/이자부부채)을 곱하여 산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액은 명목 중간투입액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디플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
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실질 총산출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
지로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의 실
질금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 실질금액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추계한다.
한편 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액을 디플레
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도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계
산한다.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구하고 실질 중간투입도 명목
중간투입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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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는 실질 총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액
을 산출한다. 금융중개서비스를 산출하는 증권회사는 예금취급기관과 유사하게 증권회사 대차
대조표상에서 고객예탁금과 관련한 명목 이자부자산과 명목 이자부부채를 계산한 후 이를 디
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실질 이자부자산과 실질 이자부부채를 산출하며 이를 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하게 전년도의 대출과 예금 FISIM 마진율에 곱하여 실질 대출 및 예금 FISIM을 산출한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의 실질 실제서비스는 명목 실제서비스를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산출하고 실질 중간투입액은 명목 중간투입액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산출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금융보험업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23>과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23>

구

분

자 료 명

작성기관

중앙은행

결산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해당기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한국은행

결산서

금융감독원, 해당기관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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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 및 임대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부동산 및 임대업은 주거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구성된다.(<표 Ⅲ-2-24> 참조)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는 건물(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거서비스는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서비스(실제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주택에 소유
주가 직접 거주함으로써 향유하게 되는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최종사용 목적의 자가서비스를 생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소유업
이 산출하는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는 생산에 포함하고 있다.23) 귀속임대료는 동 주택을 타인
에게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로 추정·평가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각종 용도의 부동산을 개발·공급
하는 산업으로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공급업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산업이고, 부동산 공급업은 각종 용도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경
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23) 이는 ①전체 주택 중 임차 주택의 비중이 국가마다 크게 다른 데다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어, 주택소유 귀속서비스의 가치를 생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주거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의
국제간 비교가 왜곡될 수 있고 ②주택소유 귀속서비스에 대한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③상당수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주택소유 귀속서비스를 생산활동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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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감정·관리 등의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이다.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된
다. 부동산 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임대·구매·판매하는 데 관련한 부동
산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감정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을 감정·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은 운송장비(육상, 수상, 항공 운송장비) 임대, 산업용 기계장비(농업
용,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 소비용품(개인 및
기타가정용 소비용품) 임대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포괄범위

<표Ⅲ-2-24>

구

분

주거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괄

범

위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

부동산 공급업

각종 용도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산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관련 임대·구매·판매를 중개·대리하는 산업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산업

부동산 관리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포

임대서비스(실제임대료),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

부동산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
운송장비, 산업용 기계장비, 사무용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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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년 추계방법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의 기준년 총산출은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임대가구와 자
가가구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임대가구 주거서비스의 총산출인 실제임대료는 지역별로 임대유
형별 임대료평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추계한다. 자가가구 주거서비스의 총산출인 귀
속임대료는 지역별로 임대가구의 유형별 임대료평가액을 임대가구의 임대유형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구당 귀속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에 가구수를 곱하여 구한다.24) 주거서비스의 기준
년 총산출은 이러한 실제임대료와 귀속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한다.
한편 주거서비스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 산업연관표상의 주거서비스 부가가치율
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농가경제조사, 어업조사보고서,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도소매업조사보고서, 운수업조사보고서, 서비스업조사보고서,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이용
하여 각 산업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구한 뒤, 이를 산업별 총산출액에 곱해서 추계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상의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율을 이용
하여 산출한다.
한편 부동산 공급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토지개발수익에 주택 및 비주택 건물 분양업
체의 분양수익을 합산하여 산출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공급업의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24) 이와 같은 추계방법을 계층별 층화법(stratification method)이라고 하는데, 동 방법은 주택을 다양한 계층
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로 주거단위의 표본을 추출하여 계층별 평균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주거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대규모 서베이(센서스) 수행 능
력이 없는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계층별 층화법을 이용하여 주거서비스를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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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관리업은 국세청 외형거래액자료 등을 이용하여 총산출액을 산출
한다.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 산업연관표상의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관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동산 감정업은 한국감정원의 손익계산서 및 공인감정사협회의 개인감정사 연간 수수료수
입 등을 이용하여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외형거래액 및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
서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
치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기준년의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 금액을 차감하여 구한
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주거서비스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비교년 지역별 가구수 증가율 및
디플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명목 총산출은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등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부동산 공급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과 추계방법이 동일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서비스업과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추계방법도 기준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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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질>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의 실질 총산출액은 전년도 실질 총산출액과 당해년 지역별 가구수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액에 전년도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실질 총산출액은 명목 총산출액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산출
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액에 전년도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의 실질 총산출액은 명목 총산출액과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액에 전년도 명목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의 실질 총산출액은 명목 총산출액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산출
하며,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액에 전년도 명목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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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25>

구

분

주거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디플레이터

자 료 명

작성기관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가구수 통계

광역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어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결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외형거래액

국세청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결산서

한국감정원 등

외형거래액

국세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결산서

할부금융사, 항공사 등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11. 정보통신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정보통신업은 크게 통신업과 출판·영화·방송·정보서비스로 구분된다.
통신업은 ①일반인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과 소화물을 수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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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달하는 우편 및 소포, ②유·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통신내용을 전달하는 전신
전화, ③초고속망서비스, ④통신망을 기본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으로
분류된다.
출판·영화·방송·정보서비스는 ①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는 출판서비스, ②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배급, 영화상영 등을
포괄하는 영화서비스, ③TV, 라디오 등의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
송,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 상품매출 제외) 등의 유선 및 위성방송서비스를 포괄하는 방송서
비스, ④컴퓨터관련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인터넷포털, 정보제공업 등을 포괄하는 정보
서비스로 분류된다.
정보통신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 Ⅲ-2-26>과 같다.

정보통신업의 포괄범위

<표Ⅲ-2-26>

구

분

우편및소포
통신

전신전화

범

유선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

무선통신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초고속인터넷, IPTV 등

부가통신

네트워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등

영화
방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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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

초고속망

출판
출판
영화
방송
정보

포

위

일반통상, 특수통상, 소포, 국제특송 등

신문

일간신문 및 비일간신문

서적및정기간행물

서적, 정기간행물, 교과서, 학습지, 사전, 지도 등

소프트웨어

주문형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영화제작및배급

광고영화 및 일반영화 제작, 영화배급 등

영화상영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 등

지상파방송

TV, 라디오

유선및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컴퓨터관련서비스

컴퓨터시스템 관리·운영, 유지·보수 등

정보제공서비스

정보처리, 온라인 정보제공, 뉴스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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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년 추계방법
우편 및 소포
총산출
우편 및 소포의 기준년 총산출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특별회계25) 결산서의 우
편사업수익과 국제특송업체 결산서의 매출액, 운수업조사보고서의 늘찬배달업 수입액 등을 이
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결산서의 물자비, 경비와 국제특송업체 영업원가 명세
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의 중간투입 해당항목, 운수업조사보고서의 연료비, 전력비, 임차
료, 보험료, 수선비, 수수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
수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자료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타생산세는 정부부문 추계 과정에서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부
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전신전화
총산출
전신전화의 기준년 총산출은 유선통신, 무선통신으로 구분되는데 유선통신은 정보통신산업
25) 과거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가 2006년 이후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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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보의 유선통신서비스 가운데 초고속망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매출액을, 무선통신은 이동
통신,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LL)26) 등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한편 기간통신사
의 통신망을 임차하여 별도로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도 전신전화에 포함된
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통신업체 영업원가 명세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 등의 중간투입관련
항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우편 및 소포의 부가가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초고속망 및 부가통신
총산출
초고속망의 기준년 총산출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의 유선통신서비스 가운데 초고속망 관
련 서비스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구하고, 부가통신의 기준년 총산출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의
신용카드검색(CCIS)27)서비스, 전자지불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전화수수료) 등의 매출액 자
료를 활용한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초고속망 및 부가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영업원가 명세서, 판매비와
26) Broadband Wireless Local Loop. 기지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가입자 선로를 무선으로 제공
하는 기술방식으로 광케이블을 통해 가입자 근처의 무선전송장치까지 데이터를 전송한 후, 무선으로 분배
하는 시스템이다.
27) Credit Card Information System.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고객이 카드를 이용할
때 가입회원의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카드의 유효성 및 거래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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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명세서 등의 중간투입관련 항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우편 및 소포의 부가가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출판
총산출
출판의 기준년 총산출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및 제일기획 광고연감, 정보통신산업통
계연보, 국세청 표준재무재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표본업체들의 중간투입구조 조사결과와 서비스업조사보
고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부가가치 항목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영화
총산출
영화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한국영화연감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자료
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관련 항목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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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총산출
방송의 기준년 총산출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의 TV 및 라디오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
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28)(홈쇼핑 상품매출 제외) 매출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출판과 마찬가지로 표본업체들의 중간투입구조 조사결과
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의 부가가치 관련 항목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정보
총산출
정보서비스의 기준년 총산출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및 서비스업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표본업체들의 중간투입구조 조사결과와 서비스업조사보
고서 자료를 기초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관련 항목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28) Program Provider.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부문의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종합유
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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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거의 대부분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기준년과 달리 비교년에 일부 항목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및 기업경영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계
한다.

<실 질>
총산출
정보통신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명목 총산출을 해당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
하며 연쇄가중법을 활용하여 총량을 계산한다.
중간투입
정보통신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결산서 및 기타 자료들의 명목 중간투입 세부항목을
해당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며, 실질 총산출과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연쇄가중법을 활용
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정보통신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구
하며 실질 총산출을 구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연쇄가중법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정보통신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를 위한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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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27>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 성 기관

우편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국제특송업체 결산서

UPS SCS Korea, DHL Korea 등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통신회사 결산서

KT, SKT, LG U+ 등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법인세과(법인), 소득세과(개인)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광고연감

제일기획

12. 사업서비스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업은 관련 기업
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서비스화 및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에는 광고,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광고업
광고업은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생산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광고대행29), 광고물
작성30) 및 매체광고를 포괄한다. 광고는 매체별로 4대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및 잡지) 광

29)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0) 광고문안의 작성, 도안 및 설계 등과 같은 광고물 작성업무를 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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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옥외 및 SP(Sales Promotion) 광고, 뉴미디어(케이블 텔레비전, 인터넷 및 PC 통신) 광고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그 설립목적이 조사·연구인 기관의 연구활동이 대상이 되는데 연구수행 주체에
따라 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비영리) 및 연구기관(산업)으로 나누어진다. 연구기관(국공
립)은 연구기관 중 일반정부부문에 속하는 기관의 조사·연구활동을, 연구기관(비영리)은 민간
연구기관 중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의 연구활동을, 연구기관(산업)은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기관의 연구활동을 각각 의미한다. 연구 내용에 따라 자연과학과 인문 및 사회과학
으로 구분한다.
한편 설립목적이 조사·연구가 아닌 기업이 자신의 경영활동을 위해 행하는 연구활동은 기
업내 연구개발로 분류되는데 제품의 생산·제조공정 등에 관한 개발이나 기술적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실험, 검사 및 분석, 시제품 설계 및 제작 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업내 연구개발은
사업서비스가 아닌 해당산업에 계상하는데 이 역시 국민소득통계가 경제활동별(산업별)로 추
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은 법무 및 회계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 공학관련서비
스 및 기타 공학관련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법무 및 회계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법률, 변리, 회계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과 동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무서비스는 변호·변리·공증·법무·행정대서·집달
등을, 회계서비스는 세무·회계·기장 등을 포함한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소비구매 습관조사, 상품인기도 조사, 상품
의 시장잠재력 조사 등), 사업 및 경영상담(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인력관리 자문 등) 및
신용조사(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조사 등)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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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관련서비스는 측량 및 제도,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등을 포함하며 기타
공학관련서비스에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구축물 등의 검사 및 분
석,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이 해당된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청소 및 소독서비스, 인력공급 및 알선, 기타사업서비스를 포괄하는데
청소 및 소독서비스에는 소독 및 구충 서비스(건물 해충구제서비스, 화장실 위생소독 서비스
등), 건축물 일반청소, 산업설비 청소(산업설비, 상·하수도관, 선박, 산업용 장비세척 등) 등이
해당된다.
인력공급 및 알선업은 인력공급과 인력알선이 포함되며 기타사업서비스는 탐정 및 경비·경
보시스템, 사진촬영, 포장 및 충전(상표부착, 의류 포장, 가스 주입 등), 사업중개 주선(지적재산
권 감정 및 알선, 회원권 중개 등), 일반 및 청사진 복사(서류, 문서 및 청사진 복사 등), 여행사,
검침용역, 연예인 대리, 자유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기타사업관련서비스(패션디
자인, 상품전시, 속기사, 번역 및 통역 등)를 포괄한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
법이 거의 동일하다.
총산출
사업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와 기타 전수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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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
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사업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서비
스업활동지수와 기타 전수자료 및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구한 후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한다.
중간투입
사업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
다.
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
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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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질>
총산출
사업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
이터로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사업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
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중간
투입 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업
종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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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28>

구

분

광고
기업내 연구개발

자

료 명

결산서

각 방송사

광고연감

제일기획

방송사별 수입현황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소 통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소송사건수 사법통계

대법원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협회 회원수 현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외환수급통계
특허권사용료 수익

한국은행

건축사협회 회원 현황

한국건축사협회

기술인력현황
신고업체 현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법무 및 회계서비스

건축공학관련서비스

기타공학관련서비스

작 성 기 관

13.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국민계정에서 일반정부는 하나의 제도부문인 동시에 경제활동에서 생산자이다. 생산자로서
일반정부는 활동별로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와 국공립의 교육·의료 및 보건·사회복지·위
생·연구·문화서비스를 사회전체 또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등의 활동별 분류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KSIC)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따르고 있다.
1993 SNA로 이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 중 공공행정 및 국방서
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은 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서비스와 통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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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및 포괄범위
경제활동주체로서의 일반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
로 생산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를 관리하며 사회 및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거래
주체이다.
일반정부는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며 일부를 민간에게 판매하나 생산
비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업잉여를 갖지 않으며,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투입된 총비용에 의해 산출물을 추계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판매
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 사회의 경제 및 사회정책 목적상 대가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

좀더알아보기

비용접근법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은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
에게 공급되는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다.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으로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산에 투입된 각종 비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투입비용의 파악을 통해 총산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을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이라
고 한다.

일반정부는 정부행정부서(중앙정부+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로 나누어진
다.(<표Ⅲ-2-29> 참조) 정부행정부서는 일반행정 및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보건·교육·문
화·오락 및 기타사회서비스의 제공, 경제성장, 사회복지 및 기술개발의 증진활동 등을 수행하
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중앙행정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조
달청과 특허청은 특별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제외된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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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므로 일반정부에 포함
되지 않고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는 정부에서 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 회계이므로 우편사업은 운수창고통신업으로, 조달과 양곡관리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분류된다. 중앙정부의 기금회계중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성기금31)이
거나 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 기금인데 금융성기금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며, 그 외의 기금들
은 국민계정의 여타 산업부문에 포괄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행정부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지방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기타특별회계중 지방정부가 직접 운
영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경우 일반정부로 인식하지만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상수
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수도업과 서비스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특별회
계의 하나인 지역개발기금은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사회보장기금은 일반국민에게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되고 통제받으며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조직된 거래주체
이다. 사회보장기금에는 사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기금 자체가 속한다.
공공비영리단체는 가계나 기업에 대하여 무상 또는 생산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
부에 대하여 공공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공공비영리단체
는 정부에 의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금조달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인사 등 주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
한편 제도부문으로서의 일반정부는 경제활동주체로서의 정부단위 외에 소규모의 운영대차
를 가지며 정부 자체 또는 민간에 대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규모 정부기업이 추가된
다. 예를 들면 군수공장, 유료도로운영, 공공건물내 식당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

31)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국가장학기금,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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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통계 자료의 제약 때문에 생산자로서의 정부단위와 제도부문으로서의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정부의 포괄범위

<표Ⅲ-2-29>

(2010년 기준)

구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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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포

괄

범

위

일반회계

조달청, 특허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부서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광역지역발전, 주
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조성, 책임운영기관

기금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
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 합리
화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
금, 영화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문화예술진흥
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사학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일반회계

특별시, 광역시, 도본청, 시, 군, 구 모든 지방행정부서

기타특별회계

특별시, 광역시, 도본청, 시, 군, 구 모든 지방행정부서

교육비특별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교육청

사회보장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비영리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
구회,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발전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
단, 국립발레단, 국립암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국
제방송교류재단, 국토연구원,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노동행정연수원, 농림수산식품기
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
관, 부산발전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산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신문
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울산발전연구
원, 인천발전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전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정동극장,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재단, 축산
물품질평가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평생교육진흥
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
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
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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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서비스관리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
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연
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나. 기준년 추계방법
중앙정부
총산출
중앙정부의 총산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회계별·소관별·세목별 세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추계한다. 중앙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
비를 더해 구한다.
중간소비
중앙정부의 중간소비는 기획재정부의 세출 결산자료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 물건비성 지출32)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중앙정부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합하여 추계한다. 피용

32) 정부의 회계처리 분류기준으로 볼 때 200번 목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7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자보수는 기획재정부의 세출 결산자료 중에서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의 합계로 계산된다. 고정자본소모는 먼저 기준년도의 총고정자본형성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세출 결산자료중 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경비를 합산하여
얻는다. 그리고 전년까지의 고정자산 스톡(stock)액을 기준년도의 가치로 환산한 후에 먼저 구
했던 기준년도의 총고정자본형성과 합산하면 기준년 고정자산스톡이 계산된다. 동 고정자산스
톡을 고정자산의 형태별 내용연수로 나누면 고정자본소모를 구할 수 있다. 1993 SNA에서 고정
자산은 그 자체가 생산된 산출물이어야 하므로 토지, 광물, 기타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33)의 감모나 질적 저하는 고정자본소모의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매입비는 고정
자본소모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의 기타생산세는 기획재정부 세출 결산자료 중에서 자동차세
등을 합산하여 구한다.
지방정부(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산출
지방정부의 총산출도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추계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도본
청·시·군·구의 결산서 및 예산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기초통계 자료로 이용한
다. 그리고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합하면 총산출이 된다.
중간소비
지방정부의 중간소비 중 특별시·광역시·도본청의 경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를 이용해 추계하는데 전체 16개 기관의 결산서를 모두 입수하고, 국민계정에 맞게 작성된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중간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중간소비를 구한다.
시·군·구의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간소비를 얻는다. 시·군·구의 중간소비도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추계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기능별 분류 및 조정
33) 비생산자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자산의 분류’(p.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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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산출을 위해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즉 표본기관의 예산서를 입수하여 시·군·구의 세목
별 조정비율을 계산한 후 지방재정연감의 전체 시·군·구별 지출액 중에서 당연과목은 해당
지출을 단순합산해 구하고, 조정과목은 앞서 구한 조정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34) 산출된 당연
과목과 조정과목을 더하면 중간소비가 된다.35)
부가가치
지방정부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
치 추계방법은 중앙정부의 부가가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지방정부(교육비특별회계)
지방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도 비용접근법을 이용해 총산출을 추계한다. 전국 16개 교육청
의 결산서를 모두 수집하여 국민계정 자체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중간소비를 계산하며, 이들을 모두 합하면 총산출이 된다.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기금의 경우에도 비용접근법을 이용한다. 즉 사회보장기금 운용기관 및 해당 사회
보장기금의 결산서를 전수 입수한다. 그리고 국민계정 자체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피용자보수
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중간소비를 계산하며, 이들을 합해 총산출을 얻는다.
공공비영리단체

34) 시·군·구의 조정비율 산출시 예산서를 이용하는 것은 결산서에 비해 예산서에는 지출의 내역과 용도가
보다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국민계정체계에 맞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당연과목이란 인건비를 예로 들면 성질상 당연히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정액수당 등을 말한다. 조정과목은 정부회계로서는 하나의 계정과목에 해당되지만 국민계정 측면에
서는 인건비와 중간소비, 경상이전 등에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서를 이용해
해당 계정과목에서 인건비, 중간소비, 경상이전의 비율을 각각 산출하여 해당 계정과목에 곱해 인건비, 중
간소비, 경상이전 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9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공공비영리단체도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모두 입수하여 국민계정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중간소비를 계산하며, 총산출은 각 항목들을 모두 합
해 구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일반정부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명목 중간소비, 명목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기준년과 동일하다.

<실 질>
중앙정부
총산출
중앙정부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소비를 합산하여 얻는다.
중간소비
중앙정부의 비교년 실질 중간소비는 기획재정부의 세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명목 중
간투입을 세분한 후, PPI 및 CPI로 나누어 계산한다.
부가가치
중앙정부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 실질 고정자본소모, 실질 기타생산세
의 합으로 계산한다.
실질 피용자보수는 중앙공무원 현재원과 국방평균운용병력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36)
36) 중앙공무원의 현재원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가입자수 자료를 이
용하며,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국방피용자보수는 장교, 사병 등 평균국방병력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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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고정자본소모는 명목 고정자본소모에 건물, 선박, 차량과운반구, 기계비품, 사회간접자본
등 각각의 디플레이터37)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실질 기타생산세는 명목 기타생산세를 중간소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지방정부
총산출
지방정부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도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소비의 합으로 구한다.
중간소비
지방정부의 비교년 실질 중간소비 추계방법은 중앙정부의 실질 중간소비 추계방법과 동일하
다.
부가가치
지방정부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와 실질 고정자본소모, 실질 기타생산
세를 더해 구한다. 피용자보수의 실질화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공무원의 현재원 자료를 이
용하며, 실질 고정자본소모 및 실질 기타생산세는 중앙정부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다.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도 실질 피용자보수, 실질 고정자본
모소, 실질 중간소비, 실질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얻는다. 실질 총산출의 구성항목들은 중앙정부
의 추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된다.

37) 고정자본소모의 디플레이터에는 PPI, 건설업의 건물건설 디플레이터, 건설업의 토목건설 디플레이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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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통계 자료
일반정부의 비교년 잠정치를 추계할 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
단체의 예산서와 지출실적을 이용하고, 기준년 및 비교년의 확정치를 추계할 때에는 각 해당기
관의 결산서를 이용한다.
추계시 사용하는 자세한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30>과 같다.
<표Ⅲ-2-30>

자 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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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작성기관

주요 내용

나라살림

기획재정부

회계별·소관별·세목별 예산

중앙정부 예산서

각 부처

회계별·세목별 상세 예산 내역

기금운용계획서

기획재정부

기금별 현황과 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서

기획재정부

회계별·소관별·세목별 결산 및 증감사유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기획재정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보증 명세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기획재정부

회계별·종류별·관리청별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기획재정부

회계별·소관별 사용명세서

기금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별 결산총괄 및 결산서류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재정현황 및 자치단체별 예산

지방정부 예산서

각 도, 시, 군, 구

단체별·세목별 상세 예산 내역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단체별·회계별 예산·결산

지방정부 결산서

광역시도

단체별 세목별 상세 결산 내역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부과·징수실적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국세 세목별 개념 및 부과·징수실적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기성(육성)회,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금액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회계별·소관별·세목별 집행실적

지방정부 지출액

행정안전부

단체별·세목별 집행실적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액

각 교육청

세목별 집행실적

국방평균운용병력

국방부

장교, 부사관, 병, 공익요원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정원총괄표

행정안전부

중앙·지방 직급별 공무원 정원

사회보장기금 인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원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지방·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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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서비스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교육서비스업이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유치원 등 학령전 유아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과 기타 교육기관(직업 및 기술교육, 성인교육 등)을 포괄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는 교육
기관(국공립), 교육기관(비영리), 교육기관(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국공립)
교육기관(국공립)은 일반정부부문에 속하는 정규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교육서비스(비영리)
교육기관(비영리)은 민간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초등(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포함),
중·고등, 대학 등 사립교육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교육서비스(산업)
교육기관(산업)은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각종 강습소의 서비스활동을 말하는데 전문
강습소(기술, 예능, 사무 등), 일반강습소(예체능, 입시, 외국어학원 등) 뿐만 아니라 사업장 없
이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통신과외 등도 이에 포함된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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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
법이 거의 동일하다.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와 기타 전수자료
(교육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
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서비
스업활동지수, 기타 전수자료(교육통계연보 등) 및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구한 후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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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
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 질>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
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
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중간
투입 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5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부문에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 교육통계연보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31>과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31>

구

분

교육서비스(비영리)
교육서비스(산업)

자 료 명

작 성 기 관

교원 및 사무직원 현황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 공단

결산서

각 전문연수원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사교육비 결과 조사 자료

통계청

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의료 및 보
건서비스는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치료활동, 동물의 질병예방·치료 및
수의학적 활동,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아
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이 제약받는 특정 범주내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국공립)
의료 및 보건서비스(국공립)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건활동, 국립병원, 군병원,
보건소 등을 포괄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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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는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목적의 종합병원·의원, 보건기관 등을
포괄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부문은 민간이 설립한 종합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
원, 조산원, 병리실험서비스, 수의업, 기타의료업과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포괄한다.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는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부랑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이 제약받
는 특정 범주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활동과 국민연금관
리공단,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활동 등을 포괄한다.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부랑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이 제약받
는 특정 범주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비수용 복지시
설, 사회복지단체 등이 포괄되며 국공립 부문은 제외된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
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총산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와 기
타 전수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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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
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
거래액, 서비스업활동지수, 기타 전수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및 표본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구한 후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한다.
중간투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
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
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
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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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질>
총산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중간투입 디플레
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중간투입 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
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
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개별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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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32>

구

분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자 료 명

작 성 기 관

보험 진료비 청구 금액
요양기관별 총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구분별 총진료비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현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기구인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장애인 복지 시설협회, 정신요양협회

양로, 요양원 수용인원 현황

노인 복지시설 협회

아동 시설 수용인원 현황

아동 복지시설 협회

여성가족통계연보

여성가족부

16.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은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산업활동을 말하며, 연극제작, 도
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서비스와 운동설비운영, 오락장, 도박장 등의 오락서비스를 포괄한다.
문화서비스
문화서비스에는 연극 및 음악 제작, 자영예술가, 도서관 및 독서실,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
관, 동·식물원 등이 해당된다.
오락서비스
오락서비스는 운동설비(골프장, 체육관, 수영장 등) 운영, 자영경기인, 경기단체, 경기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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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공연장, 유원지 및 테마파크, 오락장(노래방, PC방 등), 도박장 등을 포괄한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
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총산출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와 기타 전
수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
액, 서비스업활동지수, 기타 전수자료 및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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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
여 구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서, 제
조원가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 질>
총산출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
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
의 중간투입 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
용하여 계산한다. 즉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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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
에 개별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3>과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33>

구

분

기타 문화서비스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자 료 명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현황

작 성 기 관
국립중앙도서관

궁능원 관람수입 현황

문화재청

관람객 수 및 입장수입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농구협회

골프장 입장인원 현황

한국골프장협회

복권판매기관 복권매출 및
당첨금 지급자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카지노 환전실적

각 카지노업체

결산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등

노래방, PC방, 오락장 현황

문화관광부

기타 오락서비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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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서비스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기타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문으로 위생서비스(국공립), 위생서비스(산업), 대개인서
비스, 수리서비스, 사회단체, 가사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위생서비스(국공립)
위생서비스(국공립)는 환경부, 지방정부 등의 위생서비스 관련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
수 및 분뇨수거 처리 등이 포함된다.
위생서비스(산업)
위생서비스(산업)에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이 해당된다.
대개인서비스
대개인서비스는 세탁, 이용 및 미용, 기타 대개인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세탁서비스에는 세
탁·염색업, 세탁물 공급업 등이 있고 이용 및 미용서비스에는 이미용업, 피부, 비만, 발 관리업
등이 있다. 기타 대개인서비스는 이상의 서비스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장의
서비스, 예식장, 목욕탕, 결혼상담소, 점술가, 수하물보관소, 안마시술소, 목공, 개인 간병인 등
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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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서비스
수리서비스는 자동차, 산업용 기계장비(제조업체가 행하는 수리서비스 제외), 사무용장비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산업 및 전문가 단체와 종교단체, 정치단체, 노동단체, 기타사회단체 등을 포괄
한다.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는 요리, 청소 등 가사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기업형과 개인 가사도우미
를 모두 포함한다.

나. 기준년 추계방법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
법이 거의 동일하다.
총산출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와 기타 전수자료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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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
하여 계산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서비
스업활동지수, 기타 전수자료 및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구한 후 전
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한다.
중간투입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
다.
부가가치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
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 질>
총산출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
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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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
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중간
투입 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업
종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4>와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2-34>

구

분

위생서비스
對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사회단체

가사서비스

자 료 명
분뇨, 정화조 처리실적

작 성 기 관
서울특별시,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광역시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현황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비업체수

전국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연합회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당별 지출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사보조인알선건수 및 단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고용정보원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추계가구수, 가계수지

통계청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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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
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체계는 <표Ⅲ-2-35>에 나타나 있다. 1993 SNA는 조세분류체계를「간
접세, 직접세」에서「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富) 등에 대한 경상세」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종전의「간접세」38)는「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로,「직접세」
는「소득 및 부(富) 등에 대한 경상세」(current taxes on income, wealth etc, 이하‘경상세’)로 용
어가 바뀌었는데 개념상의 변화는 없다.
「생산 및 수입세」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는「생산물세」39)와「기타생산세」40)
로 구분하며「경상세」는「소득세」와「기타 경상세」로 구분한다.
한편 보조금(subsidies)이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없이 제공하는 경상적 지급액을 말한다.
1993 SNA에서는 보조금을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물보조금
은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 판매 또는 수입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생산보조금은 거주자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수취하는 보조금 중 생산물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말하는데 지급급여 또는 고용보조금
38) 간접세(indirect tax)는 조세를 생산물의 판매액에 가산시켜 다른 제도단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킬 수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불명확하므로 1993 SNA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
는다.
39) 생산물세란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40) 기타생산세란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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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Ⅲ-2-35>

표세 및 보조금의 분류

나. 추계방법
<명 목>
생산 및 수입세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이용하여 추계하
고 산업별로 배분한다. 또한 생산 및 수입세는 발생주의41)에 의거 징수실적에 조세 미수납액을
포함하며, <표Ⅲ-2-36>과 같이 산업별로 생산물세(부가가치세, 수입세, 기타생산물세)와 기타
생산세로 나누어 추계한다.
보조금은 기획재정부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을 이용하며, 민간경상이전 항목 중에서 국
민계정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추출하여 산업별로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41) 조세를 실제로 납부된 시기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거래 등이 일어난 시
점에 기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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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추계한다.
한편, 현재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는 기초가격(basic prices)으로 평가
한 산업별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으며,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
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 질>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의 실질화는 각 산업별 실질 총산출액 등에 전년도 생산 및 수입세
율(보조금률)을 곱하여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표Ⅲ-2-36>

(2009년 기준)

구

분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 속·증여세

경상세
경상세
자본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생산물세

내국세
국세

1993 SNA에 따른 분류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등1)
생산물세 등1)
경상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기타생산세
기타생산세
생산물세 등1)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기타생산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도세
지방세

시·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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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목적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경상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생산물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기타생산세
기타생산세

주: 1)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재원별로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로 나누어 배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1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제3절 지출국민소득

1. 개요
지출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42)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
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기업의 투자,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 그리고 재
고증감 등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국
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부문은 경
제활동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및 사후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그 구성내역은 <표 Ⅲ-3-1>과 같다.

지출국민소득의 구성

<표Ⅲ-3-1>

부

문

구
민간소비

최종소비

성

ㆍ가계소비 : 국내소비, 거주자국외소비, (-)비거주자국내소비
ㆍ민간비영리단체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운수장비, 기계류

건설투자

건물투자, 토목투자

무형고정
자산투자

컴퓨터소프트웨어, 광물탐사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재화, 귀중품순취득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상품수출, 서비스수출

(공제)재화와서비스의수입

상품수입, 서비스수입

42) 국민경제는 크게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의 창출, 창출된 소득의 분배, 그리고 분배된 소득의 처분 등 소득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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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이 있는데 이중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통계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
흐름법으로 추계하되 세부적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
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기준년 개편시부터 수요접근법을 주된 추계방법으로 이
용하고 있으며, 공급접근법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 한해 제
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급접근법은 국민경제의 총공급(총산출+수입)이 순차적으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중간
수요와 최종수요로 각각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를 산업연관표의 원리에 따라 파악하는 대표적
인 간접추계방법(상품흐름법)이다. 상품흐름법의 유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가
경제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측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관계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적시에 반영해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상품흐
름법 중심의 공급접근법은 통계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생
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서로 점검하기가 곤란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
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생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최종수요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
들의 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
은 생산(또는 공급) 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43)를 일정 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최근의 관련분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은 것이 장
점이다.

43) 비관측경제의 경우 생산 또는 공급 측면의 공식자료로는 이를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최종수요자 대상
의 지출조사에는 비관측경제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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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상품흐름법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지출항목을 추계
하는 방식을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이라고 한다. 상품흐름법은 미국의 쿠즈
네츠(S. Kuznets) 교수에 의해 발전된 대표적인 공급접근법으로 이는 수요측면의 기초자료
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설비투자, 재고증감 등을 추계할 때 주로 이용된다.
상품흐름법에 의한 추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한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총산출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내 총산출에 수입을 더하고
중간소비와 수출을 차감하여 국내 최종수요를 구한다. 그 다음 기준년의 산업연관표에서 산
출된 설비투자율 등 지출항목별 배분비율을 국내 최종수요에 곱하여 설비투자 등의 지출항
목을 산출한다.
총공급 = 총산출 + 수입
= 중간소비 + 수출 + 국내최종수요
= 중간소비 + 수출 + 최종소비지출 + 총자본형성 = 총수요

상품흐름법을 이용한 지출항목의 추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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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지출국민소득의 구성항목인 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
성(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입의 추계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
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민간소비
(1) 정의 및 포괄범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을 합하여 민간소비라
고 한다.(<표 Ⅲ-3-2> 참조)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44)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
한다. 그러나 가계가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가계 최종소비지출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가계가 구입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계 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가계
의 주택구입은 주택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이므로 총고정자본형

44) 소비는 제도단위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써서 없애는(used up) 활동을 말하며, 이는 중간소비와 최종소비로
나누어진다. 중간소비는 회계기간중 생산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이며, 최종소비는 개별 가계 또는 사
회전체가 그 욕망충족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간소비에서 다루게 되는 소비
는 후자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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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처리하며, 보석 및 귀금속 등 귀중품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정상적 조건하에서는 장기간
가치가 감소되지 않고 가치저장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기 때문에 귀중품순취득으로 처리한
다. 또 가계가 이미 구입한 중고품을 매각하는 것은 부(負)의 소비지출로 처리하나 가계간에 거
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했을 때 이미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
었던 것이므로 유통마진 등 거래관련비용 만을 최종소비지출에 포함한다. 반대로 자가(自家)
소유자가 자가 최종사용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료)는 가계가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지만 구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포함한다.
한편 1993 SNA에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그 지역이 국내이건 해외이건 관계없이 거주자 가
계가 일으킨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국내의 모든 가계(거주자 및 비거
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계산한 뒤‘거주자의 국외소비’를 가산하고‘비거주자의 국내소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 구성원이나 다른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45)(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일반정부
와 마찬가지로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로서 일반적인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와는 달리 사회·경제정책상 이유로 상품 또는 비상품 판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보
다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입)만큼 자신이 생산한 서비
스를 최종소비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Ⅱ장 제3절 p.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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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지출의 포괄범위

<표Ⅲ-3-2>

구

분

포

괄

범

위

가계의 국내소비
[목적별 분류(COICOP1))]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 주류 및 담배
- 의류 및 신발

[형태별 분류]
- 내구재: 가구, 승용차, TV, PC 등
- 준내구재: 의류 및 신발, 소형가전 등

- 임료 및 수도광열
- 가계시설 및 운영
가계소비

- 의료보건
-교통

- 비내구재: 음식료품, 수도광열, 휘발유 등
- 서비스

-통신
- 오락문화
-교육
- 음식숙박
-기타
거주자 국외소비
(-)비거주자 국내소비
[목적별 분류(COPNI2))]
- 의료보건
가계에 봉사하는

- 오락문화

비영리단체의 소비

-교육
- 사회복지
-기타

주: 1)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1993 SNA에서는 생산자와 가계부문의 거래를‘생산물 종류
별’로 세분하지 않고 거래참가자의‘목적’또는‘목표’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
2) COPNI: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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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특수한 경우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법인기업을 소유한 가계의 지출 : 영업목적의 지출을 제외하고 가계 최종소비지출만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현물소득으로 수취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을 가계의 현물
소득 및 최종소비지출로 기록한다.
자가계정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가계소유 비법인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중 가계 구성원이 소비하기 위해 유보하는 생산물의 귀속가액도 소비지출로 기록
된다. 단, 가계의 자가소비를 위한 서비스 생산은 자가소유자의 주거서비스 생산과 유급가사
종사자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SNA의 생산범위에서 제외된다.
주거, 수선 및 개량서비스
① 자가소유 주거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규모·질·유형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임대료로 평가하여 동 금액을 소유주의 최종소비지출로 처리한다.
② 장식, 유지 및 수선서비스의 경우 자가소유주가 주거용 건물의 장식, 유지 및 수선에 지출하는
금액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이 아니라 가계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지출로 처리되지만, 소
유주 또는 임차인이 하는 일상적 수선과 내부장식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수선
또는 장식을 위한 재료의 구입은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③ 주택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증개축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④ 내구재의 수선 및 유지 중 전문생산자에 의한 수선·유지는 최종소비지출로 처리하고, 가계 구
성원의 손수작업에 의한 수선·유지는 재료구입액만을 가계소비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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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및 평가방법

기록시점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즉 재화의 경우 소유권
이 변동된 때,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 다만, 할부구매계약 또는 이와 유
사한 신용계약에 의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재화가 전달된 시점에 기록하게 된다. 재화가 전
달된 시점에 법적인 소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점부터 사실상 구매자에게 재화 소유
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평가방법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구매자가격으로 기록하며 동 가격에는 가계가 지급하는 모든 생산물
세를 포함한다. 재화의 구매자가격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 한 단위의 재화를 전달
받기 위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에는 판매자의 청구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운송료도 포함된다. 다만,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가계가 동일한
제품에 상이한 가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가격46)으로, 대량구매나 비수기 구매 등
으로 표준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지급할 때에는 동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가격으로 각각
기록한다.

(3) 기준년 추계방법
기준년 민간소비지출은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
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된다.

46) 1993 SNA에서 지출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단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단위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한 가계가 동 비용을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경
우, 동 금액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이 아니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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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모두 포함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은 서비스업총조사, 가계조사, 행정
자료 및 기타 기초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서비스업총조사상의 도매업과 소매업의 일반소비자
에 대한 산업별 매출액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되는데, 매출액에는 매출부가세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구매자가격으로 전환해 준다. 다만 서비스업총조사에서
제외되거나 보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곡류, 담배, 전기ㆍ가스ㆍ수도ㆍ열에너지 등
의 재화와 교육, 통신, 의료, 주택소유, 금융, 보험, 공공행정, 오락서비스 등은 가계조사, 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초자료, 생산국민소득의 추계결과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외거래부문이 국제수지통계상의
환전실적 및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를 이용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은 생산국민소득 추계과정상에 계산된 관련 비영리
단체의 총산출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하여 추계한다.

(4) 비교년 추계방법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금액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준년과 동일하다. 다만
이용기초자료로서 서비스업총조사 대신에 서베이통계인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을 이용한다. 실질금액은 COICOP 분류체계하에서 작성된 190여개의 세부항목별 명목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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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관련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이렇게 도출된 항목별 명
목금액 및 실질금액을 COICOP 코드별로 합산하여 상위의 형태별 및 목적별 소비금액을 구한
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기준년과 동일하게 국외거래부문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디플레이터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은 환율변동을 조정한 주요
여행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
로 사용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 추계방법은 기준년
방법과 동일하다.

(5) 기초통계 자료
민간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의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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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3>

자 료 명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작성기관

주요 내용

서비스업총조사

통계청

기준년의 부문별 매출액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기준년 이외의 부문별 매출액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농가경제동향과 농업경영실태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어가경제동향과 어업경영실태

임가경제조사

산림청

임가가계지출 및 임가경제동향

도소매판매액지수

통계청

품목별 소매판매 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항목별 서비스업 지수

자동차통계월보

자동차공업협회

내수판매대수

양곡소비량 통계

통계청

양곡소비 증가율

KT&G IR자료

케이티앤지(KT&G)

내수판매실적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품목별 내수출하 지수

수입자동차등록현황

수입자동차협회

수입차등록대수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가정용 전력판매실적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

연령별 학생수 및 수업료

영화산업통계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영화 관객수 및 매출액

도축실적통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월별 축종별 도축실적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품목별 물가지수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가정용,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내역

나. 정부소비
(1) 정의 및 포괄범위
정부단위는 국민계정 내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부문 중
일반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1993 SNA에서 정부는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 중 재화와 서비스
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판매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종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소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
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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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므로 그 재원은 일반 조세나 기타소득으로 조달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 있다. 이러한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는 주로 의료·보
건·교육 등이 해당된다.
1993 SNA에서는 소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를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각 제도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
며, 실제최종소비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모든 재화 및 서비
스 가액을 의미한다. 정부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집합서비스와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개별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 실제최종소
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에서 궁극적으로 개별 가계에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개별
서비스)을 차감하여 얻는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여기서 상품판매수입은 정부가 산업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서비스 판매가격은 생산비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및 수
수료, 검사료, 항공항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상품판매수입은 주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판매수입이다. 동 서비스는 보통 명목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데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
입 등이 포함된다.47)
정부 최종소비지출=정부 총산출(CT)－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사회보장현물수혜
정부 최종소비지출을 구할 때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제
외하는 이유는 상품·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과 가계
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국민계정에서 정부소비는
47) 상품과 비상품의 분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판매는
상품으로, 가계에 대한 판매는 비상품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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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액만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서 상품·비
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
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산하여 구한
다.48)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세외
수입등 수입관련 결산서를 이용하여 일반정부의 각 부문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취업 교육에 대
한 지출 등이 해당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정부소비 중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일반정부의 실질 총산출과 같으므로 추계방법도 동일하
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정부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산업의 의료보건서비스 디
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48) 정부 총산출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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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통계 자료
정부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정부 총산출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비상품 판매수입과 사회보장현물
수혜 추계 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표Ⅲ-2-30>에 추가되는 세부 기초자료는 <표 Ⅲ-34>와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추가)

<표Ⅲ-3-4>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주

요

내

용

지방세외수입연감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사회보장기금결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사회보장기금 사회수혜금 및 사회부담금

(5) 정부의 기능별 지출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일반정부의 기
능, 즉 정부단위가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를 분류한 것이다.
정부서비스는 개인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개별서비스), 집단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집합서비스). COFOG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로 구분
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류방식은 OECD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기능을 장(division), 관
(group), 항(class)의 3단계로 구분한다. 1999년도에 개정된 분류체계는「환경보호」를 별도 항
목으로 구분하고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의 구분을 위해 분류코드를 조정하는 등 10개 대분
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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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OG의 개정 전후 비교

<표Ⅲ-3-5>

개

정 전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교육
5. 보건
6. 사회보장 및 복지
7. 주택 및 사회 환경개선
8. 오락 문화 및 종교
9. 연료 및 에너지
10. 농업 임업 및 어업
11.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12. 운수 및 통신
13. 기타

개 정 후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 및 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 및 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3. 총자본형성

가. 총고정자본형성
(1) 정의 및 포괄범위
기업 등 생산자는 생산능력의 유지 및 향상,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기계, 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한다. 이러한 건물 건축이나 장비 취득 등의 활동은 장래에 지속적 수입을 확
보하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효과가 당해기간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
계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장기간49)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
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을 고정자산50)이라 하고,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51)을 총
49) 1993 SNA에서는 통상 1년 이상 생산에 이용될 때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50) 1993 SNA에서는 소규모 공구와 군사장비의 일부는 총고정자본형성이 아닌 중간소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규모 공구는 수년 동안 생산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비교적 단순 작업에 사용되
며 이에 대한 지출이 기계장비에 비해 소액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또한 군사장
비 중 파괴용 무기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또한 그 파괴행위를 생산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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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형성(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또는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라
한다.
자산의 취득에는 신규 자산의 매입 뿐만 아니라 매입·물물교환·현물 자본이전 등을 통한
기존 자산의 취득, 자산의 자가생산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자산의 생산능력 및 내용연수 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개량52)과 기존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대비용 등도 포함된다. 반대
로 기존 고정자산을 매각, 물물교환, 현물 자본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53)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총고정자본형성은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차감한 순취득액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
리스를 이용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소유에 따른 수익과 위험이 자산의 법적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자산의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사실상 이전되므로 SNA는 임차인이 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정자본형성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비금융자산 중 생산과정을 통해 생겨난 자산에 한
정되므로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는 토지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기타연료 및 금속, 비금속광물
등의 지하자산은 고정자본형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토지의 간척, 토지의 생산성 개선 및
토양 악화의 방지 등을 위한 지출, 토지거래에 따르는 매매수수료 및 세금 등 소유권 이전비용
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로 고정자산이 아닌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한편 2008 SNA에서는 고도의 파괴능력을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
일과 같은 특정 일회용 무기는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51)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차감한 순취득액을 의미한다.
52) 기존 고정자산의 일상적 유지·보수는 중간소비로, 개량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되는데 양자간의 구분
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일상적 유지·보수는 고정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좋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고정자산의 성능이나 예상 수명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으로, 기존 고정
자산의 개량은 고정자산의 효율 개선, 처리능력 제고, 수명 연장 등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3) 1993 SNA는 지진, 화산폭발, 태풍, 한발 등 자연재해와 전쟁, 폭동 등의 정치적 사건, 대규모 독가스 유출,
방사능입자 유출 등의 재난에 의한 비경상적인 자산의 손실은 자산의 처분에 기록하지 않고 자산의 기타증
감계정에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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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총고정자본형성과 최종소비지출
차량과 같은 내구재*는 그 소유자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고정자산 또는 내구 소비재로 분류
된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권이 기업에서 가계로 이전된 경우 기업의 부(-)의 총고정자본형성,
가계의 정(+)의 소비지출로 기록하고, 반대로 가계의 차량을 기업이 취득한 경우는 비록 중
고상품이지만 기업의 정(+)의 총고정자본형성, 가계의 부(-)의 소비지출로 처리한다.
* 내구재의 특징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반복적, 지속적으
로 사용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석탄은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강하지만 단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구재라 할 수 없다.

(2) 총고정자본형성의 분류
총고정자본형성은 취득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건설투자, 설비투자와 무
형고정자산투자로 나눌 수 있다.54)(<표 Ⅲ-3-6> 참조)
먼저 건설투자는 크게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되고 건물건설은 다시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 건물로 나누어진다. 주거용 건물55)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
트, 기숙사 등을,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운동장, 공연장, 창고 등을 포함한
다. 토목건설은 구축물과 기타토목으로 구성된다. 구축물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등
의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포괄하며
기타토목은 과수(果樹) 등을 포함한다.

54) 총고정자본형성은 취득 및 처분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 뿐 아니라 취득 및 처분의 주체에 따라서도 분류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체별과 경제활동별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55) 주로 가계가 취득,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이 냉장고, 자동차 등의 내구 소비재와 달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는 이유는 1993 SNA에서 주거용 건물이 임차나 자가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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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운수장비와 제조업 등에서 생산설비로 사
용되는 각종 기계류로 구성된다. 또한 번식용 가축,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 양모 생산을 위한
양 등도 설비투자로 분류된다.
무형고정자산투자56)에는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물 또는 연료의 매장물을 발견하기 위한
광물탐사가 있다.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의 분류

<표Ⅲ-3-6>

구

분
건물

건설투자
토목

분

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비주거용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건물, 공연장, 창고 등

구축물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하천사방, 상하수도, 농림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

기타
설비투자

세

주거용

과수 등의 조림 등

운수장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기계류

일반기기,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타기계장치, 종축·역축·낙농축 등

무형고정자산투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광물탐사 등

(3) 총고정자본형성의 기록

기록시점
1993 SNA는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에 총고정자본형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57)
한편 건물, 구축물 등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계약 등에 의해
소유권이 공정 단계별로 이전되는 경우는 각 단계별로 이전되는 산출물의 가액을 구매자의 총

56) 오락·문학작품·예술품의 원본은 기초자료 문제로 무형고정자산투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57)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고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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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는 재고로 기록한다.
평가방법
총고정자본형성은 회계기간중 생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고정자산의 가치증가액을 포함한
고정자산 순취득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의 가격은 상품 자체의 가격 뿐만 아니라 도
소매 마진, 운송 및 설치비용과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즉 측량기사, 기술자, 건축가, 법률가, 부
동산 중개인 등에 대한 지급 수수료와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을 모두 포함한 구매자가격으로 평
가한다.
여기서 구매자가격이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를 받
기 위해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으로,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며 물품대금 외에 구매자
가 별도로 지불한 운송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간 중고 자본재가 거래될 경우 자본재의 거래대금 자체는 취득 기업과 처분 기업
간 서로 상쇄되어 경제 전체의 총고정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취득 기업이 자본재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은 경제 전체의 총고정자본형성에 가산된다.

(4) 기준년 추계방법
건설투자
기준년 건설투자는 건설 총산출 및 영림(果樹 등 육성자산) 총산출에 부대비용을 합산하고
건설재고 증감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먼저 건설 총산출은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상의 건설기성액과 국토해양부의 건축착공면
적을 기초자료로 하여 계산한다. 여기에 농림어업 생산물 중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영림 총산출
을 더하여 건설투자에 해당되는 기초가격 총산출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기초가격 총산출에 정
부 세수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부가가치세, 등록 및 취득세 등의 생산물세58)를 합산하여 구매자
58) 신축 건물이나 구축물에 부가되는 생산물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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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한편 부대비용은 기존 건설자산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비용(등록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과 건설자산의 분양시 발생되는 분양수입을 포함하는데,
정부 세수자료 및 부동산업 생산 추계시의 총산출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한 부대비용을 합산한 구매자가격기준 총산출에 건설재고 증감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건설투자가 추계된다. 건설재고는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나
미분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상태의 자산을 의미하는데, 건설재고 스톡이 늘어나면
正(+)의 건설재고금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건설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건설재고 스톡이 줄어
들면 負(-)의 건설재고금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건설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처분경로를 따라 투자금액을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을
따르고 있다.
설비투자는 실무적으로 국산부문과 수입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국산투자는 다음과 같
이 추계가 이루어진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협회자료 등을 통해 얻은 상품별 출하액에
서 통관기준 상품별 수출액을 차감하여 국내 총공급을 구한다. 이 상품별 국내 총공급에서 기준
년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상품별 중간수요를 차감하면 국내 최종수요를
얻을 수 있다. 이 국내 최종수요는 소비, 고정투자, 재고투자로 배분되는데 이때 고정투자를 구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분비율은 기준년 산업연관표 등 각종 자료로부터 구한다.
수입 설비투자의 경우 먼저 관세청 통관통계상의 상품별 수입액에서 산업연관표의 수입거래
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상품별 중간수요를 차감하여 수입 최종수요를 구한다. 여기에 산업연관
표상에서의 고정투자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 설비투자 금액을 추계한다.
이렇게 구한 국산 및 수입 설비투자는 생산자가격 기준으로 중고자본재의 거래에 수반되는
취득세·등록세·매매수수료 등의 부대비용과 거래 및 운송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정부부문 추계시의 세수자료, 도소매업 추계시의 마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대비용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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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마진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설비투자 금액을 산출한다.
무형고정자산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도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컴퓨터 소프
트웨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형과 자가계정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정보통신산업협회, 통계청 등의 기초통계 자료 및 업체 서베이 결과 등을 이용해 국내 생산액을
구하며, 수입 소프트웨어는 관세청 통관기준 수입자료 등을 이용한다. 국내 생산액과 수입액에
각각 산업연관표 상의 중간소비 비중에 의거 최종수요 금액을 산정한 후 상품흐름법을 적용하
여 투자 금액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생산자가격 기준 금액에 운송 및 거래 마진 등을 합산하여
구매자가격 기준 무형고정자산투자 금액을 산출한다.

(5) 비교년 추계방법
건설투자
비교년의 명목 건설투자는 기준년 건설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한편 실질 건설투
자도 명목 추계시와 동일하게 실질 건설 총산출에 실질 부대비용을 합산하고 실질 건설재고증
감을 차감하여 추계하는데, 각각의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을 생산자물가지수, 임금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설비투자
비교년 설비투자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되, 전년도 금액에 당해년도의
설비자산별 공급액 증감률을 곱하여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계한다.
먼저 국산부문은 상품별 출하액에서 상품별 수출액을 차감한 국내 공급액의 전년대비 증감
률을 활용한다. 출하액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협회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수
출액은 관세청의 통관통계를 이용한다. 수입 설비투자의 경우 관세청 통관통계 상의 상품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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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연장한다.
이렇게 구한 금액은 생산자가격 기준이며 부대비용, 도소매 및 운수 마진 등을 합하여 최종
적인 설비투자 금액을 산출한다. 기초자료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부문 추계시의 세수자
료, 도소매업 추계시의 마진자료 등을 이용한다.
한편 실질 설비투자 금액은 명목금액에 설비자산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무형고정자산투자
비교년 무형고정자산투자는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국산 및 수입 공급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을 이용하여 연장 추계한다. 명목을 먼저 추계한 후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다.

(6)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추계방법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추계한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형
성금액 총액을 경제활동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배분시 이용하는 자본재 형태별·경
제활동별 계수(비중)는 산업연관표의 고정자본형성표,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건설업
조사보고서 등 각종 기초통계 자료로부터 얻는다.

(7) 기초통계 자료
총고정자본형성 통계를 작성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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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3-7>

구

분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주 요 내 용

건설투자

건설업조사보고서
건축착공실적
부동산거래현황
법인·개인기업 재무제표
중앙·지방정부 결산자료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건설노임단가

통계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한국은행
한국은행
노동부
대한건설협회

공종별 건설기성액
용도별 건축착공실적
건축물 및 토지 거래량
건설업종 재무제표
정부 투자지출 집행실적
품목별 중간수요율·고정투자율
품목별 물가지수
건설업 월평균 임금
건설노임단가

설비투자

광공업조사보고서
통관통계
자동차 통계월보
항공기 등록현황
산업연관표
생산자·수출입물가지수

통계청
관세청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한국은행

품목별 출하금액
품목별 수출입금액
자동차 내수판매실적
항공기 등록실적
품목별 중간수요율·고정투자율
품목별 물가지수

무형고정
자산투자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통관통계
산업연관표
생산자·수출입물가지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소프트웨어 생산통계
소프트웨어·기타공학 생산통계
소프트웨어 수출입금액
품목별 중간수요율·고정투자율
품목별 물가지수

나.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1) 정의 및 포괄범위
국민경제가 미래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
을 투자라 한다. 투자는 고정(자산)투자와 재고(자산)투자로 구분되는데 고정자산의 증가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라 하고, 재고자산의 증가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한다.
고정투자와 재고투자를 더한 것이 총투자이며, 총투자에 재고증감이 포함되는 이유는 투자
의 개념이 현재에 소비되지 않고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축적된 자산의 가치 증식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고란 일정시점에 있어서 각 산업이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료 및 재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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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품, 완성품 등의 스톡(stock)을 말한다. 재고증감은 회계기간 중 재고 취득액에서 재고 처분액
을 차감하여 구하며 재고의 취득 및 처분은 실제 매매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거래에서도 발생한
다.
재고증감에는 생산자가 보유하는 재고뿐만 아니라 유통 중에 있는 재고 변동도 포함된다. 그
리고 인공조림의 임목생장액과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미분양 건물은 재고로 계상되는 반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연자산의 증감분이나 소비주체(가계)가 보유하는 재고변동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고증가는 농림재고와 비농림재고로 구분한 후 이를 재화형태별(원재료 및 소모품, 재
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로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1993 SNA에서 재고자산의 가격평가 기
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간소비로 사용하기 위해 재고에서 이전된 재화는 현재의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재고로 이전된 완성품은 그것이 당시에 판매된 가격으로 평가한다.
재공품은 그 완성도에 비례하여 완성품의 추정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계정에서 귀중품이란 가계나 기업이 1차적으로 생산이나 소비의 목적이 아니라 가
치저장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귀중품은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귀중품의 취득 및 처분을 총고정자본형성
이나 중간소비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1993 SNA에서는 총자본형성의 별도항목으로 처
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금·은괴와 귀금속을 총자본형성의
별도항목이 아니라 재고증감과 함께 계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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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년 추계방법
기준년 재고증감은 통계청의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국세청의 기업
재무제표 등의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 재고잔액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실질 재고증감은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재고 잔액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기준으
로 전환한 후 실질 기말재고 잔액에서 실질 기초재고 잔액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가격지수는 광
공업의 완성품재고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재공품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도소매
업의 재판매용재화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건설업의 주택재고는 주택건설 디
플레이터를, 원재료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주로 이용한다.
명목 재고증감은 실질 재고증감에 기간중 평균가격지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장부가액 재고
증감에서 명목 재고증감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간중 가격변화에 의한 보유손익이 된다.
재고증감이 경제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유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제거
하는 재고가액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기업의 재
고자산 평가방법 중 선입선출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고증
감을 추계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평균법을 이용한 것
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한편 농림수산품과 원유 등과 같이 재고물량이 파악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량자료를 이용
하여 재고증감을 추계한다. 원유의 재고증감 중 민간재고는 석유수급통계상의 원유재고량과
수입단가 등을, 정부의 비축원유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집계하는 비축물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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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한 재고증감 추계(예시)
▶ 재고자산

잔액

기초재고(2008.12.31)
1,000

기말재고(2009.12.31)
1,500

▶ 가격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

94.5

95.5

96.5

97.5

98.5

99.5

100.5

101.5

102.5

103.5

104.5

105.5

2009

106.5

107.5

108.5

109.5

110.5

111.5

112.5

113.5

114.5

115.5

116.5

117.5

1. 장부가액 재고증감 : 기말 재고잔액(1,500)－기초 재고잔액(1,000)＝500
2. 실질 재고증감
— (기말 재고잔액/기말 물가지수)－(기초 재고잔액/기초 물가지수)
＝ (1,500/1.175)－(1,000/1.055)＝1,276.6－947.9＝328.7
* 기말 물가지수 : 당해년 말월 물가지수(2009년 12월)
기초 물가지수 : 직전년 말월 물가지수(2008년 12월)

3. 명목 재고증감
— 실질 재고증감(328.7)×당해년 평균 물가지수(1.12)＝368.1
* 당해년 평균 물가지수 : 12개월(2009.1∼12) 평균 물가지수(월별 가중치 동일)

4. 보유손익 : 장부가액 재고증감(500)－명목 재고증감(368.1)＝131.9

(3) 비교년 추계방법
비교년 재고증감은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국세청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재무제
표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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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통계 자료
재고증감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자료는 <표 Ⅲ-3-8>과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3-8>

구

분

재무제표

작 성 기 관
국세청
한국신용평가정보

자 료 명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통계청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

통계청

품목별 완제품 재고지수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석유 및 원유 재고

미분양주택통계

국토해양부

미분양주택의 건물재고

자동차 통계월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재고

철강통계

한국철강협회

판재류 등 철강 재고

축산관측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 재고

4.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민계정에서 국외거래계정은 국내부문(거주자)과 국외부문(비거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실
물거래와 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거래는 그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
와 자본거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만이 국내총생산에 대
한 지출로 계상된다.

가. 재화의 수출입
(1) 정의 및 포괄범위
재화는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재화수리, 운수조달재화 및 비화폐용 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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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은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수출 또는 수입 재화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가공용재화
는 가공을 위해 국경을 넘어 수출 또는 수입한 후 재수입 또는 재수출된 재화로 가공 전후의 총
액을 계상한다. 재화수리는 재화의 수리활동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비거주자로
부터 제공받은 가액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선박이나 항공기 수리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재화
수리는 순수 수리가액만을 계상한다는 점에서 가공 전후의 재화 총액을 계상하는 가공용재화
와는 차이가 있다. 운수조달재화는 비거주자 운송수단이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거주자 운송수
단이 국외에서 조달한 연료나 식량 등의 재화를 계상한다. 비화폐용 금은 통화당국이 준비자산
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화폐용 금) 이외의 모든 수출입 금을 포함하는데 이는 다시 가치저장용
수단으로 보유하는 금과 기타 금(주로 공업용 금)으로 세분될 수 있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재화의 수출입은 수출국 세관국경의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하되, 동 재화의 소유권
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이전될 때 기록한다.
통상 재화의 수출입통계는 재화가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에 계상(통관기준)되므로 이를 SNA
의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전환하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는 재수출·재수입 등을 수출·수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통관수출입에 포
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밀수출입 등을 가산해 준다(포괄범위 조
정). 또한 선박의 경우와 같이 통관과 소유권 이전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에 맞게 이를 통관 수출금액에 가감 해 준다(계상시점 조정).
또한 수입 통관통계는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통
관수입에서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하여 f.o.b. 가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분류조
정). 한편 조정된 운임 및 보험료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임 및 보험거래는 서비스수입으
로 계상한다.
달러로 표시된 명목 수출입액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일별 시장평균환율을 일별 상품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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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을 이용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재화 수출입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재화의 수출입은 HS59)코드 10,000여개 품목 수준에서 물량연장법 또는 명목금액환가법을 이
용하여 작성한다. 물량연장법은 통관물량 증가율을 이용하여 전년도 실질금액을 연장하는 방
식으로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등 상대적으로 품질변화가 적은 품목들에 주로 적용된다.
명목금액환가법은 수출입 명목금액을 수출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실질화하는 방법으로 기
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이 외에도 수출입물가지수 편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물량연장법도 적용하기 곤란한 항공기 등의 경우 교역상대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이
용하여 실질화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재화의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9>와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3-9>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주

요

내

용

통관통계

관세청

품목별 재화의 수출입금액 및 물량

남북교역통계

관세청

품목별 재화의 반출·반입금액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포괄범위 조정, 계상시점 조정, 분류 조정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품목별 수출입물가지수

미국물가통계

BLS1)

항공기 및 부품 생산자물가지수

주: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59)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통일 상
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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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의 수출입
(1) 정의 및 포괄범위
서비스 수출입은 운수 및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기타서비스, 비거주자가계의 국내소비지
출(거주자가계의 국외소비지출), 외국기관의 국내소비지출(정부의 국외소비지출)을 포괄한다.
운수 및 통신서비스
운수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하
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거래되는 운송서비스로 여객 및 재화의 수송, 선원을 포함한 운송수
단의 임대,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통신서비스는 우편 및 송달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음성·영상·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
신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공된 통신서비스관련 유지보수)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통
신거래를 포함한다.
보험서비스
보험서비스는 거주자 보험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과 비거주자 보험업자가 거주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서비스, 기타 형태의
원보험서비스(생명 및 손해보험 포함)와 재보험 관련 서비스도 포함한다.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는 국제수지표상의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
용료, 기타사업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

건설서비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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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서비스는 거주자(비거주자) 기업과 그 직원이 일시적으로 국외(국내)에서 수행하는 건
설 및 설치작업을 계상한다. 그러나 거주자기업의 해외자회사 또는 특정요건을 갖추어 이와 동
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비법인 현지사무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행해지는 금융중개서비스와 보조서비스를 포함한다.
신용장, 신용한도, 금융리스서비스, 외환거래, 소비자신용·기업신용서비스, 중개서비스, 증권
인수 서비스, 각종 헷지거래 계약 등에 관련된 커미션과 수수료를 포함한다.
■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
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신)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
수와 관련된 거래를 계상한다.
■

특허권 등 사용료

특허권 등 사용료는 무형의 비생산·비금융자산 및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산업공
정, 판매권 등)의 허가된 사용대가와 소정의 면허계약에 의해 이미 생산된 원본 또는 원형(원고,
필름 등)을 사용한 대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수입 또는 지급한 금액을 계상한다.
■

기타사업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는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 운용리스서비스, 기타업무·전문·기술서
비스를 계상한다.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는 재화 및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비거
주자)인 상인, 상품중개인, 딜러, 대리인과 비거주자(거주자)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운용리스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
은 선박, 항공기와 철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송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한다.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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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술 및 전문서비스는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 서비스와 광고 및 시장조사 서비스, 연
구개발서비스, 그리고 건축, 공학 및 기타기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와 기타문화서
비스를 계상한다.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에는 영화나 비디오테이프 제작관련 서비스, 영화,
라디오·텔레비젼 프로그램, 음향 레코딩 제작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며, 기타문화서비스에는 도
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스포츠활동 등이 포함된다.
비거주자(거주자)가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
국민계정에서 비거주자(거주자)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국제수지의 여행에 대응된다. 국제
수지의 여행은 사업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거주(거주) 여행자가 다른 경제권의 방문기간중
(1년 미만)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유학생 및 치료목적의 환자는 체류기간이
1년이나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원래 경제권의 거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체류기간 1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업 및 건강과 관련한 유학생 및 환자의 지출60)은 여행으로
계상한다.
한편, 국제수지의 여행은 업무상여행과 비업무상여행을 모두 포괄하나 비거주자(거주자)가
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비업무상여행만을 포함한다. 업무상여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계
의 소비지출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의 중간투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기타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한다.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
국민계정에서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국제수지의 정부서비스항목에 해당

60) 숙식비, 입원비, 치료비, 의사서비스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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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항목은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 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원조사절단, 해외
주재 정부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
함한다. 여기에는 사무용비품, 집기, 광열수도, 공용차량의 운행 및 보수, 공적접대에 필요한 재
화 및 서비스 구입액과 일반행정지출 관련 거래가 포함된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서비스의 수출입 금액은 대부분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수입·지급금액을 이용한다. 원화금
액 환산시 환율은 월평균환율을 월별 서비스 수출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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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국제수지와 국민계정
국제수지는 일정기간중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계정의 국외거래계정과 유사하다.
국외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경상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국제수지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특히 경상수지는
국민계정의 경상계정잉여와 대응되는데 상품의 수출입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를 기록하는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해외에 나가 벌어들인 임금이나 국외투
자 결과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기록하는 소득수지, 대가없이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경상
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양 통계는 작성목적의 차이로 항목분류가 다소 상이하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데 국
제수지의 상품 및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가 국외거래계정에서는 각각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외요소소득, 국외경상이전 등으로 구분 기록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25

Ⅲ.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3) 비교년 추계방법
서비스 수출입의 명목금액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지의 서비스 수입·지급
금액을 이용한다.
서비스의 실질 수출입은 국제수지 자료를 통하여 산출된 명목금액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디플레이터로는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를, 수입
은 주로 교역상대국의 물가를 가중평균한 지수가 사용된다.

(4) 기초통계 자료
서비스의 수출입을 추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10>과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3-10>

자 료 명

작

성

기

주

국제수지표

한국은행

서비스 수출입금액

외환수급통계

한국은행

무역외 수입 및 지급금액

요 내

용

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목적별 및 국가별 입출국자수 통계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 운수(수상·항공)·보험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총지수, 통신서비스 지수

미국물가통계

BLS1)

CPI총지수, PPI총지수

일본물가통계

일본 통계청, 중앙은행

CPI총지수, PPI총지수

IFS2)

IMF

주요국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운수업 통계보고서

통계청

외항화물운송업 매출액 및 용선료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외항해운업 결산총괄표

선주협회

운항원가 중 화물비

주: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2)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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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배국민소득

1. 개요
분배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 중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한 것으로 국민계정체계의 소득계정에 기록된다. 소득계정은 생산
계정에서 도출된 부가가치가 각 제도부문의 소득으로 어떻게 분배되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계정으로 제1차 및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구성된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정부(조세)에 어떻게 분
배되는가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소득발생계정61)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원소득분배계정으로부터 제도부문별 본원소득이 산출된다. 제2차 소득분배계정은 제도단위 또
는 제도부문간 현금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을 나타내며 동 계정에서 처분가능소득이 구
해진다. 제3차 소득분배계정이라 할 수 있는 현물소득재분배계정은 공공교육 및 보건 등 현물
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이 조정된다. 소득사용계정
은 가계, 정부, 비영리단체 등 최종소비주체들이 처분가능소득을 어떻게 최종소비와 저축에 사
용하는가를 나타낸다. 개인부문에 대한 소득계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 Ⅲ-4-1>과 같다.

61)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통계 자료 여건 등으로 제도부문별 소득발생계정을 편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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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1>

소득계정 흐름도

2. 포괄범위
소득계정은‘거주자 제도단위’(국내경제 : total economy)와 거주자 단위와 거래하거나 기타
경제적 관계가 있는 모든‘비거주자 제도단위’(국외부문 : the rest of the world)에 대하여 추계
된다.
국외부문의 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만을 기록한다. 국
내경제는 목적과 형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제도부문, 즉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
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개인부문으로 묶어 4개의 제도부문에 대해 추계하
고 있다.62)
한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등 소득계정
62) 제도부문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장 제3절 p.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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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제도부문을 구성하는 항목별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기업이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의 보상 총액으로 정의된다. 피용자보수는 노동대가의 지급시기
와는 관계없이 해당 회계기간 중에 이루어진 노동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한다. 단, 비법인기업의
소유주인 가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무급노동은 피용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용자보수는 <표 Ⅲ-4-2>처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및 급여와 고용주가 지급하
는 사회부담금63)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의 구성

<표Ⅲ-4-2>

현금 임금 및 급여
임금 및 급여*
현물 임금 및 급여
피용자보수
실제사회부담금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귀속사회부담금

* 임금 및 급여에는 고용주가 사무편의상 피용자보수에서 유보하여 사회보험기구나 조세당국에 대신 납부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부담금, 소득세 등도 포함된다.

63)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장기구나 민간기금, 사회보험
기구 등에 납부하는 실제 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사회보험기구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기금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사고 등 사유발생시 자체재원으로 피고용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비기금형 사회수혜금,
즉 귀속 사회부담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실제 사회부담금은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구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지만 피고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지급된 사회부담금 해당액만큼은 피용자보수로 의제 처리한 뒤 후술하게 될 제2차 소득분배계정에서 가계
가 동 사회보장기구에 경상이전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귀속사회부담금 또한 고용주가 실제로 사회부담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사고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가입
에 의해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 회계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할 사회부담금을 의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의제처리된 귀속 사회부담금은 실제사회부담금과 마찬가지로 피용자보수로 계상되고 2차 소득분배계정에
서 피고용자가 다시 고용주에게 보험부담금으로 납부(경상이전)한 것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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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잉여/혼합소득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 또는 혼합소득64)(mixed income)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잉여
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 토지, 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이
자나 임료, 기타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이다.
또한 영업잉여(혼합소득)는 소득발생계정의 균형항목(balancing item)으로서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와 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하고 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다. 재산소득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유형 비생산자산(주로 토지 및 지하자산)의
소유주가 타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서 수취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유형 비생산자산의
경우는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재산소득은 이자, 법인기업의 분배소득(배당 및
준법인기업 소득의 인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재투자 이익(유보이익), 피보험자에게 귀속
되는 재산소득, 임료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계정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재투자이익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피
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도 별도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자부문에서 처리한다.

64) 혼합소득은 가계 구성원이 소유하는 비법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영업잉여와 임금 성격이 혼합되
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혼합소득은 생산에서 발생한 영업잉여 뿐 아니라 소유주 또는 다른 가계 구성원
이 제공한 무급 노동의 대가도 포함하고 있으나 노동시간수나 적절한 노동보상률 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체계적으로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법인기업의 영업잉여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한편 혼합소득은 가계 구성원이 소유하는 비법인기업의 소득발생계정상의 균형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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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보조
금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
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없이 제공하는 경상적 지급액을 의미한다.

마. 사회부담금
사회부담금(social contributions)은 사회수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실제 및 귀
속 부담금으로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지불하거나 고용주가 피
고용자를 위해 지불한다.

바. 사회수혜금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s)이란 가계가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예: 질병, 실직,
정년 등) 수취하게 되는 경상이전으로 이는 다시 사회보험수혜금과 사회부조수혜금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사회보험수혜금은 사회보장기구가 지불하는 사회보장수혜금, 민간기금형 사회
보험기구가 지불하는 민간사회보험수혜금 및 비기금형(unfunded) 사회보험기구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피고용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제공하는 비기금형 피고용자 사회보험수혜금으
로 구분된다. 사회부조수혜금(social assistance benefits)은 사회보험수혜금과 지급대상은 동일
하나 조직화된 사회보험기구 밖에서 제공되며 사회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 기타경상이전
기타경상이전에는 비생명보험(non-life insurance)의 순보험료와 보험금, 기부금 등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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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계간 경상이전, 경상적 국제협조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보험료에서 서비스
대가인 보험서비스료를 차감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험금과 일치한다.

아. 사회적 현물이전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은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개별 가
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자. 본원소득(primary income)
본원소득이란 제도단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을 더하여 산출된다.

차.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
처분가능소득은 각 제도단위가 소비나 투자활동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며 조정처분가능소득
은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고려한 소득이다. 즉 처분가능소득은 본원소득잔액에서
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한 값이며,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순수취 사회적 현물이
전을 더한 값이다.

카.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
민간기금형 연금제도의 준비금은 동 연금에 가입한 가계가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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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므로 연금부담금 납부액과 연금수취액은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과 같이 제도단
위간 이전이 아닌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다르게 처
리하는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경상이전으로 처리하고 있다.‘연금기금의 가계 순
지분 증감 조정’은 금융계정에서는 민간연금의 준비금을 연금가입자 가계가 소유한 것으로 처
리하고 있는 반면 연금 납부액 및 수취액은 경상이전으로 기록함에 따라 발생하는 괴리를 조정
하기 위해 도입한 조정항목이다.

타. 저 축
처분가능소득 중 재화 및 서비스에 최종소비되지 않은 부분으로 미래소비 또는 투자의 재원
이 된다.

3. 추계방법

가. 본원소득분배계정
본원소득분배계정에서는 생산계정에서 도출되는 부가가치 항목(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국외거래계정의 국외수취 및 지급요소소득, 국내제도부문간 거래된 수취
및 지급재산소득을 각 제도부문별로 배분한다.
피용자보수는 생산계정에서 도출된 국내피용자보수에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를 가산한 총
금액을 개인부문의 원천란에 기록하며 국외거래계정상의 국외지급 및 수취액을 국외부문의 원
천 및 사용란에 각각 기록한다. 영업잉여는 생산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총액으로 하고 이를 국세
청의 업종별 종합재무제표, 지방재정연감, 정부결산서 등을 이용하여 각 제도부문별로 배분(정
부부문은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음)하여 각 부분의 원천란에 기록한다. 생산 및 수입세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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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생산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총액으로 하며 일반정부의 원천에 기록한다.
재산소득의 경우 국세청의 업종별 재무제표, 지방재정연감, 정부결산서, 기업경영분석, 정부
서비스업의 추계자료, 국외거래 추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계 및 배분한다.

나.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의 경우 정부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전체 금액을 일반정부
의 원천란에 기록하며 이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개인부문의 사용으로 분배한다. 사
회보장기구(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 보훈기금)와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일반정부와 개인부문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간주하여 총액은 정부부문에서 추계
하여 일반정부의 원천과 개인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반면, 4개 민간연금(공무원, 사학, 교원, 군
인연금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금융법인기업과 개인부문간의 거래로 총액은 4개 민간연
금에 대한 부담액으로 하며 금융법인기업의 원천과 개인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귀속사회부담
금은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자료, 정부서비스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사회보장수혜금의 경우, 정부부문에서 추계하여 일반정부와 개인의 사용과 원천에 기록한
다. 민간사회보험수혜금의 경우는 4개 민간연금(공무원, 사학, 교원, 군인연금기금)의 연금지급
액을 금융법인기업의 사용과 개인부문의 원천에 기록한다. 사회부조수혜금은 정부의 결산서를
분류한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며 전액을 일반정부가 지급하고 개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피용자에 대한 비기금형 수혜금은 귀속사회부담금만큼 해당부문의 사용과 개인의
원천에 기록한다.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보험금은 보험통계연보, 금융통계월보 등을 이용하여 구하며 동 거
래총액은 화재, 자동차,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비금융법
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가계로 배분한다. 일반정부부문은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국외거래는 국
외거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기타경상이전 중 거주자에 대한 추계는 국세청의 업종별 재무제표, 가계조사(도시 및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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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보험부동산업 추계자료, 정부부문 추계자료, 금융자산부채잔액표 등을 이용하여 추계
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경상이전은 국외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정부에 납부하는
징수요금 및 벌과금도 기타경상이전으로 포착되는데 전액 일반정부의 원천으로 계상되며 이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 기업 및 개인부문의 지급으로 배분한다. 징수요금은 전액 개인부문
으로 배분하며 벌과금 중 변상금은 개인부문, 위약금은 법인기업에 각각 배분하고 벌금 및 몰수
금 등은 기준년 비중에 따라 제도부문별로 계상한다.

다.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정부관련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정부 부문의 사용, 그리고
개인부문의 원천에 기록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관련 사회적 현물이전은 동 부문의
최종소비액으로 개인부문의 원천 및 사용에 기록한다.

라. 소득사용계정
최종소비지출은 일반정부는 정부부문 추계자료,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민
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한다. 정부와 개인의 실제최종소비는 사회적 현물이전을 정부의 최종
소비에서 차감하고 가계의 최종소비에 더하여 계산한다.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은 연
금부담금과 연금수혜금의 차이로 추계한다. 즉, 순이전지급액이 가계의 저축에 가산되도록 원
천에 기록·조정함으로써 저축금액이 연금부담금과 연금수혜금을 경상이전으로 처리하지 않
았을 경우의 저축금액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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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통계 자료
소득계정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4-3>과 같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표Ⅲ-4-3>

자 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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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기 관

종합계정표, 국외거래자료, 정부부문 추계자료,
금융·보험·부동산업 추계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금융부채잔액표

한국은행

법인기업 및 개인 재무제표

국세청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생명보험 재무제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비생명보험 재무제표

건설공제 등

국민주택기금 재무제표

국민은행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기획재정부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결산실적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부투자기관결산서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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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관
제2절 종합계정
제3절 제도부문별 계정
제4절 부표

제1절 개관

제1절 개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는 작성 주기별로 분기 속보, 분기 잠정, 연간 잠정 및 연간 확정 등
으로 나누어 공식 발표되고 있다. 먼저 분기 속보는 실질 성장률과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실질 금액을 중심으로 해당분기 종료후 28일(4주) 이내, 분기 잠정은 성장률, 경제활동별 및 지
출항목별 명목·실질 금액, 국민총소득(GNI), 저축률과 투자율 등을 중심으로 해당분기 종료후
70일(10주) 이내에 각각 공표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잠정은 국내총생산과 지출 등 종합계정과
주요 지표 및 각종 부표 등을 중심으로 해당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연간 확정은 연간 점정에
발표되는 통계표 외에 제도부문별 계정과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등의 부표를 추가하여 익익
년 3월에 각각 공표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는 통계표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종합계정, 제
도부문별 계정 및 부표 등 크게 세 가지 국민계정제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요 총량지
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계정은 국민경제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소득 및 자본 거래
를 통합하여 기록한 계정으로서 국민계정제표의 근간이 되는‘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국민
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자본거래계정’,‘금융거래계정’및‘국외거래계정’등 5개 계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종합계정은 모두 당해년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된다.1)
제도부문별 계정은 국외거래계정을 제외한 4개 종합계정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개인 및 국외 등 제도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제도부문별 생산계정’,‘제도부문별
소득계정’,‘제도부문별 자본계정’및‘제도부문별 금융계정’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
계정과 마찬가지로 모두 당해년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되고 있다.
부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석가치가 있으나 계정의 형태로 나타내기에는 적당하지

1)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20여개의 부표 등 국민계정제표들이 실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려
면「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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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종합계정과 제도부문별 계정을 보완해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즉 부표는 종합계정 등의 주요 항목을 부문별, 목적별, 형태별로 세분하여 작성한
것인데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20여종의 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하의 절에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및 부표의 작성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국민계정제표로부터 산출되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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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1>

국민소득통계 작성 및 공표현황

구분

표

작성 및 공표 내용

종
합
계
정
제
도계
부
문정
별

이

름

분기1)
(속보)

연간
(잠정)

연간
(확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

○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

○

자본거래

○

○

○

○

○

○

금융거래

분기
(잠정)

○

국외거래(경상거래, 자본거래)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

○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2)

○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

○

○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

○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
부

표

○

○
○

○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
○
○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

주체별 총자본형성

○

○

○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

○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

○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

○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

국외거래(경상거래, 자본 및 금융거래)
총저축과 총투자

○

○

○

○

○

○

주：1) 실질계열만 작성
2) 국민총소득(GNI)은 작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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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계정

1.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은 국민경제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첫 번째로 작성되는 표로서 국내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의 구성과 최종생산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낸다. 이의 계정구조
를 보면 <표 Ⅳ-2-1>에서 보듯이 차변에는 국내생산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등 분배항목별로, 대변에
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 재화
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등 처분내역별로 각각 기록된다.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
출은 개념상으로는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 추계에서는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상이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통계상불일치라 하여 지출측에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개념으로 기록된 부가가치 및 지출액인 국내총생산에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외지급요
소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당해년가격에 의한 국민총소득(명목GNI)을 산출하
여 난외항목(欄外項目)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구해지는 경제지표는 명목GDP(경제규모)와 1인당 GNI 등이
있는데 이들 경제지표는 연간계열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국가경제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
악하는 데 이용되며 통상 미달러화로 환산되어 국제비교에 이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2008년을
기준으로 국가간 경제규모를 세계은행이 Atlas 방법2)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4위, 1인당 GNI에서는 세계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2) 경제규모의 국제비교를 위해 자국통화표시의 국민총소득(GNI)을 미달러화로 변환할 때 최근 3개년의 물가
조정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4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2절 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2008년)

<표Ⅳ-2-1>

(단위 : 10억원)
피

용

영

자
업

고

정

생

산

(공

제)

보
잉

자

본

및

소

수

보

입

조

수

474,954

민

간

최

종

소

비

지

출

561,628

여

295,368

정

부

최

종

소

비

지

출

156,944

성

300,794

감

19,575

수 출

544,111

(공 제)재 화 와 서 비 스 의 수 입

556,198

모

135,876

총

세

125,296

재

금

5,042

고

국

내

총

국 외 순 수 취
국

민

총

생

산

1,026,452

자

본

고

재 화 와
통

정

계

형

증

서 비 스 의
상

국 내 총 생 산 에

불

일

대 한

치

-401

지 출

1,026,452

요 소 소 득
소

7,664

득

1,034,115

명목 GDP(원화기준)
경제규모(미달러화기준) = ‐‐‐‐‐‐‐‐‐‐‐‐‐‐‐‐‐‐
미달러환율
1,026,462십억원
2008년중 경제규모(미달러화기준) = ‐‐‐‐‐‐‐‐‐‐‐‐‐‐‐ = 9,309억달러
1102.6원/달러
명목 GDI*
1인당 GNI = ‐‐‐‐‐‐‐‐‐
연앙인구*
2008년중 1인당 GNI(원화기준) = 2,128만원
2008년중 1인당 GNI(미달러기준) = 19,296달러
* 연앙인구: 2008년 7월 1일 현재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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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또는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
은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 내에 거주하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것을 말하
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
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국외로부터 자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에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
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GDP)에 국외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한 것이다.
2008년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GDI) 1,026조 4,518억원으로 이 중에는 외국의 생산요
소로 만들어진 부가가치 18조 4,577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외의 생산요소 제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을 산정
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즉 국외수취요소소득 26조 1,213억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총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008년중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소득(GDI)에 국외수취요소
소득을 더하고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1,034조 1,154억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국 내 총 소 득 (GDI)

2005

2006

2007

2008

865,241

908,744

975,013

1,026,45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 외 지 급 요 소 소 득
국 민 총 소 득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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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1,390

1,801

7,664

11,111

14,447

19,086

26,121

11,924

13,056

17,285

18,458

864,427

910,134

976,814

1,0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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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처분내역을 기록한 국민
경제의 종합소득계정이다.
<표 Ⅳ-2-2>에서 보면 이 계정의 차변에는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국민처분가능소
득 중에서 최종소비지출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인 저축이 기록되는데 최종소비지출은‘국내총
생산과 지출계정’의 소비지출 항목과 일치하며 저축은‘자본거래계정’의 자본조달 원천으로
이기된다. 대변에는 소득의 원천으로서‘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이기된 피용자보수, 영
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공제)과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국외
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순수취 경상이전이 표시된다. 그리고 동 계정은 종합국민계정이
므로 국내부문간 재산소득거래는 상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난외항목으로 요소비용 및 시장가격 국민소득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바,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국외순수취 경상이전을 뺀 금액이며,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를 차감
하여 구한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
한 국민순소득(NNI)과 같은 개념이며,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피용자보
수와 영업잉여에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을 합하여 구한 국민
소득(NI: national income)과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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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2008년)

<표Ⅳ-2-2>

(단위 : 10억원)
민 간 최 종 소 비 지 출

561,628

피

정

종

156,944

국 외 순 수 취

축

179,499

영

부

최

순

저

용

고

정

자

본

소

보

474,954

피 용 자 보 수

-300

여

295,368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7,963

잉

산

(공

898,071

수

업

생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처분

자

및
제)

국 외

순 수 취

국

처

민

분

수

입

세

125,296

금

5,042

경 상 이 전

-168

보

가

조

능

소

득

898,071

모

135,876

국 민 총 처 분 가 능 소 득

1,033,947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777,985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898,239

좀더알아보기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의 등장과 함
께 중요한 총량지표로 부각되었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송금 등
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무상
원조 등 외국에 지급하는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뺀 것이다.
또한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개념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며 저축률과 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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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과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공제하여 산출한 것
으로 국민순소득(NNI)과 같은 개념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정자본소모가 총부가가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시계열 분석에서는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생산구조상 기술혁신이 일어나 고정자본소모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시계열 분석에 있어서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순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통상 국민소득(NI)이라 불리워지며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요소비용 국민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요소비용국민소득(NI)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시장가격국민소득(NNI)

2005

2006

2007

2008

653,654

685,768

735,351

777,985

99,869

107,792

117,375

125,296

2,941

3,819

4,816

5,042

750,582

789,740

847,910

898,239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에서 구해지는 경제지표로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비, 소비율(저축률), 평균소비(저축)성향, 한계소비(저축)성향, 국내총투자율, 고정투자율, 노동
소득분배율 등이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비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공제),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구성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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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피용자보수 구성비(%)

피용자보수 +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74,954십억원 － 300십억원
2008년중 피용자보수 구성비(%) = ‐‐‐‐‐‐‐‐‐‐‐‐‐‐‐‐‐‐‐‐‐‐‐ × 100 = 45.9
1,033,947십억원

<그림Ⅳ-2-1>

우리나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2008년)
(단위: %)

기업 및
재산소득
29.3

고정자본
소모
13.1

순생산 및
수입세
11.6

피용자보수
45.9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0.0

최종소비지출
소비율(%) =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718,572십억원
2008년중 소비율(%) = ‐‐‐‐‐‐‐‐‐‐‐‐‐‐‐ × 100 = 69.5
1,033,947십억원
2008년중 저축률(%) = 100 － 소비율 = 30.5

소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있는데 이는 소비율을 백분비가 아닌 계수로 표
시한 것이다. 즉 소비율이 69.5%일 경우 평균소비성향은 0.69가 되며, 평균저축성향은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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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하여 구한다.

최종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718,572십억원
2008년중 평균소비성향 = ‐‐‐‐‐‐‐‐‐‐‐‐‐‐‐ = 0.69
1,033,947십억원
2008년중 평균저축성향 = 1 － 평균소비성향 = 0.31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일반적으로 소
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금년도 최종소비지출 － 전년도 최종소비지출
한계소비성향 = ‐‐‐‐‐‐‐‐‐‐‐‐‐‐‐‐‐‐‐‐‐‐‐‐‐‐‐‐‐‐‐‐‐‐‐‐‐‐‐‐‐‐‐‐‐‐‐‐‐‐
금년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전년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718,572십억원 － 673,526십억원
2008년중 한계소비성향 = ‐‐‐‐‐‐‐‐‐‐‐‐‐‐‐‐‐‐‐‐‐‐‐‐‐‐‐‐‐ = 0.75
1,033,947십억원 － 973,520십억원

국내총투자율은 국민경제가 구입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의 국민총처분가
능소득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여진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
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
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총투
자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총자본형성
국내총투자율(%) =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320,369십억원
2008년중 국내총투자율(%) = ‐‐‐‐‐‐‐‐‐‐‐‐‐‐‐ × 100 = 31.0
1,033,947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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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투자는 생산능력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총소득의 규모와 그
증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고정투자의 비율인 고정
투자율은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변수로 이용되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
고정투자율(%) =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300,794십억원
2008년중 고정투자율(%) = ‐‐‐‐‐‐‐‐‐‐‐‐‐‐‐ × 100 = 29.1
1,033,947십억원

한편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
라고 하는데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도 높게 나타난다.
2008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1.0%로 일본(72.4%), 미국(70.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농업이나 영세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데다 이들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영업임에 따라 소득의 대부분이 영업잉여로 계
상되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영세 도소매업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
에서도 피용자보수로 계상되는 노동소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용자보수 +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노동소득분배율(%) = ‐‐‐‐‐‐‐‐‐‐‐‐‐‐‐‐‐‐‐‐‐‐‐‐‐‐‐‐‐‐‐‐ × 100
요소비용 국민소득
474,954십억원 － 300십억원
2008년 노동소득분배율(%) = ‐‐‐‐‐‐‐‐‐‐‐‐‐‐‐‐‐‐‐‐‐‐‐‐ × 100 = 61.0
777,985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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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거래계정
자본거래계정은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표 Ⅳ2-3>에서 보면 자본거래계정의 차변에는 자본축적 내역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순대출 등이 기록되며 대변에는 자본조달의 원천으로‘국민처분가능
소득과 처분계정’및‘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각각 이기된 순저축 및 고정자본소모와 국
외거래계정에서 이기된 순자본이전이 기록된다.

자본거래계정(2008년)

<표Ⅳ-2-3>

(단위 : 10억원)
총

고

정

성

300,794

순

감

18,528

고

득

1,047

순

자

본

비생산비금융자산의순취득

130

총

자

본

재
귀

중

총

본

형

증

품

순
통

자

고

순

취

대
계
자

상

불
본

일
축

출

-4,245

치

-401

적

315,853

저
정

자

본

축

179,499

모

135,876

이

전

477

조

달

315,853

소

4. 금융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은 금융상품의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표 Ⅳ-2-4>에서 보면 금융거래계정
의 차변에는 국내부문의 금융자산 증가액이, 대변에는 국내부문의 금융부채 증가액이 각각 기
록되는데 그 차액인 자금과부족은 자본거래계정상의 순대출과 일치하며 종합계정에서는 국내
각 제도부문간 자금과부족이 상계처리되므로 결국 자금의 흐름에서 파악한 국외에 대한 금융
자산순증과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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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거래계정의 순대출과 금융거래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이론적으로는 일치하여야 하
나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내부문의 자금과부족 또는 순대출이 조정되는 국외부
문의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료나 평가방법 등의 차이로 오차 및 누
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계정(2008년)

<표Ⅳ-2-4>

(단위 : 10억원)
금

융

자

산

544,834

금

융

자

산

544,834

금
자

융
금

부
과

채
부

547,926

족

-3,092

금 융 부 채 및 자 금 과 부 족

544,834

5. 국외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은 앞서 설명한 4개의 종합계정에 분산 계상되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항목만을 별도로 뽑아서 종합한 것으로 경상거래계정과 자본거래계정으로 구성된다. <표
Ⅳ-2-5>를 보면 경상거래계정의 차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국외로부터 수취한 피용자보
수, 기업 및 재산소득, 경상이전 등이 계상되고 대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과 국외에 지급
한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경상이전 등이 기록되며 수취 총액에서 지급 총액을 차감한
잔액은 지급측에 경상계정잉여로 나타난다. 자본거래계정의 지급란에는 국외자산순증이 기록
되며 수취란에는 경상거래계정상의 경상계정잉여, 순자본이전, 국외부채순증, 비생산비금융자
산의 순취득(공제), 그리고 경상거래계정과 자본거래계정간의 불일치항목인 오차 및 누락이 계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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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계정(2008년)
<표Ⅳ-2-5>

< 경상거래 >
(단위 : 10억원)

재 화 와
피

서 비 스 의

용

수 출

544,111

수

904

피

재 산 소 득

25,218

기

15,681

경

자

기 업

및

경

상

보

이

전

재 화 와
용
업

경
수

취

585,913

서 비 스 의
자
및

재

산

수

1,203

득

17,254

전

15,849

여

-4,592

급

585,913

소

이
계

556,198

보

상
상

수 입

정

잉

지

<자본거래>
(단위 : 10억원)
경

여

-4,592

전

477

증

-128,209

(-)비생산비금융자산의순취득

130

순
국

오
수

상

계

자
외

차

정
본

부

이
채

및

잉

순

누

락

1,431

취

-131,023

국

지

외

자

산

순

증

-131,023

급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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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도부문별 계정

1.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은 총산출과 중간소비, 부가가치로 이루어지는 생산계정을 제도부문별
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이 계정은 생산활동의 결과를 기업, 정부, 개인 등 경제주체별로 구분
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 경제정책 변화 등이 경제주체 각각의 성과나 채산성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산출액은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의 원천 측면(대변)에 기록되며 시장산출물, 자가최종사용목
적산출물, 기타비시장산출물로 나뉘어진다. 사용측면에는 중간소비가 기록되며 산출액에서 중
간소비를 차감하면 기초가격 기준 총부가가치가 된다. 또한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빼주면 순부가가치가 된다.
<표 Ⅳ-3-1>의 제도부문별 생산계정(2008년)을 보면 비금융법인의 경우 1,943조원이 산출물
이 생산되어 1,415조원이 중간소비로 사용됨에 따라 비금융법인 부문에서 528조원의 총부가가
치가 발생하였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2008년중 920조원의 총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데 부문별
로 비금융법인에서 528조원, 금융법인에서 64조원, 일반정부에서 98조원 그리고 개인부문에서
230조원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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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별 생산계정(2008년)

<표Ⅳ-3-1>

(단위 : 십억원)

거래 및 균형항목
산출액3)

비금융법인 1)
사용
원천

금융법인
사용
원천

개 인 2)
사용
원천

일반정부
사용
원천

국 외
사용
원천

- 1,942,504.8

- 116,730.8

- 139,624.1

- 406,254.1

- 2,605,113.8

시장산출

- 1,942,504.8

- 116,730.8

-

11,434.9

- 305,367.8

- 2,376,038.4

자가최종사용목적산출

-

-

-

-

-

-

-

42,547.2

-

기타비시장산출

-

-

-

-

- 128,189.1

-

58,339.1

- 186,528.2

1,414,934.3

-

52,378.5

-

41,447.5

-

-

-

-

-

중간소비
순생산물세

42,547.2

- 176,665.5

- 1,685,425.8

-

- 106,763.8 106,763.8

-

-

총부가가치3)

527,570.5

-

64,352.4

-

98,176.6

- 229,588.5

- 919,688.0

-

고정자본소모

81,291.9

-

3,883.0

-

21,955.3

-

28,746.2

- 135,876.4

-

순부가가치3)

446,278.6

-

60,469.4

-

76,221.3

- 200,842.3

- 783,811.6

-

주：1) 비금융준법인기업 포함
2) 가계(민간 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3) 기초가격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종합계정 중‘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을 제도부문별로 나
누어 작성한 것이다. 이 계정은 총부가가치 중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순부가가치가 생산활동
에 참여한 각 제도부문에 배분된 내역을 나타내준다. 또한 제도부문간 소득이전거래를 거래형
태별로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이전소득의 수취 및 지급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 발생내역과 처분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표 Ⅳ-3-2>에서 보면 우리나라의‘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및 개인의 4개 국내부문과 국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와 비금융비법인기업은 개인부문에 포함되어 있다.‘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구
해지는 경제지표는 제도부문별 처분가능소득, 소비, 저축의 규모 및 개인순저축률 등이다. 제도
부문별 처분가능소득은 각 경제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이는 소비에 쓰이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5

Ⅳ. 국민계정제표와 주요지표 작성방법

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순처분가능소득(personal net
disposable income)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
를 나타내 준다.
한편 개인순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순수취액을 더하면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여기서 개인부문의 순저축률은 개인부문 순저축을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에다 연금기
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인데 이 비율은 개인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
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개인부문 순저축
개인순저축률(%) = ‐‐‐‐‐‐‐‐‐‐‐‐‐‐‐‐‐‐‐‐‐‐‐‐‐‐‐‐‐‐‐‐‐‐‐‐‐‐‐‐‐‐‐‐‐‐‐ × 100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16,815십억원
2008년중 개인순저축률(%) = ‐‐‐‐‐‐‐‐‐‐‐‐‐‐‐‐‐‐‐‐‐‐‐‐‐ × 100 = 2.6
644,936십억원 + 572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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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2>

(단위 : 십억원)

비금융법인기업1)
사용
원천

금융법인기업
사용
원천

수
업
잉
여
산 및 수 입 세
조
금
산
소
득
이
자
법 인 기 업 분 배 소 득
배
당
금
준법인기업소득인출
임
료
순 본 원 소 득 잔 액 / N N I
총 본 원 소 득 잔 액 / G N I

95,306
36,828
55,642
26,407
29,235
2,836
98,256
179,548

153,124
40,438
31,097
8,986
8,986
355
98,256
179,548

166,816
163,149
3,576
3,576
91
34,226
38,109

34,146
166,896
163,928
2,968
2,968
34,226
38,109

소 득 , 부 등 에 대 한 경 상 세
사
회
부
담
금
실 제 사 회 부 담 금
귀 속 사 회 부 담 금
사
회
수
혜
금
사 회 보 장 수 혜 금
민 간 사 회 보 험 수 혜 금
피용자에대한비기금형수혜금
사 회 부 조 수 혜 금
기 타 경 상 이 전
비생명보험의순보험료
비 생 명 보 험 의 보 험 금
기 타 경 상 이 전
거
주
자
국
외
순 처 분 가 능 소 득 / N D I
총 처 분 가 능 소 득 / G D I

30,013
22,249
22,249
20,133
5,601
14,533
13,778
755
60,935
142,227

22,249
22,249
12,826
5,743
7,082
7,082
60,935
142,227

13,684
15,846
13,201
2,645
12,294
178
10,260
1,856
1,856
28,159
32,042

16,418
13,773
2,645
19,339
10,260
199
8,880
8,880
28,159
32,042

사 회 적 현 물 이 전
순 조 정 처 분 가 능 소 득
총 조 정 처 분 가 능 소 득

60,935
142,227

60,935
142,227

28,159
32,042

28,159
32,042

최 종 소 비 지 출
실 제 최 종 소 비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
순
저
축
총
저
축

60,935
142,227

-

572
27,587
31,470

-

거래 및 균형항목
피
영
생
보
재

용

자

보

일반정부
사용
원천
본원소득분배계정
- 125,296
-5,042
13,964
29,213
13,954
27,463
1,531
1,531
10
219
135,503 135,503
157,459 157,459
제2차소득분배계정
90,863
62,631
61,160
1,470
35,132
12,351
1,470
21,311
18,091
40,850
11
7
18,084
40,839
17,751
39,263
333
1,576
231,106 231,106
253,061 253,061
현물소득재분배계정
67,066
164,040 164,040
185,995 185,995
소득사용계정
156,944
89,878
74,162
96,117
-

개 인 2)
사용
원천

국 외
사용
원천

44,289
43,582
707
630,253
659,000

474,654
108,098
91,791
44,351
44,369
15,134
29,235
3,070
630,253
659,000

903
25,218
17,995
7,223
7,223
-

1,203
17,254
8,668
8,586
8,586
-

47,166
101,297
74,933
26,364
49,683
4,504
45,179
31,767
13,412
577,870
606,616

73,227
12,351
13,201
26,364
21,311
72,537
4,344
68,193
52,951
15,242
577,870
606,616

15,681
36
70
15,575
15,575
-

15,849
70
36
15,743
15,743
-

14,893
644,936
673,683

81,960
644,936
673,683

-

-

561,627
628,694
16,815
45,561

572
-

-

-

주: 1) 비금융준법인기업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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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은 종합계정상의‘자본거래계정’을 제도부문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
으로서 제도부문별 자본의 축적형태와 그 축적을 위한 내부조달 형태가 기록된다. <표 Ⅳ-3-3>
의 자본계정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축적과 이를 위한 해당 부문의 자체 자본조달을 보여준
다.
먼저, 자본조달(부채 및 순자산증감)측에는‘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잔액처리된 순저축
과 국외거래계정의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 및 순자본이전이 해당 제도부문에 기입된다.
다만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와 순자본이전 등 국외거래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입장
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국외거래계정과는 부호가 반대로 기록된다. 한편 국내제도부문간의 순
자본이전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자본축적(자산증감)측에는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
본소모(공제),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등이 기록된다. 이중 총고정
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은‘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상의 금액을 총
액으로 하여 해당 제도부문에 배분하며,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은 국외와의 거래는 국외거래
계정상의 금액을 기입하고 국내부문간의 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또한 총자본조달과
총자본축적과의 차액은 저축투자차액으로 자산증감란에 기록된다.
한편 국내 제도부문간에 조정되고 남은 국내의 저축투자차액은 국외부문과의 거래에서 조정
(상계)처리 되어야 하나 저축과 투자의 추계자료 및 추계방법상의 차이로 통계상불일치만큼 차
이가 발생한다.
<표 Ⅳ-3-3>의 제도부문별 자본계정(2008년)을 보면 개인, 금융법인 및 일반정부 부문은 저
축(부채 및 순자산증감)이 투자(자산증감)를 크게 상회하여 자금잉여부문인 반면, 비금융법인
기업은 투자가 저축을 크게 상회하여 자금부족부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부문에서는 저
축이 투자를 상회하여 자금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년중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의
자금부족액을 국외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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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3>

(단위: 10억원)

비금융법인기업1)
부채 및
자산
순자산
증감
증감

거래 및 균형항목

순
국

저
외

순

경

수

국 외
부채 및
자산
순자산
증감
증감

축

－

60,935

－

27,588

－

74,162

－

16,815

－

－

지

－

－

－

－

－

－

－

－

－

4,592

－

3,468

－

309

－

-6,614

－

3,315

－

-477

194,800

－

8,761

－

51,682

－

45,551

－

－

－

(－ )

81,292

－

3,883

－

21,955

－

28,746

－

－

－

감

16,497

－

－

－

51

－

1,981

－

－

－

득

－

－

－

－

－

－

1,047

－

－

－

비 생 산 비 금 융 자 산 순 취 득

45,756

－

2,373

－

7,361

－

-55,360

－

-130

－

액

-111,358

－

20,645

－

30,410

－

55,656

－

4,245

－

저 축 및 자 본 이 전 에
의 한 순 자 산 증 감

64,403

64,403

27,896

27,896

67,548

67,548

20,129

20,129

4,115

4,115

고

정

재
귀
저

정

이

개 인 2)
부채 및
자산
순자산
증감
증감

전

고

본

일반정부
부채 및
자산
순자산
증감
증감

성

총

자

상

금융법인기업
부채 및
자산
순자산
증감
증감

자

자

본

본
소

고
중
축

형
모

증
품
투

순
자

취
차

주：1) 비금융준법인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그림Ⅳ-3-1>

제도부문별 저축·투자 및 저축투자차액(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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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은 각 제도부문의 금융거래를 나타내는데 이 계정에는 각종 금융부채
의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과 금융자산의 취득을 통한 자금의 운용을 기록하며 금융자산순증
과 금융부채순증의 차액은 자금과부족으로 부채란에 계상한다.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과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은 이론적으로 일치해야 하
지만 실제로는 추계방법 및 이용자료의 차이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한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
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를 연결해주는 항목으로서 제도부문간
자금의 수급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부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
은 자금잉여주체이며 비금융법인부문은 투자가 저축보다 많은 자금부족주체로서 국민경제가
비금융법인부문과 개인부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비금융법인은 투자에 필요한 재
원의 부족분을 금융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조달하게 되고 이때 자금잉여부문인 개인부문이 금
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잉여자금을 기업에 공급해주게 된다.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을
통해 각 제도부문의 투자규모와 자금조달내역(저축 또는 외부조달)을 알 수 있다.
<표 Ⅳ-3-4>에서 보면 자금잉여부문인 개인은 2008년중 자금잉여액 63조원과 대출금 57조원
등을 합한 약 126조원을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금
융법인 및 비금융법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주었다.
한편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은 제도부문, 특히 비금융법인의 외부자금 조달행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비금융법인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자금(저축)으로 충당하고도 모자
라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간접금융과 자본시장에서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그리고 외국차관 등의 형태로 국외에서 빌려오는 국외금융 방식이 있다. 2008년중 비
금융법인은 직접금융(대출금)을 통해 117조원,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간접금융을 통해 66조
원, 국외금융을 통해 8조원 등을 조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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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별 금융계정(2008년)

<표Ⅳ-3-4>

(단위 : 십억원)

비금융법인 1)
사용
원천

거래 및 균형항목
합
금

과

통

화

보

험

129,388

237,692

251,047

240,335

38,354

7,348

126,046

62,552

-127,908

-131,001

－

－

19

－

－

－

－

－

-2

17

예

금

48,481

－

90,964

207,735

-7,220

－

56,871

－

18,638

－

연

금

－

－

－

32,011

－

－

32,011

－

－

－

권

2,841

41,456

52,773

80,803

20,206

14,168

26,920

－

3,317

-30,370

금

－

117,440

206,868

28,686

－

-739

－

57,129

－

4,353

채
출
부

주 식

및

파

생

상

거

외

환

직
콜

융
금

자

－

2,129

－

4,779

6,768

－

－

-141

－

－

출 자 지 분

10,831

28,093

35,913

9,097

16,386

－

9,299

－

-35,239

－

융

상

래
보
접

품

－

－

－

－

－

－

－

－

－

－

신

용

17,365

19,639

－

－

－

－

－

3,490

5,663

-100

유

액

－

－

-69,531

－

－

－

－

－

－

-69,531

자

19,315

928

482

3,216

3

－

764

－

4,143

20,564

투

니

－

-253

-6,150

-30,192

－

－

－

－

-22,403

1,892

기 타 대 외 채 권 채 무

2,154

3,657

-60,267

-104,754

288

-929

－

－

-102,026

-57,825

기 타 금 융 자 산 부 채

28,401

24,603

-25

8,955

1,925

-5,151

181

2,075

－

－

－

-108,304

－

10,712

－

31,006

－

63,494

－

3,092

자

론

금

·

국 외
사용
원천

계

및

정

개 인 2)
사용
원천

일반정부
사용
원천

S D R s
와

대

금융법인
사용
원천

콜

과

머

부

족

주: 1) 비금융준법인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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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부표‘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기
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를 16개의 경제활동으로 세분화하고 순생산물세를 별도의 항목
으로 추가하여 나타낸 표이다. 기초가격에 의한 총부가가치에다 순생산물세 항목을 합하면 시
장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GDP)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외에 교역조건 변
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손익과 국내총소득(GDI),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민총소득(GNI)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부표 중에서도‘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은‘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과 함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자료로서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율), 생산구조, GDP디플레이터 등 다양한 지표 작
성에 이용된다. 이들 경제지표는 연간 및 분기계열로 작성된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어떤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금년도 GDP － 전년도 GDP
경제(GDP)성장률(%) = ‐‐‐‐‐‐‐‐‐‐‐‐‐‐‐‐‐‐‐‐‐‐‐‐× 100
전년도 GDP
978,499십억원 － 956,515십억원
2008년중 경제성장률(%) = ‐‐‐‐‐‐‐‐‐‐‐‐‐‐‐‐‐‐‐‐‐‐‐‐‐‐‐‐× 100 = 2.3
956,515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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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연율(compounded
annual rate)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다.

2001 ~ 2008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 (

기간

2008년 GDP
‐‐‐‐‐‐‐‐‐‐‐‐－1) × 100
2000년 GDP

8
2001 ~ 2008년중
978,499십억원
= ( ‐‐‐‐‐‐‐‐‐‐‐‐‐‐－1) × 100 = 4.4
연평균 경제성장률(%)
694,628십억원

좀더알아보기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은 당해년도의 가격이며 기준년가격은 임의로 정한 특정기준시점의 가격이다.
따라서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은 가격이 일정하다고 전제하고 물량변동분만을 파악하기 위
해 작성되는 통계이다.
예를 들어, 일반미 1가마의 가격이 2005년에 15만원, 2008년에 17만원, 2009년에 20만원
이었다면 2009년 일반미 1가마의 당해년가격은 20만원으로 2008년 가격보다 17.6% 상승하
였으나 일반미 1가마의 기준년가격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5만원으로 2008년과
2009년 가격이 서로 같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기준시점(이 경우는 2005년)을 우리는 기준년
(benchmark year)이라고 말하며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실질금액, 당해년도(2008
년, 2009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명목금액이라고 각각 부른다.
한편 2009년 이후 실질 G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함에 따라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
해 기준년가격이란 용어 대신 2005년 연쇄가격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2005

2008

2009

당해년 가격

15만원

17만원

20만원

2005년 기준년가격

15만원

15만원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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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1993 SNA에서는 실질 총량지표를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구분한다. 실질GDP는 생산활동의 수준을 측
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GDI 또는 실질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지표이다. 실질소득은 기준년의 변경, 실질화 방법 등에 따라 변
동되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소득지표를 명시하지 않고 실질GNP로 대용하여 왔으나 1993
SNA에서는 실질소득지표로 실질GDI와 실질GNI를 편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생산지표인 실질GDP를 소득지표인 실질GD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
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 즉‘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데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은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거주자간의 거래
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쇄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무역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
은 무역에서만 발생하므로 이를‘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라 한다. 또한‘교
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총량이라는 두 상품군간의 교역
조건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 무역손익으로서 이는 총량(국민경제전체) 수준으로만 파악되지
소비나 투자지출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의 제도부문별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총량지표인 실질GDI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소비나 투자 등의 부문별 지표와 직
접 비교하여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편 실질GNI는 실질GDI에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감안한 것이며 종전의 명목GNP
는 생산물량 변화 이외에 임금 및 기술수준, 기업 채산성, 교역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명목
소득지표이므로 명칭만 명목GNI로 변경되었다.
1993 SNA의 총량지표 체계
실 질
+ 실질 GDP

명 목
+ 명목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내총소득(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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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실질 국민총소득(GNI ≠ GNP)

= 명목 국민총소득(GNI = 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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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수출입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이 변화하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소득수준, 즉 후생수준의 변화를 가져온
다. 일반적으로 기준년과 비교하여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면 일정량의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
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어 경제적 후생,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국가간의 거래에서 교역조건이 변화함
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유출 또는 국내유입을 의미한다. 현행 실질GDP는 교역조
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역조건이 바뀌면 실질 무역이익(교역조건 개선) 및 무역손실
(교역조건 악화)이 발생하여 실질GDP와 실질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총 실질 무역
손익[(X－M)/P]에서 일정시점(기준년)으로부터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
우의 실질 무역손익(x－m)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된다.

X－M
T 〓 ‐‐‐‐‐‐‐‐‐－〔x － m〕
P
T
X－M
P
x－m

:
:
: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명목 무역손익 [당해년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환가지수 [수출입 가격지수의 평균 ＝ (Px＋Pm)/2]
교역조건 불변 실질 무역손익 [기준년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 (X/Px)－(M/Pm)]

(예) 2005년(기준년)에는 자동차 10대(대당 1만달러)를 수출한 대금 10만달러로 공작기계
1대(대당 10만달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08년(비교년) 들어 자동차 수출가격 하락(대당
1만달러→5천달러)으로 20대를 수출하여 공작기계 1대를 수입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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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역조건지수는 50으로 기준년에 비해 50% 악화) 2008년 실질 GDP는 20만달러(20대×
1만달러)로 2005년(10만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지만 2008년의 자동차 20대의 구매력은
공작기계 1대로 2005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2008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10만달러)이 발생하여 실질 GNI
는 실질 GDP(20만달러)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발생한 실질 무역손실을 차감한 10만달러로서
2005년과 동일하게 된다.

분기자료에 대한 경제성장률에는 원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과 계절변동조정계열의 전
기대비 증가율이 있다. 전자는 해당 분기에서 연간 성장률의 수준을 파악할 때, 후자는 경기의
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증가율이 동시에 발
표되고 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각 경제활동주체가 창출한 기준년가격 기준 부가가치의 전년비 증가율
을 의미한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수요패턴의 변화 및 경제정책의 방향 등에 따라 변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산업은 성장산업으로서 여타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별(제조업)
금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 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 ‐‐‐‐‐‐‐‐‐‐‐‐‐‐‐‐‐‐‐‐‐‐‐‐‐‐‐‐‐‐‐‐‐‐‐‐‐‐‐‐‐‐× 100
성장률(%)
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254,467십억원 － 247,408십억원
2008년중 제조업 성장률(%) = ‐‐‐‐‐‐‐‐‐‐‐‐‐‐‐‐‐‐‐‐‐‐‐‐‐‐‐× 100 = 2.9
247,408십억원

생산구조는 당해년가격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구성비로서 보통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개 경제활동 부문으로 통합 분류하여 파악
할 수 있다. 광공업 부문은 광업과 제조업으로 다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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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으로 세
분류할 수 있다. 생산구조는 기초가격으로 계산된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총부가가치(기초가격)
으로 나누어 구하며, 일반적으로 당해년가격 통계를 이용한다.

제조업 부가가치
당해년가격 기준 각 경제활동(제조업)의 비중(%) = ‐‐‐‐‐‐‐‐‐‐‐‐‐‐‐‐‐‐‐× 10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65,209십억원
2008년중 제조업 비중(%) = ‐‐‐‐‐‐‐‐‐‐‐‐‐× 100 = 27.9
919,688십억원

<그림Ⅳ-4-1>

우리나라의 생산구조(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는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기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서 각 경제활동의 성장률에 전년도 전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따라
서 각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를 합산하면 전체 경제성장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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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제조업)
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 제조업 성장률 × ‐‐‐‐‐‐‐‐‐‐‐‐‐‐‐‐‐‐‐‐× 100
성장기여도(%p)
전년도 국내총생산
2008년중 제조업
성장기여도(%p)

238,611십억원
= 2.9 ×‐‐‐‐‐‐‐‐‐‐‐‐‐ = 0.7
975,013십억원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는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를 전체 경제성장률의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
별 성장기여율을 합산하면 100이 된다.

경제활동별(제조업)
제조업 성장 기여도
= ‐‐‐‐‐‐‐‐‐‐‐‐‐‐‐‐‐ × 100
성장기여율(%)
전체 경제성장률
2008년중 제조업
성장기여율(%)

<그림Ⅳ-4-2>

0.7
= ‐‐‐‐× 100 = 30.4
2.3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2008년)
(단위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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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디플레이터는 국민계정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명목
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산출된다. GDP디플레이터는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라는
의미에서 잠재적 물가지수(implicit price deflator)라고도 하는데 이는 비교년 가중치를 취하고
있는 파쉐(Paasche) 산식에 의한 물가지수와 같은 개념이다. GDP추계시에는 생산자물가지수
(PPI)나 소비자물가지수(CPI)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
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GDP디플레이터는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
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실제 영향을 받고 있
다.

명목 GDP
GDP디플레이터 = ‐‐‐‐‐‐‐‐‐‐‐× 100
실질 GDP
1,026,452십억원
2008년중 GDP디플레이터 = ‐‐‐‐‐‐‐‐‐‐‐‐‐‐× 100 = 104.9
978,499십억원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표‘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을 최종처분형태별로 나타낸 것으로서 당해년
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각각 작성되고 있다. 이 표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주요 분석
지표는 지출항목별 증가율, 지출항목별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율), 지출구조, 한계자본계수
등으로서 먼저 지출항목별 증가율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전년대비 증가율로서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69

Ⅳ. 국민계정제표와 주요지표 작성방법

금년도 민간소비－전년도 민간소비
지출항목별(민간소비)증가율(%) = ‐‐‐‐‐‐‐‐‐‐‐‐‐‐‐‐‐‐‐‐‐‐‐‐‐‐‐‐‐× 100
전년도 민간소비
518,821십억원－512,095십억원
2008년중 민간소비증가율(%) = ‐‐‐‐‐‐‐‐‐‐‐‐‐‐‐‐‐‐‐‐‐‐‐‐‐‐‐× 100 = 1.3
512,095십억원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의 분석은 생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데 지출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에는 국내 최종생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 수입소비재 및
수입자본재 등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에는 지출항목
별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 또는 성장기여율이 과장되므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의 정확한 분석은 국내총생산보다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최종소비지출의 최종수요에
전년도 명목 최종소비지출
= 최종소비지출 성장률 × ‐‐‐‐‐‐‐‐‐‐‐‐‐‐‐‐‐‐‐‐‐‐
대한 성장기여도(%p)
전년도 명목 최종수요
2008년중 최종소비지출의
673,526십억원
= 2.0 × ‐‐‐‐‐‐‐‐‐‐‐‐‐‐ = 1.0
성장기여도(%p)
1,369,198십억원

최종소비지출의 최종수요에
최종소비지출 성장기여도
= ‐‐‐‐‐‐‐‐‐‐‐‐‐‐‐‐‐‐‐‐‐ × 100
대한 성장기여율(%)
최종수요 성장률
2008년중 최종소비지출의
1.0
= ‐‐‐‐× 100 = 34.5
성장기여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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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3>

우리나라의 지출항목별 최종수요에 대한 성장기여도(2008년)
(단위 : %p)

지출구조는 당해년가격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지출항목별 구성비로서 국민경제의 최종수요
구조 및 변동 추세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민간소비
총지출에 대한 민간소비의 비중(%) = ‐‐‐‐‐‐‐‐‐‐‐‐‐× 100
국내총생산
561,628십억원
2008년중 민간소비 비중(%) = ‐‐‐‐‐‐‐‐‐‐‐‐‐‐‐× 100 = 54.7
1,026,452십억원
<그림Ⅳ-4-4>

우리나라의 지출구조(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 재화와 서비스 수출－재화와 서비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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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자본계수는 자본량의 증가분(△K), 즉 총자본형성(I)의 국내총생산증가분(△Y)에 대한
비율(I/△Y)을 말하는 바, 이는 국내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고정투자를 의
미한다. 이 때 이용되는 국민소득 총량지표는 국민총소득(GNI)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인 바,
그 이유는 국민총소득에는 투자와 무관한 국외로부터의 수취요소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자본계수는 자본과 산출간의 기술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기준년가
격 계열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량(K)의 국내총생산(Y)에 대한 비율(K/Y)인 평균자본계수가 있
는데 이의 산출을 위해서는 플로통계 이외에 자본스톡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있다.
총자본 형성
한계자본계수 = ‐‐‐‐‐‐‐‐‐‐‐‐‐‐‐‐‐‐‐‐‐‐‐‐‐‐‐‐‐‐‐‐‐‐
금년도 국내총생산 － 전년도 국내총생산
자본스톡
평균자본계수 = ‐‐‐‐‐‐‐‐‐‐‐
국내총생산
277,773십억원
2008년중 한계자본계수(%) = ‐‐‐‐‐‐‐‐‐‐‐‐‐‐‐‐‐‐‐‐‐‐‐‐‐‐‐ = 12.6
978,499십억원 － 956,515십억원

3.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부표‘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는 각각의 경제활동주체가 어떤 상품을 얼마
만큼 생산했는가를 나타내는 표로서 가로(행)에는 경제활동주체를 세로(열)에는 상품(재화와
서비스)을 표기하는 행렬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 행렬의 대각선상의 항목에는 각각의 경제활
동주체가 생산하는 주산물(예: 자동차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이 계상되고 대각선상 이외의 항
목에는 각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하는 부차적 생산물(예: 자동차산업이 생산하는 자전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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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의 행은 각각의 경제활동주체가 해당기간
동안에 생산한 주산물, 부차적 생산물 등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구조를 나타내고 이들의 합은 경
제활동별 총산출이 된다.
또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의 열은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경제활동주체에서 얼
마만큼 생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시장점유(market share) 구조를 나타내고 이들의 합은 재화와
서비스별 총산출이 된다.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의 예

<표Ⅳ-4-1>

재화와서비스별
경제활동별
자
T
자

동
V
전

차
제
거

제

조

조
제

업

자동차
150

업
조

TV

경제활동별
산출액

50

200

200

업

재 화 와서 비 스 별산 출 액

자전거

150

200

200
100

100

150

500

4.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
부표‘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는 각 경제활동주체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상
품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표로서 앞의 V표와는 반대로 세로(열)에는 경제활동
주체를 가로(행)에는 상품(재화와 서비스)을 기록하는 행렬표이다.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의 열에는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중간재로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예: 석탄광업에서 사용한 석유, 전기, 수도 등)가 기록되며, 열의 합은 각 경제활동주체
의 중간투입총액이 나타난다. 여기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의 경제활동별 총
산출액에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의 중간투입총액을 차감하면 경제활동별 부
가가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및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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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를 이용하면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연결시킬 수 있다.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의 예

<표Ⅳ-4-2>

경제활동별

석탄광업

재화와서비스별
석

석유화학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재화와서비스별
중간투입액

탄

10

20

10

40

석

유

화

학

제

품

40

40

50

130

전

기

가

스

수

도

30

30

20

80

경제활동별중간투입액

80

90

80

250

5.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이 부표는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의 산출내역을 경제활동별로 표시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
준으로 작성된다. 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 각 부문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는 그 부문이 생산한 총산출에서 이를 위해 지출한 중간소비를 차감한 것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요소소득과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
금)로 나누어진다. 다만 일반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로
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표로부터 부가가치율과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율 및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지
표를 산출해 낼 수 있다. 부가가치율은 총산출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률이라
고도 하는데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의 두 가지로 작성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총산
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간투입의 비중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7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4절 부표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 ‐‐‐‐‐‐‐‐‐‐× 100
총산출
2008년중 부가가치율(%)
919,688십억원
= ‐‐‐‐‐‐‐‐‐‐‐‐‐‐‐‐‐ = 35.3
(당해년가격 기준)
2,605,114십억원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부가가치율(%) = ‐‐‐‐‐‐‐‐‐‐‐‐‐‐‐‐× 100
제조업 총산출
2008년중 제조업 부가가치율(%)
256,209십억원
= ‐‐‐‐‐‐‐‐‐‐‐‐‐‐ = 19.4
(당해년가격 기준)
1,319,312십억원

<그림Ⅳ-4-5>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율(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활동별 국내요소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을 말하는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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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피용자보수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 = ‐‐‐‐‐‐‐‐‐‐‐‐‐‐‐‐‐× 100
제조업 요소소득
(제조업)
127,363십억원
2008년중 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 = ‐‐‐‐‐‐‐‐‐‐‐‐‐‐‐ = 61.4
207,370십억원
<그림Ⅳ-4-6>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6.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이 부표는 종합계정상의‘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되며 요소비용 및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는‘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의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피용
자보수를 더한 것과 같으며 기업 및 재산소득은 영업잉여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의 합
계와 일치한다.
또한 이들 항목들은 제도부문별로 각각 기록됨으로써 제도부문별 소득계정과의 연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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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를 들면‘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계정’상의 개인처분가능소득은‘제도부문별 소
득계정’상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과 연결된다.

7.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총자본형성 내역을 자본재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및 기준년가격 기
준으로 작성된다.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은 건설 및 설비투자를 형태에 따라 나눈 것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기
계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토목건설은 구축물과 기타 토목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구축물이
란 철도,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 터널, 항만, 방파제 기타 항만설비, 주차설비, 공항, 광산의 갱
도, 수로, 수력발전용댐, 상하수도 설비, 도시가스설비, 전화 및 전신설비 등과 같은 공작물을 의
미한다.
<그림Ⅳ-4-7>

우리나라의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구성비(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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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총자본형성 내역을 경제활동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16개의 경제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된다.
<그림Ⅳ-4-8>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구성비(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9.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이 부표는 설비투자 내역을 경제활동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
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경제활동별 설비투자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27개의 경제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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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체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및 재고증감 등 총자본형성 내역을 민간과
정부로 나눈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11.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이 부표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을 지출목적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그 구성항목은 식료품 및 비
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 및 보건, 교
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등 12개 비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유의할
점은 분류기준이 가계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가 아니고 가계가 어떤 효용을 얻기 위해
서 구입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자동차, 자전거, TV, 음향기기 등은 일견 가계시설품으로 여겨지지만 그 구입목적에
따라 자동차 및 자전거는 교통비에 TV 및 음향기기 등은 오락문화비에 포함된다. 만약 가계가
경주용 자동차나 자전거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오락기구이기 때문에 교
통비가 아니라 당연히 오락문화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을 목적
별로 분류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패턴분석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의 평가에도 유용하게 이용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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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9>

우리나라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국내) 구성비(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12.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이 부표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
로서 당해년가격 및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은 최종소비
재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고 재화는 다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
재로 구분된다.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재화의 예상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가 미만인가를 기준으
로 구분하며 준내구재는 의류, 신발류 등과 같이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의 것으로 내구재에
비하여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말한다. 내구성 정도에 의한 최종소비의 분류는 소
비자수요의 순환적 변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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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10>

우리나라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국내) 구성비(2008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13.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이 부표는‘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육, 사회복지, 기타 등 5개 목적별로 분류하여 당해년가격 및 기
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특정 기능별
지출 규모를 분석할 수 있다.

14.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이 부표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투입된 비용내역과 생산된 서비스의 처분
내역을 보여준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자가소비한 것으로 보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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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나머지는 가계, 기업 등 타부문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것으로 계상한다.

15.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활동을 부문별 및 기능별로 세분하여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한다. 현재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정부
의 활동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등 서비스 제공목적에 따
라 10개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정부 소비의 부문별 기능별 분류를 통해 특정기능에
대한 정부지출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소요되는 정부지출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조직이 서로 다른 국가들간에 정부의 기능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
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16.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가운데 주요 항목을 부문별 및 기능별로 기록한
것인데 정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이 여타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반
정부 부문의 타부문에 대한 이전지급을 항목별로 계상하고 있다.

17.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이 부표는‘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일반정부 부문을 세분류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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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누어 기록함으로써 일반정부의 소득과 지출내역을 부문별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정부 내의 부문간 거래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18.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이 부표는‘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의 일반정부 부문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으로 세분류하여 자본축적의 형태와 자본축적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19. 국외거래
이 표는 종합계정 중의‘국외거래계정’을 세목별로 작성한 것으로서 국외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거래를 자세히 기록하고 금융거래는
제도부문별 금융계정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표는 경상거래계정과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구분 작성되는데 경상거래계정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과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기타 경상이전의 수취 및 지급 등 국외부문
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및 소득에 관한 거래가 표시되며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자본 및
금융계정에는 금융거래의 자산 및 부채항목이 금,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등 형태별로 분류되
어 기록되며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명목 수출입액을 명목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수출입의 대GNI비율(수출입의존도)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수출입의 세분화에 따라
총수출입, 상품수출, 상품수입의 대GNI비율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83

Ⅳ. 국민계정제표와 주요지표 작성방법

총수출입*
수출입의 대 GNI비율(%) = ‐‐‐‐‐‐‐‐‐‐× 100
명목 GNI*
2008년중 수출입의
1,144,888십억원
= ‐‐‐‐‐‐‐‐‐‐‐‐‐‐× 100 = 110.7
대 GNI비율(%)
1,034,115십억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국외수취요소소득+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국외지급요소소득

20. 총저축과 총투자
이 표는 총저축과 총투자의 제도부문별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
득에서 소비되고 남은 부문이며 총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과 국외투자로 구분된다. 국외투자는
국외거래(명목)상의 잉여로서 총저축 중 국외에 투자된 부분이다.
총저축은 투자의 재원으로 차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구입에 이용되
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총저축은 총투자(국내투자+국외투자)와 일치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통계상불일치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표에서 구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총저축률, 제도부문
별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등이다.
총저축률은 일정기간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산출물 또는 수취한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
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차감하여 구해진 총저축을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총저축
총저축률(%)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315,376십억원
2008년중 총저축률(%) = ‐‐‐‐‐‐‐‐‐‐‐‐‐‐× 100 = 30.5
1,033,947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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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별 총저축률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순저축에 각 제도부문별 고정자본소모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제도부문별 총저축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각각 나누어 구하며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법인기업의 총저축률을 합하여 기업의 총저축률이라 하고 기업총저축률에 개
인총저축률을 더하여 민간총저축률이라 한다.
따라서 제도부문별 총저축률은 각 제도부문의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총저축
률이 각 제도부문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부부문 총저축액
제도부문별 총저축률(%)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일반정부)
96,117십억원
2008년중 일반정부 총저축률(%) = ‐‐‐‐‐‐‐‐‐‐‐‐‐× 100 = 9.3
1,033,947십억원

국내총투자율은 국내총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국내총자본형성
국내총투자율(%)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320,369십억원
2008년중 국내총투자율(%) = ‐‐‐‐‐‐‐‐‐‐‐‐‐‐‐× 100 = 31.0
1,033,947십억원

국외투자율 역시 국외투자액(경상계정잉여)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총
저축과 총투자는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되므로 국내총투자율과 국외투자율의 합계는 총저축률
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통계상불일치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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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경상계정잉여)
국외투자율(%) =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4,592십억원
2008년중 국외투자율(%) = ‐‐‐‐‐‐‐‐‐‐‐‐‐‐× 100 = — 0.4
1,033,947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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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계절변동조정

제1절 계절변동조정

1. 개요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통계를 이용하다 보면 경제통계(원통
계)에서 기후, 설·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같은 형
태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변동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을 계절변동(seasonal
variation)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영업일수의 차이, 농산물의 수확시
기 등으로 매년 1/4분기에는 작게, 4/4분기에는 크게 나타나 <그림 Ⅴ-1-1>과 같이 톱니와 유사
한 모양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통계를 이용·분석하는 경우 반복된 계절변동으로 인
해 인접기간간 경제통계를 비교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분석대상 통계들의 관계를 파악
하는 경우에도 올바른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작성 또는 공표된 통계에서 계절변
<그림 Ⅴ-1-1>

GDP 원통계와 계절변동조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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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분을 미리 포착하여 이를 제거한 후 통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통계의 구성성분은 변동주기에 따라 추세변동성분, 순환변동성분, 계절변동
성분 및 불규칙변동성분의 4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통계는 이상의 4가지 성분의 합
또는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추세변동은 경제성장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주기가 10
년 이상인 장기적인 상승 또는 하강 경향을 나타내는 변동이며, 순환변동은 경기순환과정에서
확장 및 수축기간이 교대로 나타나는 약 2~6년의 주기를 갖는 변동이다. 계절변동은 1년을 주
기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변동으로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의 월 또는 분기간 이동에 따른 변
동과 영업일수의 차이에 따른 변동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규칙변동은 위의 3가지 성분 외의
변동으로서 파업, 태풍, 지진, 홍수 등 돌발적인 요인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일어
나는 변동을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또는 계절조정)이란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에 해당하는
성분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통계
란 앞서의 절차(계절변동조정)를 프로그램화하여 원통계에 적용해서 원통계로부터 계절변동성
분만을 제거한 통계를 의미한다.(<그림 Ⅴ-1-2> 참조) 계절변동조정통계는 <그림 Ⅴ-1-1>에서
보듯이 GDP원통계와 달리 평활한 모습을 보인다.

원통계의 계절변동조정

<그림 Ⅴ-1-2>

<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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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변동조정방법
경제통계에서 계절변동성분을 추출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19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
는데 1910년 미국의 뱁슨(Babson) 통계사가 눈금표에 의한 계절변동조정법을 고안한 데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이어 1910년대에 브루크마이어 경제조사회사, 하버드대학 등에서 순환비
율법에 의한 계절변동조정 경기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계절변동이 12개월을
주기로 한 일정한 패턴만을 반복한다는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계절더미(seasonal dummy) 회귀모형을 이용한 계절변동조정도 고정계절변동을 전제
로 한 계절변동조정방법이다. 이러한 고정계절변동조정방법은 경제구조변화가 계절변동성분
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계절변동조정의 결과가 종종 문
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변적 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
변동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1930년대 후반에 동 방법이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
한 가변형 계절변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동평균형 조정법이 있다. 이동평균형
조정법은 1년분의 원통계를 이동평균하면 1년 주기의 계절변동요인이 제거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시점별로 1년간의 이동평균을 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방법
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복잡한 계산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정교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이
동평균형조정법은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의 X-12-ARIMA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경제통계의 구성성분이 특정 통계모형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가정을 하
고 이를 모형화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하는 스페인 중앙은행의 TRAMO/SEATS가 있다.
1996년 미국의 상무부 센서스국에서 개발한 X-12-ARIMA는 이전의 각종 계절변동방법에 대
한 연구결과를 흡수하는 한편 각국의 통계현실을 사전조정부문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계절변동조정방법인데 사전조정, 이동평균 및 사후진단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저 사전조정 부분에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구조변화, 이상치 및 영업일수 등 사전조정요인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1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을 추정하고, 이를 원통계로부터 제거하여 사전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이동평균부분
에서는 사전조정통계를 이동평균하여 계절변동성분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
통계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후진단 부분에서는 스펙트럼(spectrum) 분석, 슬라이딩스팬
(sliding-span) 분석 등을 통해 계절변동조정통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 한국은행의 계절변동조정방법
우리나라의 경제통계는 음력을 바탕으로 한 설, 추석 등의 공휴일과 불규칙적으로 시행된 선
거 및 각종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절변동조정방법인
X-12-ARIMA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음력에 기초하는 명절인 설과 추석은 각각
1, 2월과 9, 10월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월 또는 분기로 작성되는 통계의 교란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선거 및 공휴일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각종 공휴일이 일정하지 않음에 따
라 월별 또는 분기별 영업일수가 다르게 되며 이로 인해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 판매 등 경제활
동이 불규칙해진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X-12-ARIMA를 우리나라 통계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한국형 X12-ARIMA인“BOK-X-12-ARIMA”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하
고 있다.

4.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작성 및 공표
계절변동조정통계는 원통계에 정교한 통계적 계절변동조정법을 적용하여 가공한 통계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계절변동조정방법을 사전에 투명한 절
차를 거쳐 마련함과 아울러 이의 적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계절변동조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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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특이항 및 구조변화의 식별, 명절 및 영업일수 변동에 따른 효과의 제거 등 일련의 작업과
정에서 계절변동조정통계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국은행은 공표할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내외 전문가에게 계절
변동조정방법을 사전에 자문받고 있다.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1999년 3/4분기 GDP 공표시부터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과 더
불어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증감률도 공표하고 있다. 계절변동조정통계의 개정은 통계
공표일정,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계절변동조정계열
의 개정작업은 주요작업 내용, 계절조정결과의 안정성 및 적정성 검정, 계절팩터의 수정 결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업결과를 국민계정 관련 책자에 수록하고 있다.

5. 계절변동조정통계 이용시 유의점
계절변동조정통계는 불규칙변동성분으로 인해 전기대비 증감률이 심한 변동기복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에 자동차 생산이 이례적으로 급격히 늘었다면 다음기의 생산량은 통상 전
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즉, 전기대비 증감률은 일정한 수준의 추세적 증감률을 중심으로 높
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기복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1개 분기만의 전기대비 증감률만 갖고 경
제의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2~3개 분기에 걸쳐 평활화시킨 계절변동조정통계(이동평균
치)의 전기대비 증감률을 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계절변동조정통계에서 추세변동과 불규칙변동
을 제거한 순환변동통계를 구하여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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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추계방법

1. 개요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ICT 관련상
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상품의 등장 및 퇴장 등이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fixed-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 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질 GDP 통계
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 매년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사용하는 연
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을 이용하여 실질 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
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 통
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에서도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G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ECD는 각국의 93 SNA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기준의 하나로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편제를 제시하고 있다. EU의 통계편제 기관인 Eurostat은 93 SNA의 유럽판인 ESA
95(European System of Accounts, 1995)를 발표하면서 연쇄가중법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European Commission은 Eurostat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연쇄가중법(라스
파이레스 지수)에 의해 실질 GDP를 추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OECD 및 EU 회원국들
은 거의 대부분 연쇄가중법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 93 SNA의 이행 완료,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2005년 기준년 개편을 실시한 2009년에 실질 GDP 추계방법을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
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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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에 대한 이해1)

가. 지수의 개념
지수(indexes, index number)란 어떤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양이나 수의 상대적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비교되는 상황은 시간(inter-temporal)이나 공간(inter-spatial)
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시간간 변화에 있어서는 두 시점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과 시간에 걸쳐 누
적적으로 비교하는 연쇄 비교방법이 있다. 지수는 특정 시점(또는 지역)에서의 변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시점(또는 지역)의 변수의 크기를 상대화한 것으로서 기준이 되는 상황을
100으로 표시하는데 이를 준거기준(reference base)이라 부른다. 기간 비교에서는‘reference
period’와‘base period’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때 reference period는 기준이 100이 되는 시
기(지수기준시점)를 말하며, base period는 지수의 가중치를 제공하는 기간(기준시점)을 지칭
한다.

나. 지수의 종류
지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가격지수나 물량지수와 같이 경제현상의 변화를 측
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가격지수(price index)는 두 시점간에 특정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price)의 비례적 변동(proportionate changes)을 평균한 것이고, 물량지수(volume
index)2)는 두 시점간의 특정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 물량(volume)의 비례적 변동을 평균한 것
이다.
1) 본 절에서 설명하는 연쇄가중법은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GDP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2) 물량(volume)과 수량(quantity) 개념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나 국민계정에서는 물량과 수량 개념을 구분하
고 있다. 즉 물량은 수량에다 품질 변화분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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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수는 개별 상품의 가격비율 또는 물량비율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되는데 개별 가
격비율 또는 물량비율에 부여하는 이용하는 가중치의 종류(기준년 가중방식, 비교년 가중방식
등)와 이를 평균하는 방법(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등)에 따라 그 공식의 형태가 달라진
다. 또한 가중치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지수와 연쇄지수로 구분하는데 고정지수는 가중치가
고정되어 변화지 않는 반면 연쇄지수는 매년 인접연도의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가중치의 변
화가 반영되어 있다.
좀더알아보기

지수의 종류와 산식
지수는 측정대상(물량 또는 가격), 사용하는 가중치의 종류(기준년 가중치, 비교년 가중치
또는 기준년과 비교년 가중치의 평균), 평균방식(산술, 조화 및 기하평균) 및 가중치 고정여
부(가중치 고정 또는 변동)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지수의 정의에 따라
산식을 도출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예컨대 기준년(0기)의 가액을 가중치로 한 물량비율(Pt/P0)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고정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단,

(0기 금액 가중치)

주요 물량지수 및 가격지수 산식
물 량 지 수
Laspeyres

고정

Paasche

지수
Fisher
Tornq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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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peyres

연쇄
지수

Paasche
Fisher
Tornqvist

다. GDP 물량지수
물량지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량 측정치(volume measurements)인 실질 GDP
를 추계하는 데에는 고정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연쇄 라스파이레스 지수3)가 주로 사용되고 있
다.
고정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는 기준년(0기) 가액을 가중치로 한 물량비율(qt/q0)의 가중산술
평균으로 정의된다. 산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고정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

단,

위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 라스파이레스 지수에는 기준년(0기)과 비교년(기)의 물량변
화를 직접 비교하며 시간(t)의 흐름에 따라 가중치(w0)가 기준년(0기)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다.
연쇄가중법에서는 기준년(0기) 대신 인접 연도, 즉 전년도(t—1기)와 비교년(t기)간의 물량
변화를 누적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위의 고정지수 산식에서 w0, p0, q0 를 각각 wt - 1, pt - 1,
qt - 1로 바꿔주면 연환지수(link factor) 산식이 되는데 지수기준년(0기)부터 매년도의 연환지수

3) 연쇄가중법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연쇄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만이 연쇄
피셔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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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적하여 곱하여 연쇄지수(chain index)를 구한다. 라스파이레스 연환지수와 연쇄 라스파이
레스 물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라스파이레스 연환지수 :
단,
- 연쇄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

3. 실질GDP 추계방법
실질 GDP 추계방법은 크게 나누어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가
중법은 고정 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은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GDP를 추계하는 방법
이다.

가. 고정가중법
고정가중법에서 실질 GDP는 비교년의 생산량과 기준년 가격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는 앞에서 살펴본 고정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를 기준년의 GDP 금액에 곱한 것과 같다.4)

- 고정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t기의 0기 대비 물량변화) :
단,

(기준년 명목금액 비중)

4) 실무적으로는 고정 물량지수를 구하는 대신 국민소득통계의 실질화 방법(p.90)을 이용하여 실질 GDP를 직
접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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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GDPt :

- 경제성장률t(%) :

위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기준(기준년의 가격 또는 금
액 가중치)에 의해 비교년의 기준년대비 물량변화와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준년으로부터 비교년까지 중간연도의 가중치 변화, 즉 상대가격 및 물량체계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나. 연쇄가중법
연쇄가중법에서는 고정가중법과 달리 비교년의 실질GDP를 직접 추계하는 데 사용되는 공
통된 기준(기준년의 가격 또는 가중치)이 없으므로, 물량지수를 먼저 구한 후 이를 연장하여 실
질GDP를 구한다.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년도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
를 이용하여 매년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 즉 연환지수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지수기준년
(현재 2005년)으로부터 각 연도의 연환지수를 누적적으로 곱하여 비교년의 지수기준년 대비 물
량증가율, 즉 연쇄지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수기준년의 GDP 금액에 당해년의 연쇄지수
를 곱하여 실질 GDP 금액을 구한다.
연쇄가중법에서의 실질 GDP 추계 및 경제성장률 계산 과정을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를 이
용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라스파이레스 연환지수 (t기의 t-1기 대비 물량변화) :

단,

(전년도 명목금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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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파이레스 연쇄지수 (t기의 0기 대비 물량변화) :

- 실질GDPt:

또는

- 경제성장률t(%) :

위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다. 또한 실질 시계열 작성과 장기간의 물량변화 측정을 위해 연환지수를 누적적으로 곱한 연쇄
지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지수기준년으로부터 비교년까지 중간연도의 가중치 변화, 즉 상대가격
및 물량체계의 변화가 반영된다.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에서의 실질 GDP와 경제성장률 추계산식은 <표 Ⅴ-2-1>에 요약·
비교되어 있다.
실질 GDP 추계산식 비교

<표 Ⅴ-2-1>

고정가중법

연쇄가중법

물량지수
(라스파이

단,

레스지수)
(

는 연쇄지수,

는 연환지수)

물량지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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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DP

경제
성장률

4. 연쇄가중법의 장점 및 단점

가. 장점
고정가중법과 비교하여 볼 때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현실 반영도가 높다는 점이
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
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소지가 많으나, 연쇄가
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
률을 측정하는 데다 매년 기준년이 바뀌므로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상품의 등장과 퇴장 등
을 GDP 통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연쇄가중법을 도입할 경우 고정가중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체편의(代
替偏倚, substitution bias)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 GDP 추계시 발생하는 대체편의란 고정가중
법의 경우 상대가격 및 물량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비교년의 실제 경제성장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PC 등과 같이 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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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하락하는 상품에 대해 기준년의 높은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비교년의 경제성장률
이 과대 측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연쇄가중법에서는 비교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년
의 가격 대신 전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하기 때문에 대체편의가 크게 완화
된다.
그리고 고정가중법의 또 다른 단점인 기준년 개편시 과거 경제성장률이 모두 바뀌는 문제점
(rewriting history)도 해소할 수 있다. 매년 기준년이 바뀌므로 기준년 개편의 필요성이 줄어들
고5) 지수기준년 개편시에도 종전 전년도 가격으로 평가한 연환지수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성장
률이 달라지지 않는다.

좀더알아보기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대체편의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제에서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추계된 GDP가 상
대가격이 비싼 상품에서 싼 상품으로의 대체를 감안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의 실제성장이 과
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도체와 같이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이 있는 경우
기준년 이후에는 성장을 과대평가하고 기준년 이전에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기준년 이후에 반도체와 같이 급격히 물량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경제에서는 그 가
격이 상당히 하락하면 GDP 추계시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격하락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크게 증가하는 물량에 기준년의 높은 가격이 곱해짐에 따라 기준년 가격비중이
그대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상품의 물량 증가가 실제 경제상황보다 더 큰 비중으로
반영되어 전체 GDP 성장이 과대평가된다.

5) 연쇄방식에 의해 실질 GDP를 추계하는 경우에도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을 일치시키는 연도(지수기준년)를
최근 연도로 바꿔주는 지수기준년 개편은 실시되나 현재와 같이 각 상품의 가격수준을 일괄적으로 바꾸어
주는 기준년 개편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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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점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단점은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법성(additivity)이란 총량지표가 그 구성항목의 합으로 정의되는 특성을 말한다. 예
컨대 경제활동별 실질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는 경우 고정가중법에서는 총부가가치와 일치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쇄 실질 시계열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물량지수의 가중치가 매년 달라지는 데다 총량과 구성항목의 물량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기 때
문이다.
한편 93 SNA에서는 비가법성(non-additivity) 문제가 연쇄가중법의 결함이 아니라 연쇄지수
의 산식에서 비롯된 수리적 특징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법성은 회계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만 실제로는 매우 제약이 강한 특성으로 여러 가지 물량지수 중에서 고정 라스파이레스 지수만
이 가법성을 갖는다. 비가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93 SNA와 ESA 95 등 국제기준에서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자료를 아무런 조정없이 그대로 발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총량지표와 구
성항목 합간의 차이를 총량 또는 구성항목에 배분하여 억지로 일치시키는 경우 총량지표 또는
구성항목의 물량변동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의 가격 및 물량자료와 비교년의 물량자료가 필요
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도의 가격 및 물량자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가중법에 비
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통계이용자들이 연환지수, 연쇄지수, 연쇄 실질금액 등의 개념과 여러 가지 관련 산
식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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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2>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의 장단점 비교
고정가중법

장점

단점

연쇄가중법

- 총량과 구성항목간 가법성 성립

- 현실반영도 높음

- 통계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움

- 기준년 개편 필요성 낮음

- 자료의 수집 및 계산이 용이

- 지수기준년 개편시 성장률 불변

- 현실반영도 낮음

-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음

- 매 5년마다 기준년 개편 필요

- 통계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 기준년 개편시 과거 성장률이 바뀜

-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복잡

5. 실질 GDP 통계 이용시 유의점
연쇄가중법에 의해 산출된 실질 GDP 통계에서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법성 성립
을 전제로 하는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계산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장기여도 계산시 일반적
인 기여도 산식을 사용하면 부문 기여도의 합이 전체 경제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문 기여도의 합이 전체 경제성장률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기 및 연간 성장기여도 산식을 개발하여 제공6)하고 있다. 또한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질 GDP 금액을 직접 더하거나 차감할 수 없는데 한국은행은 연쇄 시계열의 합산
및 분해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7)하고 있다.

6) 연쇄가중법에서의 성장기여도 계산산식 도출과정은「연쇄시계열의 성장기여도 계산방법」(계간 국민계정,
2008년 제4호, 한국은행)에 게재되어 있으며, 분기 및 연간 성장기여도 계산 프로그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http://ecos.bok.or.kr)의 통계연구/간행물-통계연구자료 코너에 수록되어 있다.
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통계연구/간행물-통계연구자료 코너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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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성장률의 이해

1. 개요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로 실
질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경제성장률은 작성주기에 따라 분기 및 연간
성장률로 나눌 수 있으며, 기준시점에 따라서는 전년동기대비 및 전기대비 성장률로 각각 나뉜
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58년에 최초 작성한 이후 1968년부터는 분기 경제성장률도 작
성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4분기부터는 분기 성장률 주지표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에서 전
기대비 성장률로 전환하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경기변화를 신속히 포착하는 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대비 성장률로 분기 단위의 경기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전환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일부 통계이용자들이 전기
대비 성장률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이용자들
이 오해하기 쉬운 사례를 통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경제성장률의 특징
대표적인 분기 경제성장률로는 해당분기에 우리경제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
장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과 직전분기와 비교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과거 1년 전의 분기와 비교함으로써 사실상 분기 성장이 아닌 1년 동
안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연간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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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가장 큰 단점은 경기전환점을 신속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Ⅴ-3-1>을 살펴보면 전기대비 성장률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①´ 시점부터‘+’부호
를 보이는 반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③´ 시점이 되어서야‘+’부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
년동기대비 성장률의 움직임은 당해년의 경기 움직임은 동일하더라도 전년의 변동패턴에 따라
완전히 상이하게 나타난다.(<그림 Ⅴ-3-2> 참조)
<그림 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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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2>

수준변수와 전년동기비의 움직임

한편 전기대비 성장률은 직전 분기와의 비교를 통해 실제 분기 성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전기대비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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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시점에서 파업발생 등으로 전기대비 성장률이 작아졌다고 하면, 다음 분기의 전
기대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전기대비 성장률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계산시에는 두 시점에서의 충격이 상당부분 상쇄되어 전기대비 성장률에 비
해 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좀더알아보기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비와 원통계의 전년동기비의 비교
GDP에 대한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성장률에 비
해 경기 전환점을 느리게 포착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경기판단을 위해서는 계절
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성장률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동기복을 보여 평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절변동조정통계 및 원통계에
들어있는 불규칙변동성분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에 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만으로 경제통계의 기조적 움직임을 판단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계절변동조정통계 작성에 이용되는
계절변동조정방법에 비해 간편한 계절변동조정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전기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비교1)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성장률
경기판단의 정확성

○

×

경기판단의 적시성

○

×

계절조정방법의 간편성

×

○

평탄성

×

○

주 : 1) ○는 우위항, ×는 열위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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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이용자가 오해하기 쉬운 사례

오해사례1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이용해 분기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년도 동분기 시점과 비교함으로 인해 과거 4개의 전기비를 누적하
여 곱한 값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GDP 계절조정계열 전년동기비는 과거 4개 전기비의 누적곱
과 일치한다. 즉 t분기의 GDP 금액을 Yt라고 하면 전년동기비 Yt /Yt-4는 전기비 4개의 곱과 정
확하게 같다. 이같은 결과는 원계열 전년동기비와 계절조정계열 전기비의 관계에서도 성립한
다고 할 수 있다.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의 전년동기대비는 대체로 근사하며 이동계절성이 없
다는 가정하에서는 정확하게 같기 때문이다.

좀더알아보기

이동계절성(moving seasonality)
이동계절성이란 시계열에서 계절성이 매년 바뀌게 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고정계절성은
매년 동일한 계절패턴을 가지는 반면 GDP 등 대부분의 경제시계열에서는 분기별 계절패턴
이 변화하는 이동계절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GDP 통계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계절팩터(=원계열÷계절조정계열)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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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의 누적성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분기의 움직임보다는
연간 성장률을 가늠하는데 유용하다. 연간성장률은 전년동기비를 전년도 분기금액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합산한 값과 일치한다.
한편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추이로는 분기 움직임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간혹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의 전기차이로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성장률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산식상 전년동기비 전기차이가 해당분기 전기비 뿐만 아니라 전년동기의 전기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t분기와 t-1분기의 전년동기비 차이 (Yt/Yt-4)—(Yt-1/Yt-5)
는 t분기의 전기비 Yt/Yt-1 뿐만 아니라 t-4분기의 전기비 Yt-4/Yt-5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로는 분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며, 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성장률을 이용하여야 한다.

31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3절 경제성장률의 이해

좀더알아보기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이동계절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계절조정계열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과 같다. 즉 시계열이 추세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으로 분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시계열이 고정계절성을 가진다면 원계열 전년동기비는 계절성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계절조정계열의 전년동기비와 일치하게 된다.
● 원계열 전년동기비 :

……………… (A)

● 계절조정계열 전년동기비 :

……………… (B)

(단, TCt는 추세순환, St는 계절변동, It는 불규칙 변동)
(A) = (B) ⇔ St = St-4

오해사례2
반기 성장률은 해당 분기 성장률의 단순평균으로도 계산 가능하다.

상반(하반)의 성장률은 해당 분기 금액을 합하여 성장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간혹 반기 성장
률을 1, 2분기(또는 3, 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
제 전반기대비 성장률을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년 하반의 전반기대비 성장률은 t-1년 4분기와 t년 1분기 전기비가 모두 0인 경우
에만 실제 전반기대비 성장률과 2개 전기대비 성장률의 평균이 같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t
년도 상반의 전반기비는 2개 전기비 (b1, b2)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난다. 이때 가중치는 t-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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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및 t년 1분기 전기비 (a4, b1)로 표현할 수 있다. 가중치가 모두 0.5로 동일한 값을 갖는 경
우는 전기비 (a4, b1)가 1, 즉 전기대비 성장률이 0%이어야 하는 극히 특수한 경우이다. 일반적
으로는 가중치가 모두 0.5가 되지 않으므로 전반기대비 성장률과 2개 전기대비 성장률의 평균
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기 성장률의 정확한 계산은 분기 금액을 합산하여 반기금액 계열
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림 Ⅴ-3-3>

전반기대비 성장률과 전기대비 성장률의 단순평균의 차이

오해사례3
전기비 연율을 가지고 연간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다.

일부 언론 및 통계이용자들이 전기비 연율을 당해연도 연간성장률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사
용하고 있으나 그 유용성은 지극히 낮다. <그림 Ⅴ-3-4>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비 연
율과 연간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성장률의 변동성 및 추이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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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에 비해 변동성도 작고 연간성장률과 추이도 유사한 모습이
다.
예를 들어 어느 연도의 1분기 전기비 연율이 연간 성장률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을 갖
기 위해서는 전년도 3개 분기 및 당해분기를 포함한 향후 4개 분기의 전기비가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비 연율은 연간성장률
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전기비 연율은 전기대비 성
장률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여 실제 분기 성장률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므
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Ⅴ-3-4>

전년동기대비 및 전기대비 성장률의 움직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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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국제기구의 전기비 연율에 대한 권고사항
IMF, OECD 등에서는 전기비 연율이 변동성이 매우 커서 공식통계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MF 분기 매뉴얼에서는 전기비 연율이 연간 성장률의 예측값 또는 향후
4개 분기동안 현재성장이 지속되었을 경우의 연간성장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
고 있다. 왜냐하면 전기비 연율이 연간성장률과 일치하기 위한 가정은 총 8개 분기 성장률이
일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OECD의「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에서는 전기비 연율을 분기 혹은 월 성장률로 공표하는 것을 자제할 것으로 권고
하고 있다. 전기비 연율보다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명시
하고 있다.

Annualized quarterly growth rates do not indicate what the annual growth will be
and are not intended to be simple forecasts of what the annual growth rate would be if
this growth continues for four quarters. The quarterly growth rate has to be constant for
eight quarters for the annualized quarterly growth rate to be equal to the annual growth
rate. (IMF「QNA 매뉴얼」,p146)

Annualized period-to-period growth rates are not recommended for the presentation
of quarterly or monthly growth rates. Preference should be given to the use of year-onyear growth rates. (OECD「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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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급표 및 사용표

1. 개요
1993년 국민계정체계에 도입된 공급표(Supply table) 및 사용표(Use table)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에서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일어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사용
을 행렬형태로 나타낸 표이다. 공급표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었는가를 나타내며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반면 사용표는 어떤 산
업에서 어떤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 즉 산업별 비용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중간소비 혹은 최종소비로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준다. 따라
서 사용표는 현행 생산물×생산물 산업연관표를 생산물×산업의 형태로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통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급표 및 사용표의 작성 목적은 크게 통계목
적과 분석목적으로 나뉜다. 통계목적은 국민계정의 편제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플로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위한 틀로 활용되는 것이다. 가령 GDP
통계 작성시 생산·지출·소득접근 추계치의 단일화 검증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전체 경제
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 플로의 국제비교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편 분석
목적은 거시경제 모형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최종수요와 산출물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이다. 특정 산업부문 또는 생산물의 총산출이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경제여건 변화에 따
른 수요량·고용·투자 변동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생산성 분석이나 에너지 및 환
경문제 분석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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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공급표 및 사용표의 유래
1993년 국민계정체계의 공급표 및 사용표는 1968년 국민계정체계의 U.V표(투입표 및 산
출표)를 개선한 것이다. 국민소득통계와 투입산출통계는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인
R. Stone 교수에 의해 U.V표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국민소득통계
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요소비용 부가가치 추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투입산출통계
는 산업간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민소득통계의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지출)는 투입산출통계의 외생부문인 부가
가치 및 최종수요와 속성상 동일하다. 따라서 양 통계가 발전하면서 국민소득통계와 투입산
출통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그런데다 통계 작성 여건도 변하였다. 과거에는 산업이
단순하여 추계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었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도 복잡해지면서 산업간
거래의 포착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생산활동도 상품별 보다는 산업별로 이루어짐에 따
라 중간투입도 상품별 중간투입을 포착하기보다는 산업별 중간투입을 포착하는 것이 더 용
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8년 국민계정체계에 공급표와 사용표의 전신인 U.V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동 표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와 투입산출통계 간의 정합성은 한층 높아졌고 기존의
생산물×생산물 투입산출표도 일정한 가정 아래 공급표 및 사용표를 수학적으로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급표의 작성
공급표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에 공급된 재화 및 서비스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각 산업이 생산한 주생산물 및 부차적 생산물, 각 상품별 수입액, 도소매·운수 마진, 순생산물
세, 각 상품별 총공급액 등을 체계적으로 표시한다. 행( )에는 생산물이 국제생산물분류(CPC)

31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4절 공급표 및 사용표

에 따라 표시되며 열( )에는 산업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배열되며 수입액과 순생산
물세 등도 함께 표시된다.
가격평가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별 산출액을 기
초가격으로 먼저 표시한 후 조세 및 보조금, 유통마진을 보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생산자 및 구
매자가격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가격은 정부정책 등 외부 영향에 의한 인위적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생산행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공급표의 표준 작성형태는 <표 V-4-1>과 같다. 표에서 대각행렬은 각각의 경제활동의 주체
가 생산하는 주산물이 계상되고 비대각행렬은 각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하는 부차적 생산물이
계상된다. 따라서 열로 보면 일정기간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구조를, 행으로 보면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경제활동주체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시장점유 구조를
알 수 있다.
공

<표 V-4-1>

시장
①
생
시장
산
물 자가최종사용
별 기타비시장
총 산업산출
(기초가격)

산업별
자가최
종사용
②

급

표

기타
비시장

수입

총공급
(기초가격)

유통
마진

순생산
물세

총공급
(구매자가격)

③

④

⑤

⑥

⑦

⑧

M1

SB1=①~④

TM

X11

X12

X13

TX1

SP1=⑤~⑦

X21

X22

X23

SB2=①~④

TX2

SP2=⑤~⑦

X31

X32

X33

SB3=①~④

TX3

SP3=⑤~⑦

I1

I2

I3

시장산출물, 비시장산출물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산출물을 시장산출물, 비시장산출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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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급표 및 사용표에도 적용된다. 비시장산출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장가격이 없거나 경제
적으로 의미 없는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특별한 방법이 적용된다. 관행상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 등 비시장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이용한다.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총고정자본형성 목적으로 생산한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판
매되었을 때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며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생산비용을
적용한다. 자가소유 주거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 서비스가격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반면 자가계정 건설의 산출물은 비용에 기초하여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c.i.f. 및 f.o.b. 표시의 수입
SNA에서 총수입은 f.o.b.로 평가하고 있으나 무역통계의 개별 수입품은 대부분 c.i.f. 가격으
로 평가되어 있다. 총수입에 사용되는 평가법과 개별 수입품의 평가법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
해 수입에 대한 포괄적인 c.i.f./f.o.b. 조정이 이루어진다.
모든 수입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는 개별 수입품의 c.i.f.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적으로는 차감되어야 하며 따라서 c.i.f./f.o.b. 조정을 거쳐 재화의 수입총액은 공급표에서 항상
f.o.b.가액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수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생산자가 제공하는 운송·보험서
비스는 서비스의 수입(輸入)으로 기록된다. 물론 수입과 관련하여 거주자 생산자가 제공하는
운송·보험서비스는 해당산업의 운송·보험서비스의 산출물에 포함된다.
수입품 가격을 국내상품의 생산자가격에 대응시키기 위해 c.i.f. 가격에다 수입세(부가가치
세는 제외)를 더한 가격(통관가격이라고 함)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SNA에서는 이 가격의 사용
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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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표의 작성
사용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과 산업별 비용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표준작성형
태는 <표 V-4-2>와 같다. 표의 중간사용 분면은 산업별(열)로 생산물(행)의 구매자가격 표시 중
간소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분면에서는 구매자가격으로 생산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래 및 운송마진과 생산물세는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다. 구매자
가격에는 공제가능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공제불능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다.
최종수요 분면(표의 상단 우)은 구매자가격의 수출,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을 보여주며
열에는 최종수요의 하위분류로, 행에는 생산물별로 표시되어 있다. 총계 행은 사용범주별로 구
매자가격(공제불능 부가가치세 포함)에 의한 총사용을 나타낸다.
부가가치 분면(표의 하단 좌)은 중간투입 이외의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표시한다. 부가가치
의 주된 구성은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차감), 고정자본소모, 순혼합소득 또는 순영
업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

<표 V-4-2>

시장
생 시장
산
물 자가최종사용
별 기타비시장

U11

산업별
자가최
종사용
U12

기타
비시장
U13

U31

U32

U33

부가가치

V1

V2

V3

산업별 생산액

I1

I2

I3

용
수출
(f.o.b)
E1
E3

표
가계
소비

정부
소비

총자본
형성

총사용

HC1

K1

U1

HC2

K2

U2

HC3

GC

U3

한편 사용표는 불변가격 추정을 위한 가장 완전한 정합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가격과 물량의
상호의존적 측정치를 제공하고, 가격지수와 물량지수 및 디플레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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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수치상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투입산출 구조에서 총부가가치의 불변가격 측정치는‘이중 디플레이션’(double def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물의 불변가액과 중간소비의 불변가액의 차액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디
플레이션 과정은 공급표 및 사용표에 각 생산물별 거주자 생산자, 수입·수출의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분석목적 투입산출표의 도출
공급표 및 사용표를 이용하면 생산물×생산물 및 산업×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입산출표
를 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수학적 도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가정이 필요한데 가령 한 상
품(생산물)은 어떤 산업에서 생산되던 투입구조가 동일하다는 상품기술가정 혹은 한 산업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은 동일한 투입구조에서 생산된다는 산업기술가정 등을 사용한다.
SNA에서는 투입산출 분석에서 투입물과 산출물의 평가 모두를 기초가격을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부문별 세율 및 보조금의 차이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왜곡을 줄이
고 조세제도 차이에 따른 국별 비교 가능성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초가격 표시의 사용표 작성
기초가격 표시의 사용표는 구매자가격 표시의 사용표에서 생산물세, 보조금, 거래 및 운송마
진 등을 구분해냄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보충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국내생산물과 수입(輸入)생산물의 구분
사용표에서 국산재인지 수입재인지 생산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최종수요의 국내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에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재 거래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32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제4절 공급표 및 사용표

가. 구매자별로 분류
나. 보완적 수입과 경쟁적 수입으로 분류
다. 수입재에 대한 별도의 투입산출표를 작성

위의 방법 중 가장 완전한 방법은 수입재와 국산재를 별도로 구분하여 투입산출표를 작성하
는 것이다. SNA에서는 분석목적 투입산출표에서 수입생산물에 대한 별도의 투입산출표를 작성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표는 산업이 아니라 생산물 지향적이기 때문에 대칭적 생산물×생산
물 표와 동일한 형식을 가진다.
공급표 및 사용표를 대칭표로 전환
공급표 및 사용표를 대칭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수정이 필요하다.
처음 단계는 공급표상의 부차적 생산물을 주생산활동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부차적 생산
물은 공급표상에서 비대각(非對角 off-diagonal) 위치에 나타나므로 동 이전작업은 부차적 생산
물을 대각 위치로 옮기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다. 그 절차는 이들 부차적 생산물을 생산된 활
동에서 추출하여 주활동으로 분류되는 활동에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보다 복잡한데 부차적 산출물에 투입된 투입물을 부차적 산출물이 발생된 산업
에서 동 산출물이 주된 활동에 속하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가. 보충적 통계정보 자료를 이용
나. 기계적 방법을 이용

이전방법으로서 부차적 생산물과 관련된 투입물을 별도로 분리해내기 위해 특정 종류의 산
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물에 관한 보충적 정보자료를 가능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쉽지 않아 일정한 가정아래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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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사용표에서 생산물을 첫 단계에서의 활동에 따라 집계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 생산물×생산물의 대칭적 투입산출표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수정작업은 사업장 단위의
자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치는 동질적 생산단위의 자료와 일치한다.

좀더알아보기

주요 국가의 공급표 및 사용표 작성 현황
국가

공급표 및 사용표

대칭형 투입산출표

Australia

O

O

Austria

O

O

Belgium

O

O

Canada

O

O

Denmark

O

O

Finland

O

O

France

O

O

Germany

O

O

Greece

O

O

Ireland

O

O

Italy

O

O

Japan

O

O

Korea1)

△

O

Netherlands

O

O

New Zealand

O

O

Norway

O

O

Poland

O

O

Portugal

O

O

Singapore

O

O

Spain

O

O

Sweden

O

O

U.K.

O

O

U.S.A2)

O

△

주 : 1) 한국은 공급표만 국민계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2) 미국은 대칭형 IO표를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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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력평가(PPP) 환율의 개념 및 조사개요

가. 개념

(1) 정의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
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환율로 국가간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 환산비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10,000원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은 양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설탕 5Kg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0달러라면 명목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매력 기준 환율로는 영국의 경제전문지 The
Economist가 각 국에서 팔리고 있는 맥도널드 햄버거, 즉 BigMac의 가격을 비교하여 계산한
‘BigMac 환율’이 있다.

(2) 구매력평가 환율의 의의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GDP 통계를 각 국가별로 비교하려는 경우에 자국 통화로 되어 있는 통
계를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의 통화(통상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 관계없는 금리나 국제수지, 외환거래자의 예상, 정치
적 불안정 등에 의해 빈번하게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만 소비되고 투자
되는 비교역재의 경우 구매력평가 환율이 상대가격 체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시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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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동 상대가격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력평가 환율
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시장환율보다 국가간의 통계 비교에 있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8) 예
를 들어 스위스의 1인당 GDP가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미국을 상회하나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
로는 미국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의 물가수준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나. 조사개요

(1) 조사방법 개요
구매력평가 환율은 개별국가들의 상품별 가격비를 지출액으로 가중하여 산출된다. GDP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 재화와 서비스(소비재, 서비스, 자본재, 정부 서비스 등) 1,000여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국가간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제거한 통화 환산비율인 구매력평가 환율
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제비교작업의 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9) 먼저 각국은 통일
된 개념과 분류기준에 맞게 기존의 GDP 자료를 조정하고 재분류하는 GDP 자료의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국제비교작업에서 각 GDP 지출항목의 대표품목이 선정된 후에 각 대표품목의 가
격자료를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가격자료가 수집된다. 그 이후 비교국간의 세
부항목별 GDP 자료와 품목별 가격자료로부터 세부항목별 구매력 평가액과 수량비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GDP 총량수준의 구매력평가 환율이 산출된다.

(2) 조사연혁
국민소득의 국제비교작업(ICP: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은 1968년 UN과 펜실베
니아대 국제비교센터(International Comparisons Unit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협력
8) 모든 재화가 교역재는 아니며, 각 국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재화가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구
매력평가 환율은 물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장환율과는 다르다.
9)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기계장비가격, 건설공사비 등 자본재 가격과 정부와 공공부문의 피용자보수 자료 등
을, 통계청은 소비재 및 서비스가격 자료 등을 OECD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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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시작되었다. UN통계위원회(UNSC)에서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7차례에 걸쳐 구매
력평가 환율을 산출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제2차 작업부터 참여하였다. 참여국 수도 1970년
10개국에서 2005년 146개국까지 증가하면서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World Bank를 중심으로 UN, OECD, Eurostat 등 국제기구가 함께 국민소득의 국제비
교작업(ICP)으로서 구매력평가 환율을 산정·발표하고 있다. World Bank는 1993년부터 매년
구매력평가 환율에 의한 각 국의 국민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OECD-Eurostat에서 작업한
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자체개발한 회귀방정식 모델을 이용·연장하여 구매력평가 환율을 추정
하고 있다.10) 추정된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하여 1인당 GDP 등을‘World Development
Indicators’라는 책자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편 OECD는 3년마다 OECD 회원국 등에 대해서 GDP와 그 구성요소들의 가격과 물량 측정
치를 조사하여 각 국의 구매력평가 환율을 작성하고 있다.11) 지금까지 OECD는 1980년, 1985
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및 2005년에 대해 모두 8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우리나라는 OECD에 1996년 11월 가입하여 1999년 조사부터 참여해오고 있다.12)

2. World Bank의 2005년 국제비교작업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World Bank는 UN, OECD, Eurostat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5년 기준 국제비교작업 결과를

10) World Bank는 시장환율에 의한 국민소득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용한 시장환율은 최근 3개
년간의 시장환율을 가중평균한 것(Atlas 방식)으로 통상적인 시장환율과는 차이가 있다.
11) 이는 Eurostat와의 공동작업으로 실시되는데 EU회원국 및 후보국은 Eurostat에서 조사하며 나머지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OECD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다.
12) 따라서 1999년 이전에 OECD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구매력평가 환율은 1인당 GDP, 대외개방도 등을 이용
하여 약식으로 추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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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전세계 14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지역별13)로는 아프
리카 48개국, 아시아/태평양 23개국, 독립국가연합(CIS) 10개국, OECD 및 Eurostat 조사국가 46
개국14), 남아메리카 10개국, 서아시아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자료는 국가간 물가차이
를 고려한 PPP 환율을 이용하여 국제 공통통화로 환산되었으며 각국 및 지역별 GDP, 1인당
GDP, 물가수준지수(PLI : price level index)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PPP 환율은 지출측
면에서 조사된 약 1,000여개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나. 조사결과

(1) 지역별 비교
<표 Ⅴ-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전세계를 100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24.8), 아시아/태평양(40.0), 남아메리카(93.8), 서아시아(86.0)가 세계 평균을
하회한 반면 주로 OECD와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Eurostat 조사지역(294.3)은 세계 평균
을 크게 상회하였다.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GDP 점유율을 보면 OECD/Eurostat 조사지역이 전
세계 GDP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1.9%를 기록하였다. 한편 물가
수준은 미국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OECD/Eurostat 조사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50 내외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표Ⅴ-5-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시장환율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하여 국가간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고소득 국가 그룹과 저소득 국가 그룹간
의 격차가 줄어든다. 이는 저소득 국가들의 물가수준이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13)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과 OECD/Eurostat 조사국가에 각각 중복으
로 포함되어 있다.
14) OECD 30개 회원국,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 46개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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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시장환율을 적용할 경우 54.4에 불과하지
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할 경우 102.6으로 크게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
은 물가수준이 낮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독립국가연합, 남아메리카, 서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지표 비교

<표 Ⅴ-5-1>

1인당 국민소득
(세계 = 100)

GDP 비중(%)
(세계 = 100)
PPP환율기준

시장환율기준

물가수준
지수
(U.S. = 100)

PPP환율기준

시장환율기준

아프리카

24.8

14.1

3.3

1.9

46

아시아/태평양

40.0

20.2

21.9

11.0

41

독립국가연합(CIS)

102.6

54.4

4.1

2.2

43

OECD/Eurostat1)

294.3

362.2

66.3

81.6

99

남아메리카

93.8

60.6

5.6

3.6

52

서아시아2)

86.0

54.7

2.5

1.6

51

100.0

100.0

100.0

100.0

81

세계

주： 1) CIS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음
2) 아프리카에 포함되어 있는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음

(2) 국가별 비교
200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은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6,441달러이나 구매력평가 환율 기
준으로는 21,342달러를 기록하여 2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시장환율 기준 24위,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2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세계 평균 1인당
GDP를 100으로 하여 지수화하면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우리나라의 2005년 1인당 GDP는
237.9로 전세계 평균의 약 2.4배 많은 수준이다.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 본 2005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10,274억달러(시장환율 기준:
7,914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해당된다. 조사대상 146개국 중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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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순이며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
했다. 우리나라의 GDP는 전세계 GDP의 약 1.9%을 점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환율과 시장환율의 비율인 2005년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지수는 77로 이는 우리
나라 물가가 기준국가인 미국 물가의 77%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력평
가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으므로 원화의 구매력은 미국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큰 구매력을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일본, 영국, 독일 등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는 낮
으나 멕시코, 터키 및 동구권 국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역 재화 및 서비스
의 가격이 저소득 국가에서 낮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Ⅴ-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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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GDP, 환율 및 물가수준 비교(2005년)

<표 Ⅴ-5-2>

국

가

명

1인당 GDP
(세계 = 100)
PPP환율 시장환율
기준
기준

GDP 점유율(%)
(세계 = 100)
PPP환율 시장환율
기준
기준

PPP환율
(US$ = 1)

시장환율
(US$ = 1)

물가수준
(PPP환율/
시장환율)

호주

365.6

480.9

1.22

1.61

1.39

1.31

106

오스트리아

380.2

512.5

0.51

0.69

0.87

0.80

109

벨기에

357.6

495.8

0.61

0.85

0.90

0.80

112

캐나다

391.0

485.9

2.06

2.56

1.21

1.21

100

체코

226.1

168.6

0.38

0.28

14.40

23.95

60

덴마크

374.8

661.0

0.33

0.58

8.52

5.99

142

핀란드

339.6

515.4

0.29

0.44

0.98

0.80

122

프랑스

330.4

470.3

3.39

4.82

0.92

0.80

115
111

독일

339.9

468.1

4.57

6.30

0.89

0.80

그리스

284.5

308.2

0.51

0.56

0.70

0.80

87

헝가리

189.7

151.6

0.31

0.25

128.51

199.47

64

아이슬란드

397.2

760.3

0.02

0.04

97.06

62.91

154

아일랜드

424.2

669.5

0.29

0.45

1.02

0.80

127

이탈리아

309.3

417.6

2.96

3.99

0.88

0.80

109

일본

337.6

492.4

7.04

10.27

129.55

110.22

118

한국

237.9

227.4

1.87

1.79

788.92

1,024.12

77

룩셈부르크

780.4

1,110.8

0.06

0.08

0.92

0.80

115

멕시코

126.1

102.4

2.14

1.73

7.13

10.90

65

네덜란드

387.1

536.5

1.03

1.43

0.90

0.80

112

뉴질랜드

273.7

367.0

0.18

0.25

1.54

1.42

108

노르웨이

530.0

902.7

0.40

0.68

8.84

6.44

137

폴란드

151.3

110.2

0.94

0.69

1.90

3.24

59

포르투갈

223.0

243.4

0.38

0.42

0.71

0.80

88

슬로바키아

177.0

121.7

0.16

0.11

17.20

31.04

55

스페인

304.0

360.0

2.15

2.55

0.77

0.80

95

스웨덴

356.6

548.0

0.53

0.81

9.24

7.46

124

스위스

395.9

687.0

0.48

0.84

1.74

1.25

140

터키

86.8

69.3

1.02

0.82

0.87

1.35

64

영국

352.0

515.4

3.46

5.06

0.65

0.55

118

미국

464.5

576.4

22.51

27.93

1.00

1.00

100

OECD/Eurostat1)

294.3

362.2

66.34

81.64

99

세계

100.0

100.0

100.00

100.00

81

주：1) OECD 30개 회원국,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 46개국 포함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29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6절 비관측경제

1. 개념 및 분류
비관측경제(NOE : non-observed economy)란 국민계정 작성시 이용되는 기초통계에 포착되
지 않는 모든 생산활동으로 지하경제, 주로 가계의 자가최종사용을 위한 생산을 포함하는 비공
식부문, 불법활동 및 기초통계 미비에 따른 누락부문 등을 포함한다.
비관측경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UN이 발간한
1993 SNA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통계청(Eurostat)의 시범편제 사업(Pilot Project)15)
에 의거한 분류이다.
1993 SNA는 비관측경제를 지하경제(underground production), 비공식 경제활동(informal
activities), 불법활동(illegal activities)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지하경제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기
여 회피, 법적기준 적용 회피 등을 위해 생산활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활동이다. 비공식 경
제활동은 본인 또는 관련 당사자의 고용기회와 소득을 얻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생
산단위로 조직화 수준이 낮고 노동과 자본의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활동이다. 불법활동은 법
적으로 금지된 경제활동으로 마약 생산 및 거래, 매춘, 장물 판매 및 밀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Eurostat는 비관측경제에 따른 국민계정의 비완전성을 7개 유형(N1~N7)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미등록(not registered)과 관련된 유형으로 지하경제(N1)와 불법활동(N2)과 같이 생산자가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생산자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형태(N3)가 있다. 또한 미조사
(not surveyed)와 관련된 유형으로 조사되어야 할 법적 개인(N4)이나 등록 기업(N5)이 다양한

15) Eurostat은 EU 가입후보국을 대상으로 국민계정 완전성 제고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PPE : pilot project
on exhaustiveness)를 1998~1999년과 2002~2003년중 두 차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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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조사되는 않는 형태가 있으며, 생산자의 고의적인 보고 오류(misreporting-N6)와 기타
통계 부족(N7)의 유형이 있다.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2005~2006년중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의 고의적인 미등록(지하경제)과 이에 따른 보고
오류가 비관측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UNECE의 비관측경제 조사결과
UNECE는 1991년중 9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의 은닉 및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서베이를 처
음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UNECE는 비관측경제의 측정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계정의 완전
성(exhaustiveness)과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2002년과 2005~2006년중
두 차례에 걸쳐 비관측경제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4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UNECE의 3차 서베이 결과(<표 Ⅴ-6-1>)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 및 EU 신규 가입국들의 비관측경제 비중
이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기초통계자료 미비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선진 시장경제국
가들의 경우 비관측경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CIS 회원국들은 GDP에 대한 비관측경제의
비중이 10.7%(벨로루시)~31.6%(몰도바)에 달하였으며, EU 신규 가입국가들도 4.6%(체
코)~18.9%(리투아니아)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은 이탈리아(14.8~16.7%),
멕시코(12.1%), 스페인(11.2%)을 제외하면 대부분 5% 이하 수준이었다.
한편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비시장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일부 체제전환국들은 GDP를
추계할 때 비관측경제 관련부분을 일부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핀란드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 등을 통해 국민소득
통계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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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진국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측정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
임을 보아가며 이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비관측경제 규모

<표 Ⅴ-6-1>

(단위: %)

구분

국명
불

가

비관측경제규모/GDP
리

체
에
EU

헝

신규가입국

라
리

스

토
가
트

투
마
스

니
트

벨

회원국

니

란

루

OECD-EU

비
아

폴
오

니

리

기

9.6

2002

리

11.9

2000

아

8.3~13.6

2000

아

18.9

2002

드

7.8~15.7

2002

아

17.7

2002
2001

아

7.9

에

3.0~4.0

2002

4.0

1998

이

탈

리

아

14.8~16.7

2003

네

덜

란

드

1.0

1995

스

페

인

11.2

2000

스

웨

덴

1.3

2000

주

1.3

2000-01

코

12.1

2003

이

1.0~2.4

1995

국

0.8

1997

아

10.1

2002
2003

노

시
르

웨

미
크

로

아

티

마

케

도

니

터
아
아

르
제

벨

메
르

카
키

니
바

로

조

이

루
지

자
르

흐
기

스
스

스

아

16.3

키

1.7

200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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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소득통계 등 5대 국민계정16) 편제 매뉴얼로 사용되고 있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1953년 UN에 의해 처음 발표된 이래 1968년, 1993년 대폭 개정되었으며 15년 만인
2008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2008 SNA(이하 08SNA)는 1993 SNA(이하 93SNA)의 기본적 이론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경제환경의 변화, 방법론의 개선, 통계 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계정 처리
방식이 상당부문 추가 또는 수정됨으로써 국민소득과 자본스톡, 수출입 규모, 산업간 연관관계
등 경제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선 자산계정에서는 기존 무형고정자산의 포괄범위가 확대되면서 명칭도 지적재산생산물
로 변경되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혁신 및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을 반영하였으
며 부실대출의 처리방식과 연금관련 처리기준이 구체화되고 개선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특성
을 반영한 스톡 및 플로의 처리방식도 명확하게 정의되고 세밀히 기술되었으며 국제금융거래
와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화에 대한 소유권 변경 원칙도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일반정
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확대를 반영하여 관련 계정 처리방식이 더욱 정교해진 한편, 투명성 제고
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 적용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우리나라 국민계정에 반영하면 GDP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고, 자본스톡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가 바뀌고 국제수지통계 및
자금순환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6)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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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융자산17) 관련 내용
비금융자산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신(新)경제’
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존‘무형고
정자산’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명칭도‘지적재산생산물’
로 변경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사본의 처리방법이 수정되었으며 R&D에 대한 지출을 중간소비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변경
하였다. 자산의 일반적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무기(가령 미사일, 군함 등)에 대한 지출도 기존의
중간소비에서 고정자본형성으로 재분류하였다.
비금융자산 주요 변경내용

<표 V-7-1>

항

목

93SNA

08SNA

명칭 변경

무형고정자산

지적재산생산물

R&D

중간소비

고정자본형성

데이터베이스

거액만 고정자본형성

1년 이상은 고정자본형성

오락, 문학, 예술작품의
고정자본 처리 대상

원본

원본 및 사본

종결비용(환경복구비용)

언급 없음

고정자본형성

자본서비스

〃

새로 도입

탄도미사일, 군함 등

중간소비

고정자본형성

영업권 측정방법

법인 유무에 따라
측정방법 상이

측정방법 일원화

공공·민간 파트너쉽

언급 없음

새로 도입

수자원 범위

지하수

희소가치가 있는 지표수 추가

R&D
93SNA에서는 R&D를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이익창출 목적으로 수행되는 투자활동18)임을 인

17)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되며 생산자산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자산으로
고정자산, 재고, 귀중품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비생산자산은 생산을 위해 필요하나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은 자산으로 자연자원 등이 그것이다.
18) 생산과정을 통해 창출된 산출물로서 다른 생산과정에 반복·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자
산의 요건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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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도 식별·평가·상각 등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생산과정상의 중간투입으로 처리하였
다.
그러나 08SNA에서는 R&D를 미래 편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분류상 고정자산
내 지적재산생산물(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19)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R&D 결과물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접근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유롭게 이
용 가능한 R&D에 대한 개발자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중간투입으로 계상토록 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중간소비로 처리하던 R&D 지출을 투자로 처리하게 되면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등이 증가하여 GDP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93SNA는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소프트웨어에 포함해서 보는 한편 거액 데이터베이스 구입
및 개발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08SNA는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기적 관계에 있지만 개념상 서로 구분되는 만큼 이를 분리하여 용어를‘컴퓨터
소프트웨어’
에서‘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고정자본형성으로의 처리 범위를 기존의 거액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로 확대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가액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08SNA는 자체개발용 데이터베이스와 판매용 데이터베이스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체개발용 데이터베이스는 투입비용접근법(sum-of-cost
approach)을 통해 개발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원본 및 사본
오락, 문학작품, 예술품 등의 경우 소비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93SNA
에서는 이들 원본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시장가격) 혹은 미래 기대수익 및 생산비용 등으로
19) 지적재산생산물에는 R&D 이외에 광물탐사 및 평가,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오락·문학·예
술품원본 등 93SNA에서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했던 자산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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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08SNA는 이에 더해 원본 소유자가 계약 등을 통해 사본에 대한 복제 및 사본 사용자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는 경우 혹은 사본사용이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본을
자산으로 인식토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사본이 1년 이상 장기간 생산 활동에 이용되고 사본에
대한 사용허가권 보유자가 편익과 위험을 부담할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사용허가권에 대한 지출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
불함과 동시에 사용허가권 보유자가 사본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산취득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비용 및 종결비용
자산취득 및 처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조세 등 소유권 이전비용을 93SNA는 고정자본
형성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는 소유
권 이전비용을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기록하도록 하였다.
08SNA에서는 소유권 이전비용을 제외한 본래 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되, 소유권 이
전비용은 당해 자산 취득자의 예상 보유기간 동안 상각하는 보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자산취득 관련 소유권 이전비용이 보유기간 동안 완전히 상각되므로 자산
의 판매가격과 새로운 소유자의 구입가격이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수수료, 조세 등 법적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 새롭게 종결비용
(terminal cost)까지 소유권 이전비용 범주에 포함시켰다. 종결비용은 내용연수 경과로 당해 자
산이 더 이상 생산에 이용될 수 없게 될 때 주변 환경복구 및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립
지, 핵발전소, 원유시추설비 등 주로 대규모 시설의 철거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08SNA는 이러한 종결비용을 자산의 전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되, 실무상 규모를 파악하
기 어려우면 예상종결비용(expected terminal cost)을 추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
럽의 경우 예상종결비용 추정의 어려움 등으로 종결시점에 일괄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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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비용을 추정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중시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환경복구 및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본서비스
자본서비스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자본이 내용연수 동안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로, 누적된 자
산으로부터 발생한 생산적 서비스의 흐름을 의미한다.
93SNA에서는 생산에 대한 자본의 기여가 고정자본소모 및 영업잉여 등을 통해 나타날 것으
로 추정하고 있을 뿐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08SNA에서 새
로 도입하였다. 자본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식별하기 곤란하여 자산의 생산자본스톡20)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자본서비스는 영업잉여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영업잉여와 자본서비스간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생산에 이용된 자산의 범위 및 평가 등에 대한 가정에 오류가 있거나 추청치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자본서비스를 식별하면 생산과정에서 자본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금융자산은 자본서비스를 생산
하는 자산의 범주에 대부분 포함되나 귀중품(valuables)은 생산과정이 아닌 보유를 통해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자본서비스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군사용 무기
93SNA는 비행장, 항만, 도로, 병원 등 비군사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구 생산재에 대한 지출
은 고정자본형성으로, 파괴 목적의 군사용 무기에 대한 지출은 중간소비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08SNA는 기존의 처리방법과 마찬가지로 탄약, 로켓 등 일회용 품목은 군사용 재고
20)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되어 현재 잔존해 있는 자산의 스톡에서 생산효율 저하를 보정한 것이다. 자산
의 연령 증가에 따른 생산효율 감소 패턴은 자산의 연령-효율함수(age-efficiency profile)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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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inventories)로 분류하였다가 실제 사용시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일회용 품목이
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과 같이 파괴력이 커서 지속적인 전쟁억제 효과가 있는
품목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파괴나 공격 목적의 군사용 무기 가운데 차량 및 기타장비21) 등을 고정자산으로 인식
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3. 금융서비스 관련 내용
93SNA가 발표된 90년대 이후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새로운 금융기법이 도입되고
금융기관들도 다양해졌다. 게다가 2001년 미국에서 9.11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산출액 측정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서비스 계정
처리방법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금융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표 V-7-2>

항

목

93SNA

08SNA

원보험과 재보험의 계정처리

구분 없음

별도의 거래로 기록

금융중개서비스(FISIM)

자체자금 투자 제외

자체자금 투자 포함

금융자산·부채의 취득과 처분
관련 금융서비스

설명 없음

보유손익 제외

스톡옵션

설명 없음

기간중 피용자보수로 배분

비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실제 지급보험금

거액보험금을 평활화한
조정보험금

무수익 대출

별도의 규정 없음

평가, 이자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고용관련연금기구 분류

기금형 : 비기금형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금융법인 하위부문의 세분화

5개로 분류

9개로 분류

21) 군함, 잠수함, 군사용 항공기, 탱크, 미사일 발사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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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험과 재보험의 구분
93SNA에서는 원보험과 재보험을 구분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반해 08SNA는 고객에게
보험증서를 발행하는 원보험업자의 거래와 원보험업자와 재보험업자간의 거래를 완전히 별도
의 거래로 기록하고 연결처리(consolidation) 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처음에 원보험업자에게 지급되고 그중 일부가 재보험업자에게 지급된다. 총액이
원보험업자 측에 기록되며 재보험회사가 생산한 서비스는 원보험회사의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원보험 가입자는 원보험회사가 손실을 대비하여 재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알 필요가 없다.
금융중개서비스(FISIM)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이 수탁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차입자에게 필요자금을 중개하는 서
비스를 금융중개서비스(FISIM :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라고 한
다.
08SNA에서는 금융중개서비스(FISIM)의 산출액을 차입자가 은행에 지불한 이자와 기준 금리
와의 차액과 기준금리와 실제 예금자에게 지급된 이자간의 차액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93SNA와 달리 자체 자금 투자에 의해 수취한 재산소득도 금융중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고 산출액에 합산하고 있다. 차입자는 차입금이 예금 혹은 금융기관의 자기자금에 의해 제공되
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산정된 산출액의 배분은 93SNA에서는 명목산업(notional industry)으로의 처리도 허용하던
것을 오직 기업에 의한 중간소비, 최종소비, 수출 등에만 배분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금융 자산·부채의 취득과 처분 관련 금융서비스
93SNA에서는 금융 자산·부채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하지 않고 있지만 08SNA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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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등의 거래에 따른 산출액은 구매가와 중간가(매수가와 매도가의 평균)의 차액과
중간가와 판매가 간의 차액을 합산하여 추계토록 하고 있다. 증권 가격은 빠르게 변하므로 자산
에 대한 서비스 가액 계산시 보유손익(holding gains and losses)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중간가격(mid-price)으로 구매 및 판매 마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A라는 증권을 102에 사서 한 달 후 118에 팔 경우 살 때의 중간가격이 100이고 팔
때의 중간가격이 120이었다면 서비스 산출액은 4가 된다((102-100)+(120-118)=4).
08SNA는 외환의 경우도 매수와 매도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유손익은 서비스로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유이익을 제외할 경우 산출물이 과소
평가될 수 있음을 아울러 우려하고 있다.
스톡옵션
피고용자가 특정기간중 부여일(grant date)의 지정가로 자사주를 구입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톡옵션이라고 한다.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인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대리인 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되었다.
93SNA에서는 스톡옵션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나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08SNA
에 와서 이를 피용자보수로 인식하고 반영하게 된 것이다.
스톡옵션 가치의 평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권고 방식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액으
로 평가토록 하고 있는데, 공정가액은 행사가능일의 행사 예상 옵션수에 행사가격을 곱하여 산
출한다. 만일 시장가액이나 기업의 추정치가 없을 경우에는 스톡옵션 가격결정모형(stock
option pricing model)22)을 통해 평가토록 하였다.
계정에의 기록은 행사일 이전까지는 스톡옵션의 공정가액을 금융계정에 피고용자의 자산,
고용주의 부채로 기록하는 한편, 소득계정에는 이를 부여일과 행사가능일 기간에 걸쳐 피용자
보수로 안분토록 하고 있다. 다만, 부여일로부터 행사가능일까지의 가격 변동은 피용자보수의
22) 가격결정모형은 ① 행사가능일 주식 시장가격의 행사가액 초과분 ② 행사가능일과 행사일 사이의 주가 추
가 상승분을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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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으로 처리하는 반면, 행사가능일 경과 후의 가격변화는 보유손익23)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
다.
다만, 실무상 시점별 가격변동을 일일이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여일 이후의 가격변동
전체를 보유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생명보험의 처리방식
93SNA에서는 보험서비스의 산출액은 보험사가 당해 회계연도의 위험을 담보해 준 대가(경
과보험료)와 준비금(reserves)을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추가보험료)의 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상하도록 하였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재분배거래로 2차 소
득분배계정에 경상이전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갑작스런 대형 사고는 예상치
못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보험산업의 산출액이 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출물 측정시‘실제’보험금보다는‘조정’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08SNA에서는 보험산업 산출액 산식에 발생보험금 대신 조정보험금
(adjusted claims)을 적용토록 하였다.
조정보험금 추정에는 기대접근법(expectation approach) 혹은 회계접근법(accounting
approach)을 이용한다. 기대접근법은 보험금 기지급액 등 과거 실적의 흐름을 감안하여 사전적
으로 조정보험금(기대보험금)을 계상하는 방식이며 회계접근법은 보험사의 평준화충당금
(equalization provisions)24)이나 보험사 자체자금을 미리 적립해 두고, 대규모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평준화 충당금에서 대부분 충당함으로써 조정보험금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
이다.
23)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한 자산, 부채 등의 가격변동으로 SNA는 이를 처분가능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득계정이 아닌 재평가계정(revaluation account)에 기록한다.
24) 당기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가운데 일부를 자
본계정으로 별도 적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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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기대접근법과 회계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된
노동과 자본 비용, 정상이윤(normal profit) 등을 합산한 비용접근법을 통해 보험서비스 산출액
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관련 연금기구
08SNA에서는 고용관련 연금기구를 기존의 기금형 및 비기금형 대신 확정급여형 방식(DB)과
확정기여형 방식(DC)으로 분류하고 있다. 확정급여형 방식과 확정기여형 방식 모두 연금 재원
축적을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부담금(contribution)을 분담한다. 피고용자가 수령하는 수혜
금(benefit)은 확정급여형 방식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전에 확정25)되
는 반면, 확정기여형 방식의 경우에는 적립된 부담금(contribution)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투
자소득(이자, 배당), 보유손익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계정에의 기록방식을 보면 피고용자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납부한 부담금은 피용자보수의 일
부로서 소득발생 계정에서 고용주가 지급하고 본원소득 분배계정에서 피고용자가 수취한 것으
로 기록한다.
특히, 확정기여형 방식 연금기구의 경우 적립한 재원으로 얻은 투자소득은 본원소득 분배계
정에 연금기금이 개인에 재산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2차 소득분배계정에는 가계가
사회부담금26)을 지급하고 수혜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4. 금융상품 관련 내용
93SNA이후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은 금융혁신은 새로운 금
융상품의 개발을 앞당겼고, 글로벌화의 진전은 범세계적인 투자은행의 활동을 촉진시켜 새로운
25) 수혜금 규모가 변동하더라도 최소 수령할 수 있는 수혜금이 보장된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으로 간주한다.
26)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납입한 실제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의 합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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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이 탄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08SNA는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와 금스왑 수수료, 지수연동 채무증권, 외화연동 채
무증권, 투자펀드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저리대출이자 등의 금융상품 처리방법을 변
경하였다.

금융상품 주요 변경내용

<표 V-7-3>

항

목

93SNA

08SNA

환매조건부(RP) 증권매매와
금스왑 수수료

기준 없음

이자소득

지수연동에 따른 채무증권
가액 변화

이자소득

이자소득
측정방법의 다양화

외화연동에 따른 채무증권
가액 변화

이자소득

보유손익

투자펀드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기준 없음

재산소득

저리대출이자

기준 없음

경상이전

환매조건부(RP) 증권매매와 금스왑 수수료
93SNA에서는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와 금스왑 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08SNA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매조건부 증권매매27)와 금스왑28)은
증권과 금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나 경제적 위험 및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차입자는 동 증권과 금을 재매각할 수 있고 만기에 동일한 가치를 지닌 증권과
금을 원소유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RP 증권매매와 금스왑에 따른 수수료를 이자소득(재산소득거래)으로 간주한다. 만약
27)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는 미래 특정 시점에 또는 정해진 만기 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대가로 증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8) 금스왑은 외화예금과 금을 교환하면서 미래 특정 일자에 특정 금 가격으로 반대거래를 하기로 약정하는 거
래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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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금융제도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 금융중개서비스(FISIM)로의 처리도 가능하다.
지수연동 채무증권
93SNA는 매 기말 및 기초 미상환 금액의 차액 가운데 기준지수(reference index) 증감에서
비롯된 부분을 지수연동 채무증권의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준지수의 변동분을 이자
소득에 직접 반영하는 동 방식은 적용이 용이한 반면, 기준지수의 변동성이 클 경우 경우에 따
라 부(-)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08SNA에서는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기준지수의 변동분을 이자소득에 직접 반영하는 93SNA 방식 이외에, 매 회계기간별로 전기까
지 상환할 누적금액에 발행시점의 만기수익률(yield-to-maturity)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상
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기준지수의 변동성이 작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을 사
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방식은 이자소득이 매 기(期) 일정비율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만기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상한 상환가액과 실제 실현된 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보유손익(holding gain/loss)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외화연동 채무증권
93SNA는 외화연동 채무증권의 원금 및 쿠폰이자액이 변동될 경우 그 증감액을 재산소득(이
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 부채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증감액을
보유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처리방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08SNA는 외화연동 채무증권의 외화연동으로 인한 원금 및 쿠
폰이자액 변동을 재산소득(이자소득)이 아닌 보유손익으로 인식토록 수정하였다. 보유손익을
계상하기 위해 쿠폰이자 변동분은 해당 기간중 시장환율의 중간을, 동 쿠폰이자 변동분을 포함
한 전체 상환금액 변동분은 기말 기준 환율을 각각 이용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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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93SNA에는 투자펀드(investment fund)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로 식별하는 계정항목이나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08SNA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투자펀드에서 발생
한 소득을 지분소유자의 재산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분배계정내 투자소득지불금(investment
income disbursement)의 하위항목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소유자에 대한 배당과 유보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보이익은 주주에 의해 재투자된
것으로 처리한다.

재산소득의 하위항목

<표 V-7-4>

1993 SNA
- 이자
-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 배당
· 준법인기업의 소득인출
- 외국인 직접투자의 재투자이익
- 임료
-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

2008 SNA
- 이자
-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 배당
· 준법인기업의 소득인출
- 외국인 직접투자의 재투자이익
- 임료
- 투자소득지불금
·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소득
· 연금수혜권 관련 투자소득
· 집합 투자펀드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소득

저리대출이자
대출에 적용한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93SNA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08SNA에서는 저리대출이자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통상 제도
단위 사이의 대출거래에서 이자율을 시장이자율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부과하는 경우를 저리대
출로 정의하고, 저리대출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
이전(transfer)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장금리와 적용금리 간의 차이를 경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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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동액만큼 추가 계상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정부에게 제공한 저리대출의 경우에도 실제이자율과 시장이자율간 차이만큼 경상이전
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상업적인 성격의 저리대출 이자는 구매증진이 목적이므로 정책적 목
적(국제원조적 성격 포함)의 저리대출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5. 국외거래 관련 내용
국외거래에 있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 특성을 반영하여 스톡 및 플로의 처리방법이 수정되
었다. 08SNA에서는 재화의 소유권 변경원칙이 상품 중개, 가공용 중간재의 국경을 넘는 이동
등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것보다 제품 소유자 및 가공
업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화 과정
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와도 일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경제영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거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기업을 독립된 제도단위인 지사 등으로 인식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국외거래의 주요 변경내용

<표 V-7-5>

항

목

93SNA

08SNA

국경을 넘는 가공용 재화의 반출입

해당 제품의
수출입으로 계상

중개무역 이익의 처리방법

서비스 생산으로 처리
(중개서비스)

다국적 기업의 산출액

명확한 설명 없음

관련 국가 국민계정에
안분하는 방안 제시

비거주자 소유 비법인기업

독립된 거주자 제도단위로 인식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

임가공 수수료만 서비스로 계상
해당 재화의 생산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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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재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 가공용 재화의 반출입이 늘고 있다. 국내기업이 원재
료나 반가공(半加工)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해외기업이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후, 동 생산물을 다시 국내기업에 재수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93SNA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없
어도 이처럼 가공용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면 수출로,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수입으로 기록하였
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도 가령 제조 공정이 A국(한국)의 공장과 B국(중국)의 공장으로 나누
어져 있을 경우, 가공용 제품의 국경을 넘는 반출입은 소유권의 변경이 없어도 국제수지표상 소
유권 이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전액 수출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08SNA에서는 국가간 재화의 이동이 있어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으
로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 없이 가공을 위해 해외로 반출되거나 가공
뒤 반입된 제품은 수입이나 수출로 계상하지 않으며 단지 가공료만 서비스 수출입으로 계상한
다.
중개무역
93SNA는 무역상 등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소유권 이전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
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수지매뉴얼(BPM)을 보면 중개무역을 통계작성
경제권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거주자 경제권역에서의 반출입을 거치지 않
고 다른 비거주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정의하고,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제공된 중개무역서
비스의 대가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기간 내에 재화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에는 재화의 수입(輸入)으로 계상하였다가(재고보유) 다음 기(期)에 수입에서 차감토
록 하였다.
그러나 08SNA는 경제적 소유권 변동에 근거한 계정처리에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하
고 중개인이 거주하는 지리적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단지 상품이 중개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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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존과 다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부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제3국에 상품을 원래대로 다시 되
파는 경우, 재화를 획득할 때는 수입이 아니라 부(負)의 수출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는 수출로 기
록한다. 다만 취득된 재화가 다음 기(期)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중개국이 아닌 해외에
있더라도 유통업의 재고변동으로 인식한다.
<표 V-7-6>은 C국의 다국적기업이 중개하여 A국으로부터 B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나
타내고 있다. 이 경우 A국과 B국의 수출입에는 변화가 없지만, C국에는 중개 무역 실시에 따라
발생한 수출입 차액 20을 재화 수출로 계상한다.
중개무역 기록(예시)

<표 V-7-6>

93SNA
재화·서비스
C국

서비스
(중개무역)

A국

재화

B국

재화

합계(세계)

서비스
재화

08SNA
수출

수입

20

재화
(중개무역)

100

20
100

재화·서비스

재화
120

재화

120

재화

수출

수입

-100
120
20
100
120
120

120

다국적기업의 거주성
93SNA에는 여러 경제영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multi-territory
enterprise)29)의 거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공동관
할구역(joint sovereignty zone)에서 조업하는 다국적기업의 거래는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
에 맞추어 관련 영토에 안분하고 있다. 가령 다수 국가에서 조업(操業) 또는 통상(通商)하는 기
29)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영업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고 한다.(Balance of Payment
Technical Expe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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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구성원인 정부 또는 거주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 처리
하고 있다.
한편 08SNA는 여러 국가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을 어떻게 해당 국가
의 국민계정에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영업활동을 별도
로 식별할 수 있다면 지사 등 독립된 제도단위로 인정하고, 설령 국가별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통계목적상 필요하다면 전체 영업활동을 국가별로 배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정부·공공부문 관련 내용
금융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준재정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 및 공공부문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동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
여 국민계정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08SNA에서는 정부·공공부문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산출액 추계 및 계정처리 방법의 합
리성을 강화하였다.

정부·공공부문의 주요 변경내용

<표 V-7-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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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93SNA

08SNA

중앙은행의 산출물 측정

FISIM 방식

FISIM 방식 + 비용합산 방식

공공부문 분류

명확한 기준 없음

명확하게 제시

정부 보증

명확한 기준 없음

보증행위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정부와 공공기업간 거래

명확한 기준 없음

유형별 처리방법 제시

조세의 범주 및 조세경감

조세 범주 불명확

정부서비스 판매와 조세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

정부지배 특수목적기구

명시적 규정 없음

명시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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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산출물 측정
93SNA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중개서비스의 산출액 측정에 대해 일반은행의 금융중개
서비스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FISIM으로 측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산출액 측정에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산출액이 연도별로 과
다 혹은 과소하거나 심지어 부(-)의 값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08SNA는 중앙은행의 산출액을 업무영역에 따라 시장산출물,
비시장산출물, 양자 간 구분이 모호한 중간영역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 다르게 추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정책개입이 없는 순수 금융중개서비스는 시장산출물로 분류하고 FISIM으로, 통화정책서비
스와 같이 수혜자가 사회일반인 경우에는 비시장산출물로 분류하고 비용합산법으로 산출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중간영역30)의 경우에
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리 인식하되, 양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시장산출물로 인식한다.
공공부문 등의 분류
93SNA에서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등 3개 제도부문에 분포한 공공부문
을 하나의 전체 공공부문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다. 우리나라
에서는 공공성 여부를 주로 정부 지배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분류가
모호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08SNA에서 공공부문 등에 대한 분류체계(decision tree)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제도단위 가운데 정부의 지배유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공공부문 내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여부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공법인으
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30) 금융감독서비스의 경우 금융건전성을 도모하여 해당 편익이 사회일반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시
장산출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금융(중개)기관에 한정된다는 측면에
서는 시장산출물로의 인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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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알아보기
공공부문 분류방법

◈ 법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 과반 이상 주식 보유 여부
· 이사회 및 기타 중요 협의체 기구에 대한 통제 여부
· 집행간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 및 파면권 보유 여부
· 위원회 및 기타 지배기구의 운영 및 정책 결정권 보유 여부
· 황금주(golden shares) 및 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 보유 여부
· 규정 및 규율 통제 여부
· 정부가 생산물에 대한 유일한 수요자인 경우(수요독점)
· 정부대출을 통한 통제
◈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 비영리단체의 간부(officer) 임명권 보유 여부
· 중요 의사결정에 정부의 관여를 합법화시키는 규정 및 제도의 존재 여부
· 비영리단체의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부에 대한 차입정도(degree of financing)
· 비영리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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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업간 거래
93SNA는 정부와 공공법인기업 및 공공준법인기업간 이익 이전시, 경상이익은 동일한 성격
으로 인식하나 특별이익은 상이하게 처리하였다. 가령 경상이익은 재산소득으로 인식하여 공
공법인기업은 배당으로, 공공준법인기업은 소득인출로 처리토록 하였지만 특별이익에 대해서
는 공공준법인기업은 정부의 지분인출로 처리하는 반면, 공공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이 없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정기적인 보전은 보조금으로, 비정
기적인 보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08SNA는 공공법인기업의 특별이익에 관한 회계처리방식을 새로 정비하였는데 공공법인기
업에서 발생한 특별이익을 정부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각각 배당과 정부의 지분인출로 나누어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이익을 거액배당(super dividend)으로 간주하고 배당가능이익
가운데 적정수준 초과분은 정부의 지분인출로 나머지는 배당으로 인식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적정수준 초과 여부는 기업의 분배가능소득31) 대비 배당액 비율을 과거평균과 비교하
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기업의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이전을 그 성격에 따라 자본이전, 지분취득, 보조
금 등으로 각각 구분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모가 크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액 중
기업의 누적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전은 자본이전으로, 기업수익성 및 미래 배당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전은 지분취득으로 구분 계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인 손실보전은 기존대
로 보조금으로 계리토록 하였다.
조세의 범주 및 조세경감
93SNA에서는 인허가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인허가발급이 정부의 특별한 노력 없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조세로, 규제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부서비스 판매수입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31) 분배가능소득 = (기업소득 + 수취경상이전 - 지불경상이전 - 연금수혜권증감조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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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08SNA에서는 조세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
수료 수입을 생산비용 회수 정도에 따라 조세 또는 서비스판매로 인식토록 하였다. 수수료가 정
부의 역할수행(통제 등)에 따른 비용을 하회하는 경우는 조세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서비스판매로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정부의 면허 수입은 정부보유자산 이용 등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
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 즉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면 서비스판매로, 그렇지 않으
면 조세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배 특수목적기구
93SNA는 정부지배 특수목적기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제도단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08SNA에서는 정부가 재정활동 및 준재정활동(자산 유동화 및 차입활동 등)
을 위해 명목상 기구인 특수목적기구 설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 특수목적기구는 자산·부채 보유, 위험부담 등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적 제도단위로 인정하는 반면, 비거주자 특수목적기구는 거주자 및 비
거주자간 거래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에 의해 항상 독립적인 제도단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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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Classifications)

● 약어표
(List of Abbreviations)

1. 분류(Classifications)

부록 1

분류(Classifications)

통계의 단위와 구성항목에 대한 표준분류와 정의는 통계의 편제 및 공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활동의 산업별 또는 부문별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체계
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다양한 기초통계 자료
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통계, 특히 국민계정과 같은 통계를 보다 쉽게 추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국민계정통계를 추계할 때 채택하고 있는 부문(sector), 기능(function), 산업 및 상품
(industry and product), 그리고 자산(assets)의 분류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부문의 분류(sector classification)
1. 의 의
1993 SNA에서는 거주자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를 그 주된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
개의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로 분류한다. 여기서‘제도단위’란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
체(entity)로서 법인기업, 정부, 가계, 비영리단체로 구분된다. 또한 5개의 제도부문에는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다.
국내경제를 제도부문별로 분류하는 것은 목적과 형태가 유사한 제도단위들을 하나의 부문으
로 분류함으로써 국민계정의 분석상 유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 제도
단위 집단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거주자 제도단위와 거래하는 비
거주자 제도단위 역시 1993 SNA 계정체계에서 국외부문으로서 하나의 제도부문과 같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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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2. 분류 형태

가. 국내경제(total economy) : 거주자 제도단위
(1) 비금융법인기업부문(non-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비금융법인기업부문은 재화 또는 비금융 서비스의 시장생산을 주활동(principal activity)으로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1)으로 구성된다. 법인기업은 법적절차에 의해 설립된 실체로서
동 기업을 소유하는 다른 제도단위들, 즉 가계, 법인기업, 정부와는 독립적인 제도단위로 인식
되며 그 소유주에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인 이득의 원천이 된다.
법인기업에는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주식회사 등) 및 재단법인이 포함된다.

(2) 금융법인기업부문(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금융법인기업부문은 금융중개활동이나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활동으로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으로 구성된다. 금융중개활동이란 제도단위가 시장에서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금융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가계정으로 부채를 부담하는 생산활동이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중
개활동은 아니나 금융중개를 원활히 촉진시켜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중개 및 보조
적 금융활동의 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다.(<참고 1>
과 <참고 2> 참조)

1) 비법인기업 중에서 별도의 완전한 계정체계를 지니고 법인기업과 동일하게 기능하는 제도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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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인기업에는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중개기관(투자회사, 금융리스 등), 금
융보조기관(증권중개회사, 보증회사 등),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이 포함된다.

(3)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
일반정부란 주로 개별 또는 집합소비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또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제도단위이다. 정부단위는 개별 가계에 재화 및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
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일반 조세 및 기타 소득으로 그 재원을 조달한다.
일반정부부문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모든 부처, 사업체 및 기
구뿐만 아니라 정부단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전체 또는 그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
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이 포함된다. 한편 한
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이 정부의 지배와 주된 자금지원을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nonmarket NPIs)도 일반정부부문에 해당된다.

(4) 가계부문(household sector)
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하며 특정 유형의 재
화 및 서비스(주로 주거와 음식)를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을 말한다. 비법인기
업의 소유자인 가계는 일반적으로 동 기업을 포함하며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은 별도의 제
도단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가계의 주된 기능은 노동의 공급, 최종소비 등이며 생산자로서의
가계는 비법인기업으로서 재화 및 비금융(또는 금융) 서비스를 시장 생산한다.

(5)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부문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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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부문은 그 구성원이나 다른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그
주요 재원을 조달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예로는 노동조합, 전문 직능단체, 학술단체, 소비자단체, 정
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 자선·구호단체 등이 있다.

나.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 : 비거주자 제도단위
국외부문은 거주자단위와 거래하거나 기타 경제적 관계가 있는 모든 비거주자 제도단위로
구성된다. 1993 SNA는 국외부문에 대하여 완전한 계정체계를 편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국외부문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예 : 금융청구권)만을
기록한다.

■ 기능별 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
기능별 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는 생산자와 3개 제도부문(가계,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의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1993 SNA가 제안하고 있는 분류체계이다. 동
분류는 생산자와 제도부문이 특정 거래에 참가하는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 기능(function)을 식
별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 분류라고 한다. 1993 SNA에서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의 4개이다.

●개별소비의 목적별 분류(COICOP)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분류(COPNI)
●생산자지출의 목적별 분류(C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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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자지출의 목적별 분류(COPP: classification of outlays of
producers by purpose)를 제외한 3개의 기능별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의 목적별 분류
(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는 가계가 국내시장에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을 주요 대상별(목적별)로 분류하는 데 이용된다. COICOP에서는 개별
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개별소비지출과 실제개별소비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에서는 개별소비지출을 세분류하지 않고 전체로 분류하고 있다. COICOP을 근간으로 한‘가계
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일반정부의 소
비지출·보조금·경상이전 등의 경상거래와 자본형성·자본이전 등의 자본지출 및 금융자산
의 취득 등을 분류하는 데 이용하도록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일반정부의
기능별 최종 소비지출’은 COFOG를 근간으로 작성되었지만 자본지출과 금융자산의 취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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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제외되어 있다. 일반정부의 기능별 최종 소비지출의 범위는 다음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분류(COPNI,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는‘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과‘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의 분류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
계정에서는 COPNI를 기준으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동 지출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육
●사회복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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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상품의 분류(Industry and product classification)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 산업(경제활동별) 및 상품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통계청, 2008년)2)와 I-O 상품분류(Input-Output
Statistics 상품분류, 한국은행, 2005년)3)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삼면등가의 원칙에 의해 생산, 지출, 분배 어느 측면에서라도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측면의 기초통계 자료가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먼
저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의 크기를 확정(생산접근법)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출측면에서의 국
민소득을 측정(지출접근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특징으로 인해 국민소득
추계시 상품의 분류는 I-O 상품분류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산업의 분류는 대외공표 등의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생산측면에서 주로 I-O 통계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 금액을 측정하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비교년 및 분기 국민소득을 측정하고 있다. 국민소득 추계에 사용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가 I-O 상품분류방식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현
행 1993 SNA에서의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기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 UN, 2008년)을 기초로 대분류(21부문)-중분
류(76부문)-소분류(228부문)-세분류(487부문)-세세분류(1,145부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
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는데 기본
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출물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등)
2.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생산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3) I-O 상품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합대분류(28부문)-통합중분류(78부문)-통합소분류(168부
문)-기본분류(403부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I-O 상품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소 차이점이 있
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분된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투입구조(기술구조) 및 배분구조
를 기초로 I-O 상품분류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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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하여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근거하여 추계결과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산업분류는 대분류(16부문) - 중분류(27부문) - 소
분류(81부문)로, 상품분류는 대분류(16부문) - 중분류(27부문) - 소분류(81부문) - 세분류(399부
문)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산업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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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산업분류(ISIC)1)

< 참고 1 >

대분류

중분류

A
01
02
03
B
05
06
07
08
09
C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D
34
E
35
36

내

용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및 벌목업
어업 및 수경재배업
광업 및 채석업
석탄광업
원유·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탐사 제외)
금속광업
기타 광업 및 채석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조물 제품 제조업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치 제외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기타 장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수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수리업 및 기계 장비 설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수도사업
하수처리업

주 : 1)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ISIC), Re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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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대분류

중분류
37
38

F
39
40
41
G
42
43
44
H
45
46
47
48
50
J
51
52
K
53
54
55
56
57
L
59
60
61
M
62
63
N
64
65
66
67
68
69
70

366

내

용

폐기물 수집, 처리업; 원료재생업
원료재생업
건설업
건물 건설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모터싸이클 도소매 및 수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수 및 창고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우편 및 택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기타 금융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 및 시장조사업
사진촬영 및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 분류(Classifications)

(계속)

대분류

중분류

O
71
72
73
74
75
P
76
Q
77
79
R
80
81
82
83
S
84
85
86
T
87
U
88
89
V
90

내

용

사업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기타예약 서비스업
조사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건물 및 조경 서비스업
사무실 관리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업 제외
예술, 연예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드라마, 음악, 기타 예술 및 연예 서비스업
박물관, 사적지, 식물원 및 동물원 관리업
갬블링 및 베팅업
스포츠 관련 및 유원지,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컴퓨터 및 개인, 가계 재화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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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1)

< 참고 2 >

대분류

중분류

A
01
02
03
B
05
06
07
08
C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D
35
36
E
37
38

내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주 : 1)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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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Classifications)

(계속)

대분류

중분류
39

F
41
42
G
45
46
47
H
49
50
51
52
I
55
56
J
58
59
60
61
62
63
K
64
65
66
L
68
69
M
70
71
72
73
N
74
75
O
84

내

용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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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대분류

중분류

P
85
Q
86
87
R
90
91
S
94
95
96
T
97
98
U
99

370

내

용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 분류(Classifications)

■ 자산의 분류(assets classification)
자산(assets)이란 특정 제도단위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소유
자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실체(entity)로
정의된다. 1993 SNA에서는 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1.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비금융자산이란 경제적 자산 중에서 이에 대응되는 부채가 없는 유형·무형자산을 말한다.
비금융자산은 자산이 산출되는 과정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된다.

가. 비금융생산자산(non-financial produced assets)
비금융생산자산이란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물로 만들어진 비금융자산을 말하는데 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귀중품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fixed assets)이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그 존재 형태에 따라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유형고정자산은 주거용
건물, 기타 건물 및 구축물, 기계 및 장비,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4)을 포함하며 무형고정자
산은 광물탐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 문학 또는 예술품의 원본 및 기타 무형고정자산5)을
말한다.

4) 제도단위의 관리하에 반복적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는 가축, 과수원, 농장 등을 말한다.
5)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 전문지식 등을 말하는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보
유한 제도단위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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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inventories)이란 금기 또는 전기에 생산되어 미래에 판매, 생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화이며 원재료와 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 등으
로 구성된다. 즉, 소유자가 판매 및 재판매하거나 자신의 생산과정에 중간투입으로 사용하려는
자산을 말한다.
귀중품(valuables)이란 생산이나 소비를 1차적인 사용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가치가 상승하
거나 최소한 하락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가치저장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는 생산자산이
다. 귀중품은 귀금속 및 보석, 골동품 및 기타 예술품, 기타 귀중품으로 구분되며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장기간 동안 질적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비금융비생산자산(non-financial non-produced assets)
비금융비생산자산(비생산비금융자산이라고도 함)이란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비금융자산을 말한다. 동 자산은 존재 형태에 따라 유형비생산자산과 무형비생산자산
으로 구분된다.
유형비생산자산(tangible non-produced assets)은 자연에서 생성되었으나 동 자산에 대한 소
유권의 행사 및 이전이 가능한 비생산자산으로서 토지, 지하자원, 비육성생물자원, 지하 수자원
으로 나눌 수 있다. 비육성생물자원이란 경제적 영역 내에 있는 자연림, 자연어장 등과 같이 소
유권을 행사하지만 소유권자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도 자연적인 성장 및 번식을 하는 동·식물
을 말한다.
무형비생산자산(intangible non-produced assets)이란 사회제도에 의해 창출된 자산으로서
특허권의 부여 또는 제3자의 경제적 편익 양도 등과 같은 법률·회계상의 행위에 의해 입증된
다. 동 자산의 소유자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 자산소유자의 허가 없
이는 다른 제도단위가 해당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비생산자산에는 특허
권, 임대차권(lease), 및 기타 양도가능한 계약, 영업권(purchased goodwil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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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은 특정 제도단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
함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 다른 자산과는 달리 타 제도단위에 대하
여 대응부채를 갖는다.
금융자산은 유동성과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특성,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유동성의 개념에는 양도성, 이전가능성, 시장성, 환금성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특성
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1993 SNA에서는 금융자산을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 이외의 증권,
대출, 주식 및 기타 지분, 보험준비금,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지급채무)으로 분류하는데
분석목적상 이를 더욱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통화 및 예금은 현금통화, 통화성예금, 기
타예금 등으로, 주식 이외의 증권과 대출은 만기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보험준비금은 생명보험
준비금,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선급보험료, 미지급보험금 준비금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기타 수취채권(지급채무)은 기업간 신용, 전도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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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BPM5

Balance of Payments Manual 1993(제5판), IMF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OPNI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COPP

classification of outlays of producers by purpose

CPI

consumer price index(소비자물가지수)

CT

control totals(총산출)

ESA95

The European System of Accounts(1995년판)

EU

European Union(유럽연합)

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유럽통계청)

FISIM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금융중개서비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가격)

GDI

gross domestic income(국내총소득)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총고정자본형성)

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국민총처분가능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H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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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ICP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O

input-output(투입산출)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국제표준산업분류)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한국표준산업분류)

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국민처분가능소득)

NI

national income(국민소득)

NNI

net national income(국민순소득)

NOE

non-observed economy(비관측경제)

NPIs

non-profit institutions(비영리단체)

NPISHs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PI

producer price index(생산자물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SAM

Social Accounting Matrix(사회계정행렬)

SDR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

SEEA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환경경제통합계정)

UN

United Nations(국제연합)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SC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유엔통계위원회)

1968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68년판)

1993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93년판)

2008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2008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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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색인(Index)
거래의 기록원칙 75

ㄱ

거래의 평가방법 80
거주자(제도단위) 228, 358 ☞국내경제

가격지수 295 ☞물량지수

거주자의 국내(국외) 소비 223

가계 49, 55, 359

건물건설 118

가계 비법인기업 49, 55

건설서비스 22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50, 54, 359

건설업 118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건설투자 208
건축보수 119

201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200

경상거래 225, 253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64, 195

경상거래계정 252

가법성 303

경상계정 41

가사서비스 185

경상계정잉여 252

가스업 113

경상세 23, 188

간접금융 24, 260

☞ 직접금융

경상수지 225

간접세 61, 188 ☞생산 및 수입세

경상이전 23, 63

감가상각 70

경제규모 242

☞고정자본소모

감가상각비 24

경제성장률 262

개별서비스 203 ☞집합서비스

경제적 비관측경제 330

개인(부문) 228, 254, 255, 258, 260

경제적 플로 40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223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54, 56, 164, 203, 359

개인순저축률 256

경제주체의 분류 48

개인순처분가능소득 256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 276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 256

경제활동별 분류 92

거래 40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267

거래마진 58, 129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268

거래의 기록시점 75

경제활동별 성장률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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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272

국민계정 3, 48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 273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50

계상시점 조정 219

국민계정체계 3, 9, 37

계절변동 289

국민계정통계 38

계절변동조정(통계) 290

국민대차대조표 4, 13, 20, 43

계정 49

국민소득(NI) 245, 276

계층별 층화법(stratification method) 148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 87

고정가중법

국민소득통계 4, 8, 15

294, 298

고정자본소모 70 ☞감가상각

국민순소득(NNI) 245

고정자산 66, 207, 371 ☞유형 고정자산

국민처분가능소득 246, 276

고정투자율 250

국민총소득(GNI) 244, 245, 264

공공비영리단체 165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46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163

국부(통계) 13

공급접근법 193

국외(부문) 52, 55, 228, 360

공급표 316
공제불능 부가가치세 78

국외거래계정 44, 73, 252, 283

광고업 158

국외수취(지급) 경상이전 74

광업 100

국외수취(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 73, 252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265

국외수취(지급) 요소소득 73

교육비특별회계 165 ☞지방정부

국외수취(지급) 피용자보수 73, 252

교육서비스 173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245

교통시설건설 120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242

구매력평가(PPP) 환율 323

국외와의 거래 26

구매자가격 78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국외투자율 286

국내경제 51, 228, 358 ☞거주자 제도단위

국제수지표 5, 12, 18

국내총소득(GDI) 244, 262

국제수지와 국민계정 225

국내총생산(GDP) 244, 262

국제투자대조표 44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24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363

국내총투자(율) 24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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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제도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

국내 최종수요 194, 211

귀속사회부담금 229 ☞실제사회부담금

국민경제의 순환 21

귀속서비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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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임대료 64, 146 ☞귀속서비스

기타업무, 기술 및 전문서비스 222

귀중품 70, 338

기타 오락서비스 183

귀중품의 취득과 처분 70

기타체계 38 ☞중심체계

균형항목 37, 41, 230

기타특별회계 165 ☞지방정부

금속광업 100

기타특수건설 120

금융거래 72

기타 플로 40

금융거래계정 251
금융계정 41, 260
금융법인기업 49, 52

ㄴ

금융보조기관 53, 136

내구 소비재 208

금융보험업 136

내구재 208, 280

금융부문 334

노동소득분배율 250

금융서비스 222

농림어업 93

금융성기금 165

농림어업서비스 93

금융자산 373
금융중개서비스(FISIM) 58, 140
☞실제서비스

ㄷ

금융중개활동 52

당연과목 169 ☞조정과목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147

당해년가격(기준) 82, 263

기금회계 164

☞기준년가격(기준)

기말대차대조표 44

대개인서비스 184

기준년가격(기준) 82, 263 ☞당해년가격(기준)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43

기초가격 77 ☞구매자가격, 생산자가격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302

기초대차대조표 43

대출중개서비스 139

기타 경상세 188

☞금융중개서비스, 예금중개서비스

기타경상이전 231

도매업 126

기타금융중개기관 53, 1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5

기타사업서비스 222

도소매업 125

기타생산보조금 188
기타생산세 61, 188, 189
기타서비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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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본원소득(primary income) 23, 233

ㄹ
라스파이레스 지수 297 ☞파쉐 지수

본원소득분배계정 41, 227
봉사료 60
부가가치 59, 87
부가가치율 88, 109

ㅁ

부가가치접근법 87

마진율 129

부동산 공급업 146

마크업(mark-up)율 128, 129

부동산 관리업 147

명목가격 계열 82 ☞실질가격 계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46

명목금액환가법 91

부동산 임대업 146

무형고정자산투자 209, 371 ☞고정자산

부동산 중개업 147

무형비생산자산 372 ☞비금융비생산자산

부동산관련서비스업 147

물량지수 295 ☞가격지수

부동산 및 임대업 146

물량지수연장법 90

부표 262

민간소비(지출) 195

분류 조정 220

민간연금 233

분배국민소득 83, 89, 227

부동산 감정업 147

분배적 거래 80

ㅂ

불법활동 330

발생주의 75, 189

비거주자 제도단위 228, 360 ☞국외(부문)

방송서비스 152

비거주자의 국내(국외)소비 223

배당금 26

비공식 경제활동 330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230

비관측경제 33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6

비금속광업 101

보유손익(명목, 중립, 실질) 43

비금융법인기업 49, 52, 358

보조금 61, 188, 231

비금융비생산자산 372

보조적 금융활동 53

380

불규칙변동 290

☞유형비생산자산, 무형비생산자산

보험료 63

비금융생산자산 371

보험서비스 (료) 63, 221

비금융자산 335, 371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본선인도 가격(f.o.b.) 80, 219

비내구재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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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203 ☞상품

산업형태별 분류 112

비상품판매수입 196, 203 ☞상품판매수입

산출물 56

비생명보험 53, 63, 138, 231

상업마진 128

비생산비금융자산 372 ☞비금융비생산자산

상품 196 ☞비상품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72, 258

상품판매수입 196, 203 ☞비상품판매수입

비생산자산 168, 335, 371

상품흐름법 88, 194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생명보험 53, 137

비시장 비영리단체 359

생산 및 수입세 23, 61, 188, 231

비시장산출물 56, 164 ☞시장산출물

생산계정 41, 92

비시장생산자 56, 196 ☞시장생산자

생산국민소득 83, 92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 164

생산물보조금 188

비주거용 건물건설 118

생산물세 61, 188
생산의 범위 51

ㅅ

생산자가격 56, 77 ☞기초가격, 구매자가격
생산자산 335, 372 ☞비금융자산, 비생산자산

사업관련서비스업 159

생산접근방법 87

사업서비스 158

서비스 21, 51 ☞재화

사용표 315, 319

석탄광업 100

사회계정행렬(SAM) 38

설비투자 209

사회보장기구 229

성장기여율·기여도 268

사회보장기금 165, 359

소득 22

사회보장현물수혜 203

소득계정 23, 41, 255

사회보험수혜금 231

소득발생계정 41, 230

사회복지서비스 177

소득분배계정 41

사회부담금 229, 231

소득사용계정 41, 235

☞귀속사회부담금, 실제사회부담금

소득세 188

사회부조수혜금 231

소득수취접근법 89

사회수혜금 231

소득의 분배와 처분 22

사회적 현물이전 64, 232

소득접근방법 89

산업 92

소득지불접근법 89

산업연관표 4, 10, 16

소매업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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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소모품 68 ☞재고자산

실제최종소비 203 ☞최종소비지출

소비율 248

실질 국내총소득(GDI) 264

소비재 21

실질 국민총소득(GNI) 264

소유권 이전기준 219 ☞통관기준

실질 무역손익 265

수도업 113

실질금액 90 ☞명목금액

수리서비스 185
수요접근법 193
수출입의 대 GNI 비율 283

382

ㅇ

숙박업 127

어업 93

순기타생산세 190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64, 235

순보험료 63

연쇄지수(chain index) 83, 299

순산출액 87

연쇄가중법 299

순산출접근법 87

연환지수 299

순생산물세 77, 190

열공급업 113

순임료 63

영업잉여 23, 61, 230 ☞혼합소득

순자본이전 251

예금취급기관 53, 137

순자산 258

5대국민경제통계 4, 7, 15

순저축 29, 251

50% 규칙(rule) 57

순환변동 290

오차 및 누락 252

스톡(stock) 6 ☞플로(flow)

완성품 68 ☞재고자산

스톡계정 6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 소비 223

스톡옵션 341

요소비용기준 81 ☞시장가격기준

스톡통계 13 ☞플로통계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247

시장가격 164 ☞기초가격

운송마진 77

시장가격기준 80 ☞요소비용기준

운수 및 통신서비스 221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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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국은행은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초자료 제공처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해당통계의 작성자 외에는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통계(통화금융, 국민계
정, 국제수지, 생산자물가 등)의 발표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공표 이전에는 통
계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범위, 조사방법, 가중치 등 통계작성 방법은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나은 통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경제통계안내센터(☎759-4400)를 설치, 통계관
련 제반 문의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신규통계의 개발, 공표시기의
단축, 통계자료 제공방법의 확충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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