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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며

한국은행은 지난 1957년부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공식편제기관으로서 국민
소득통계를 작성해 왔으며 통계기법의 선진화와 통계의 정도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 실시한 2005년 기준년개편 작업시에는 국제기준(1993 SNA)에 따라 국
민소득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국내총생산 추계에 연쇄가중법을 적용
하고 선진국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지출접근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통계청과 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하여 국가통계발전에 필요한 공
동연구, 통계작성기법 교류, 기초통계자료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보다 알기 쉽고 자세한 해설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지난해 연간 통계 해설서인「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
계」
를 개정·발간한 데 이어 분기 GDP 통계의 개념 및 추계방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06년 발간된「분기 국민소득 추계 편람」
의 기본 틀을 유지하
는 가운데 최근의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쇄
가중법과 같은 주요 이슈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소득통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울러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소득통계 작성에 협조해 주신 조사업체 및 관
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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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개념

제1장

기본개념

제1절 국민경제의 순환
국민경제는 크게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의 창출과정, 창출된 소득을 분배하고 처분하는 과정,
그리고 처분하고 남은 자본을 축적하거나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순환과정을 소득순환이라고 한다.
먼저 소득의 창출과정에서 생산주체는 기계나 건물, 생산요소, 원료 등을 결합하여 경영활동
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데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투자나 소비의 목
적으로 판매될 때 판매액 중 생산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창출된 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의 분배는 창출된 소득을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노동을 제공한 가계
에 대해 피용자보수1)가, 경영주체인 기업가에게는 영업잉여2)가, 정부에 대해서는 생산 및 수입
세가 각각 분배된다.
소득의 처분은 분배된 소득을 받은 경제주체가 각자의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
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 저축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본의 조달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의미하고, 자본의 축적
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투자에 필요한 자본은 우선 자체

1)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와 피고용
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분담금 등을 포함한다.
2) 기업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나 엄밀하게는 감가상각 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등에서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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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저축, 고정자본소모)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 차입, 주식이나 회사채 발
행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된 자본은 기계, 공장부지, 건물 등의 구
입에 쓰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국민경제의 순환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국민소득계정이며,
동 계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흐름을 신속·정확하게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의 순환

<표Ⅰ-1-1>
소득의 발생

소득의 분배

총 산 출

피용자보수(가계)

(-) 중간투입

영업잉여(기업)

분배된 소득의 처분
경상세(정부)
피용자보수

최종소비
저축(투자)
이자·배당·임료(가계)

고정자본소모(기업)

영업잉여

경상세(정부)

생산 및 수입세(정부)

고정자본소모

내부적립(투자)

저축(투자)
구호금(가계)
생산 및 수입세
부가가치(소득)

부가가치(소득)

최종소비
저축(투자)

제2절 국민소득의 개념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재
정규모, 자동차 생산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국민
경제의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어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
이 따른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민소득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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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
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한편 소득은 경제학적 측면, 조세목적 측면, 사회통계적 측면 등 다양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국민계정에서는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생산액(부가가
치)의 합계를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산액(부가가치) ＝ 산출액 － 중간투입

제3절 국민계정체계와 국민소득통계
국민경제의 흐름은 국민소득통계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재화와 서비스
의 공급과 처분내역은 산업연관표를, 경제부문간 자금의 흐름은 자금순환표를, 국외와의 거래
는 국제수지표를,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은 국민대차대조표를 통
하여 각각의 경제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다름에 따라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연결시키는 통계적 틀(framework)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UN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각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국민
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라는 하나의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동 체계에
따라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에,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소득계
정·자본계정에, 자금순환표는 국민계정의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국제수지표는 국민계정의
국외거래계정에,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계정의 대차대조표계정에 각각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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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
대차대조표 등 5개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
제의 활동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내는 국민경제의 종합재
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Ⅰ-1-1>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계정통계의 관계

생

산

계

정

산 업 연 관 표

소

득

계

정

국민소득통계

자

본

계

정

국 민 계 정

자 금 순 환 표
금

융

계

정

국 외 거 래 계 정

국 제 수 지 표

대차대조표계정

국민대차대조표

<해설Ⅰ-1-1>

국민계정통계의 기본개념
국민소득통계
-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
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국민소득이 얼마이고, 동 소득이 경제주체에 어떻게 분
배되고 처분되는가를 소득순환 관점에서 파악하는 통계

6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제1장 기본개념

- 국민소득통계는 경제활동별 최종생산물이나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지출을 대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과 흐름, 그리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 줌과 동시에 경제주
체들의 의사결정과 사후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

산업연관표
-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
에 따라 기록한 행렬(matrix) 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
-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판매되었는가(배분구조)와 같이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자금순환표
-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금융활동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 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
악하는 통계

국제수지표
-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실물과 자금의 흐름)
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상
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기록

국민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
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기록한 통계표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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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소득통계의 구성

제1절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은 통계를 포착하는 방법에 따라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및 지출국민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국민소득은 추계방법은 달라도 그 크기가 동일하다. 먼저 생산주체인 기
업이나 정부가 노동, 자본, 토지 및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 생산국민소득이다. 여기서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료와 임금을, 정부는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생산 및 수입세)을 받게 되고
나머지 이윤이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하여 분배국민소득이라 한
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소비하거나 기업이 차기의 생산을 위한 설비의 증설(공장건설, 기
계구입 등)에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면 각기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세 가지 국민소득이 어떻게 하여 서로 일치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자.
앞장의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함으로써 구
해지는 생산국민소득은 일차적으로 생산요소 제공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에 모두 분배됨에 따
라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구조적으로 그 규모가 일치하게 된다.
또한 생산국민소득 추계의 대상인 국내 생산물은 소비, 투자 또는 수출로 출하되고 그 나머
지는 재고로 쌓일 것이므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지출항목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지출국민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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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민소득은 일치하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소비, 투자, 재고 축적되는 생산물 중 수입되어
사용되는 것은 국내 생산물이 아니므로 수입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제2절 국민소득통계의 구성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생산국민소득은 경제활동별 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과 정부생산자 등으로,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
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등으로,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수
출,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국민소득은「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반을 두고 통계작성의 기
본단위인 399개 품목분류에서 출발하여 차상위의 81개 기본분류, 27개 중분류 및 16개의 대분
류로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소비지출 16개(국외, 민간비영리단체, 정
부 등의 소비 포함), 총고정자본형성 3개, 재고증감 1개, 수출 및 수입 각 2개 등 총 24개 부문으
로 그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생산·분배 및 지출국민소득 각각의 기본적인 항목구성 내역은 아
래의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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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1>

국민소득통계의 구성항목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농림어업

피용자보수

최종소비지출

광업

영업잉여

총고정자본형성

제조업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생산 및 수입세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건설업

(공제)보조금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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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산의 범위
국민경제는 수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간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결과인 생산 또는 처분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하여 통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의 포괄범위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생산의 범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물론 생산자가 자신
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화도 포함시키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생산의 범위에 포함하되 가계의 가
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식사, 음주, 수
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반면 타인에 의해 제공이 가능한 활동(음식준비, 아
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 등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유는 ① 동 서비스의 생산은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인 데다 ②
가사서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와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
가치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
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에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업
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등으로 편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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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국민계정체계」에서는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 사회
보장분담금 등의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생산활동의 결과도 국민소득통계에 포함하도
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설Ⅰ-3-1>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듯이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국민소득통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UN이 1953년에 처음으로「1953 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마련하
여 발표한 이래 1968년, 1993년 및 2008년에 지침서가 개정되었는데 이를 각각「1968
SNA」,「1993 SNA」및「2008 SNA」로 명명
우리나라는 1957년부터「1953 SNA」에 따라 1953년 이후의 시계열을 대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작성해 오다가 1986년에「1968 SNA」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에「1993 SNA」로 이
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는「2008 SNA」로 다시 이행할 계획

제2절 거래의 기록원칙
일반적으로 거래는 일정 시점에서 발생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는 시점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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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발생주의(accrual basis) 원칙에 따라 기록시점을 정하고 있는데
재화는 대금의 실제 수급시점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는 제공된 시
점에서, 소득은 관련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3절 평가방법
국민소득은 대체로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부가가치로 측정되고 있다. 산출액 및
중간투입액 등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및 중간투입량에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추계하
며 이 과정에서 어떤 시장가격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시장가격은 통계작성 당해시점의 가격인 당해년가격과 임의로 정한 기준시점의 가격을 나타내
는 기준년가격이 있는데 기준년가격은 비교년의 실질 국민소득을 작성하는데 이용된다.3)
즉 국민소득통계는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 명목과 실질로 대별되는 바, 명목 국민소득은 대상
기간 동안의 물량변동분과 가격변동분이 모두 반영됨으로써 산출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물가
가 오르면 그만큼 규모가 커지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 실질 국민소득은 기준년의 가격이 비교년
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산출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목
국민소득과 실질 국민소득은 추계절차와 기법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포괄범위가 동일하기 때
문에 가격요인을 제외할 경우 양 지표간에 금액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계정에서 명
목 국민소득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도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명목 국
민소득이 한 나라의 진정한 경제력이나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명목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구조나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때, 실질 국민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물량 수준
3) 기준년의 경우에는 당해년가격이 기준년가격이 되므로 명목 국민소득과 실질 국민소득이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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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입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한편 명목 국민소득으로부터는 경제규모, 1인당 소득, 생산(경제) 및 지출구조,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수출입의 대 GNI 비율, 총저축률, 총투자율 등이 도출되고, 실질
국민소득에서는 전체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도), 지출항목별 증가율,
최종소비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도), 실질 국민총소득(GNI) 등이 산출된다.

<해설Ⅰ-3-2>

국민소득의 실질화
실질 국민소득은 개념적으로 당해연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에 기준년의 해당품목 시
장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됨.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기
간 동안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물량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같은 품
목에서도 디자인, 품질, 규격 등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산출액,
중간투입 또는 부가가치를 금액기준으로 먼저 산정한 다음 이를 관련 가격지수를 이용하
여 실질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실질 국민소득은 전년도 실질 부가가치를 당해연도 물량증가율로 연장(물량
지수연장법), 당해연도 명목 부가가치를 당해연도 가격지수로 환가(명목금액환가법), 그
리고 당해연도 명목 산출액과 명목 중간투입을 각각의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실질화한 후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이중환가법)하는 등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작성
되고 있음
- 물량지수연장법 : 전년도 부가가치 × 당해연도 물량지수 증가율
- 명목금액환가법 : 당해연도 명목 부가가치 ÷ 당해연도 가격지수(디플레이터)*
*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 이중환가법 : (명목 산출액 ÷ 환가지수) － (명목 중간소비 ÷ 환가지수)

14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제3장 작성범위, 평가방법 및 추계절차

물량지수연장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연장하기 때문에 기술구조나 산출물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중환가법은 실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구조나 품질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에 따라 비교년 실질 부가
가치의 정도 제고에 유용함.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으로 실질 국민소득을 추계하고 있음

제4절 추계절차
국민소득 추계의 첫 단계는 기초통계자료 수집이다. 국민소득통계는 170여종의 단위기초통
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체계화되지 않은 단순자료를 포함하면 기초통계자료의 수는 300여종에
이른다.
국민소득통계는 정합성을 갖춘 기초통계자료를 적시에 얼마만큼 많이 수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통계의 질적 수준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초통계자료의 개선·개발과 함께 수
집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국민소득 추계는 우선 기초통계자료의 오류를 확인한 다음 상품기준(399개 품목)의 산
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그 결과가 경제현실과 부합하는지 등 적정성 검토 과정
을 거친다. 다음으로 산업 간의 비교 가능성과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기준 추계액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근거하여 산업기준으로 전환해 준다.
지출국민소득은 정부소비지출과 수출입은 정부 예결산자료 및 관세청 수출입 통관자료를,
소비와 투자 등은 통계청의 관련 통계 및 각종 서베이 자료를 수집하여 오류점검 및 분야별 적
정성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해당분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추계금액을
관련 기초자료 증감률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당해분기자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정부소비지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15

Ⅰ. 국민소득의 이해

출과 수출입은 관련 자료로 직접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간 상호 비교를 통해 국민소득의 수준 및 성장률을
확정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생산 및 지출국민소득의 추계 흐름을 요약하여 표시하면 <그림Ⅰ-3-1>과 같다.
<그림Ⅰ-3-1>

국민소득통계 편제작업 흐름도
(분기 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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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작성주기, 공표내용 및 주요 제공 통계표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는‘분기 속보’,‘분기 잠정’,‘연간 잠정’및‘연간 확정’으로 4가
지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분기통계는 원계열과 계절변동조정 계열이 함께 제공
된다.
먼저‘분기 속보’는 경제활동별(생산) 및 지출항목별 실질 금액과 실질 성장률 등을 해당분
기 종료 후 28일 이내에,‘분기 잠정’시에는‘분기 속보’지표들이 기초자료 추가 등에 따라 다
소 수정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별(생산) 및 지출항목별 금액, 성장률,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민
총소득(GNI), 저축과 투자, 성장기여도 등을 해당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각각 공표하고 있
다. 그리고 해당년도 종료 후 익년 및 익익년 3개월 이내에 발표되는‘연간 잠정4)’및‘연간 확
정5)’에서도‘분기 잠정’통계가 기초자료 추가, 추계방법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다.
분기 국민소득은 연간과는 달리 통계의 발표시기가 촉박한 데다 입수 가능한 기초통계자료
가 일부 제한적이어서 제공되는 지표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분기 국민소득통계로부터“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국내총생산에 대
한 지출”,“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6)”,“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총
저축과 총투자”등의 기본통계표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된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경우 실질과 명목 각
각에 대하여 계절조정계열(금액, 증감률) 및 원계열(금액, 증감률)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는 원계열
4)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저축과 투자, 제도부문별 주요계정 등 표준계정과 주요지표,
각종 부표 등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
5) 연간 잠정시 발표된 지표에 더하여 제도부문별 생산계정과 자본계정을 발표
6) 명목 국내총생산을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이용된다.(자세
한 내용은 Ⅳ.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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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지수와 증감률을,“총저축과 총투자”는 명목 기준의 계절조정계열에 대해 금액과 비
율을 세부 항목별로 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최종
수요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주요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정보통신산업(ICT)의
성장률, 성장기여도 및 비중”등 참고지표도 발표한다.
한편 주요 지표로는 생산 측면에서 전체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 실질 국민총소득(GNI) 및 증감률, ICT 및 비ICT산업 성장률·기여도·비중, 경제활동
별 디플레이터 상승률 등을, 지출측면에서는 지출항목별 및 내수 증감률,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디플레이터 상승률, 설비
투자 및 민간소비의 정보통신부문 증감률·기여도·비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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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별 공표내용

<표Ⅰ-4-1>

작성 및 공표 내용
표

이

름

분기1)
(속보)

분기
(잠정)

연간
(잠정)

연간
(확정)

<표준계정>
종합계정(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거래, 금융거래, 국외거래)

○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
○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
○

<부 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2)

○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

○

○

○

○

○

○

○

○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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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별 재화 수출입

○
○

○

○
○

○

총저축과 총투자

○

○

○

정보통신산업

○

○

○

국외거래(경상거래, 자본 및 금융거래)

○

주 : 1) 실질계열을 대상으로 작성
2) 국민총소득(GNI)은 작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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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Ⅰ-4-1>

계절변동조정
계절변동조정(Seasonal Adjustment, S.A.)이란 기후, 설·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에 의해 1년 주기로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계절변동성분을 통계기법으로 추출
하여 원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
-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통계(원통계)의 구성성분은 변동주기에 따라 추세변
동성분1), 순환변동성분2), 계절변동성분3) 및 불규칙변동성분4)으로 구분 가능
원통계의 계절변동조정
<원통계>

<계절변동조정통계>

추

세

변

동

순

환

변

동

계

절

변

동

불

규

칙

변

추

세

변

동

순

환

변

동

계절변동조정

동

불

규

칙

변

동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동기비에 비해 경기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
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
를 주지표로 채택하였고, OECD도 경제지표 공표시 계절조정된 전기비 성장률을 권장함
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발표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초 미국 상무부가 종전 캐나다(통계청)가 개발한 X-11-ARIMA에
사전조정, 예측모형자동선택, 새로운 진단방법 등을 추가한 X-12-ARIMA를 우리나라 현실
에 맞게 보완한「BOK-X-12-ARIMA」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을 실시
주 : 1) 생산성 증대 등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로서 경제변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2) 주기적인 변동 중 1년이 초과되는 주기를 가지면서 경기순환에 따라 경제활동이 반복적으로 팽창
또는 위축되는 변동
3) 대개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변화로서 계절의 변화 및 각종 사회적 관습에 의해 생성
4) 파업, 자연재해 등 불규칙 요인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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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역사는 해방 전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전에는 조선총
독부 재무국에서, 해방 직후에는 당시 기획처(경제기획국), 재무부(사세국), 조선은행(조사부)
에서 생산, 분배 및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추계하였다. 또한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치된 UN의 경제조정관실에서도 원조정책의 지침을 얻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을 추계
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한 결과 상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연관성도 결여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후 1957년 8월 홀(James K. Hall)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내한하였던 미국 재무부 사세고문
단은‘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건의’에서 각 기관의 상호연관성 없는 추계를 지양하고 한국
은행으로 하여금 국민소득통계를 전담케 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그 권고가 채택됨으
로써 이때부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공식 편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58년 한국은행은 UN이 권고하는 방식(1953 SNA)에 따라 1953 ~ 57년간의 산업별 국민총
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경상 및 불변가격(1955년 기준)으로 작성·발표하였으며
1959년에는 분배국민소득 계열, 일반정부수지표, 대외거래표 등의 편제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소득통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정책의 입안 및
분석자료로서 분기별 국민소득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1960년 이후의 분기별 계열을 소
급 정비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마다 국민소득통계를 작성·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는「1968 SNA」에 의거 국민소득, 자금순환, 국제수지표를 통합한 국민계정통계를,
1988년에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한 생산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개의 국민계정체계를 갖추었고 1995년에는 경제성장률의 중심지표를 종전의 국민총
생산(GNP)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부터는「1993 SNA」의 권고사항인
국민총소득(GNI) 지표를 도입하고 분기 명목 국내총생산 및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외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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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0년 기준년 개편과 함께 기초가격에 의한 산출물의 평가, 금융중개서
비스(FISIM)의 처리방법 변경, 병원 등 민간목적으로 변경 가능한 군용시설 등을 추가하는 자본
형성 및 고정자본소모의 범위 확대 등「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2004년) 분기 속보
치를 처음으로 발표(2005년)한 데 이어 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지표를 원계열 기준 전년동기비에
서 계절변동조정계열 기준 전기비로 전환(2006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2009년에는「1993 SNA」기준에 따라 기존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고 지
출국민소득(GDE) 추계방법을 생산국민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흐름법 대신 민간소비, 재고
증감 등 지출 항목을 직접 추계하는 지출접근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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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민소득이란「1993 SNA」중 경상계정의 첫 번째 계정인 생산계정에서 도출되는 국민소
득으로서 산출물에서 동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중간재화·서비스(중간소비)를 차감한
부가가치액을 말한다.
생산계정의 구성항목인 산출액, 중간소비 및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분류체계상의
상품(399부문)별 추계가 이루어진 후 동 상품기준을 산업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에 대한 상위 수준의 경제활동별(산업별) 금액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별(산업별) 분류를 대산업 수준에서 16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표
Ⅱ-1-1>과 같다.
한편 산업별로 추계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국내총생산(GDP)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산업별 부가가치가 생산물세가 제외된 기초가격으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총
생산(GDP)은 기초가격으로 평가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 즉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보조금)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 Ⅱ-1-1>

경제활동별 분류(16개 산업 부문)

농림어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광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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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Ⅱ-1-1>

생산계정의 이해
생산계정은「1993 SNA」중 경상계정의 첫 번째 계정으로서 생산의 결과인 산출물과 동 산
출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재화·서비스(중간소비), 그리고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키는 균형
항목(balancing item)인 부가가치를 기록한다.
생산계정<표 Ⅱ-1-2>을 살펴보면 원천인 대변에는 산출물의 가치인 산출액을 표시하고 사
용을 나타내는 차변에는 산출물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중간소비액과 균형항목인 부가가치액
이 표시된다.

<표 Ⅱ-1-2>

생산계정

(사용)

(원천)
중간소비
총부가가치
고정자본소모

산출액

순부가가치

현재 한국은행은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정부, 개인 등 경제
주체별로 산출액, 중간소비액,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정리한 통계표로서 제도부문별 소득
계정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경제정책 변화 등이 각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한편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은 현재 연간 통계만을 작성하고 있는데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
계정을 2010년 기준년 개편시부터 작성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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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출물
1. 정의
산출물(output)은 한 사업장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로서 그 사업장 밖에서 사용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부수적 활동에 의해 생산된 서비스 포함)가 같은
회계기간 중 동일 사업장내의 타 생산과정에 사용(공정 자가소비)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출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는 산출물을 생산과정이 아닌 사업장 또는 기업체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이
다. 또한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기업의 산출물 합계는 개별 사업장
의 산출물을 합한 것과 일치한다.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는 통상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 기록하나 생산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
어지는 경우 당해기간 중 산출액은“재공품(work-in-progress)”으로 기록한다. 여기에는 농산
물, 선박, 건물 등이 해당되며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생산된 산출물을 생산 완료시점에 일괄
기록할 경우에는 경제현상을 왜곡하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출물로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는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고증가(재공품 포
함),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총고정자본형성, 무상제공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산출물 중 실
제로 판매되거나 기타 형태로 사용된 재화 중 일부는 당기 생산분이 아니라 종전에 생산되어 보
관하고 있는 재고분인 경우도 있으므로 산출액은 아래와 같은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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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액 ＝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 판매액과 기타 사용가액
+ 생산된 재화의 재고증감 가액
한편 산출물은 그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 산출물, 비시장산출물로 구
분한다.

2. 측정방법

가. 시장산출물
시장산출물은 시장에서‘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으로 판
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말한
다.「1993 SNA」에서는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의 존재 여부
로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산출물 총액은 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된 재화·서비스의 가액 ② 물물교환된 재화·서비스의 가액 ③ 현물지급으로
사용된 재화·서비스(현물급여 포함)의 가액 ④ 한 사업장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동일한
기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중간투입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한 경우 그 공급량의 가액 ⑤ 위
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완성재·재공품의 재고증감 가액 등의 합계액으로 파악된다.
산출물의 기록은 판매되는 산출물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이 생산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시점에 기록하고 이의 평가는 판매시점의 기초가격
(basic prices)1)으로 하되 기초가격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생산자가격2) 평가를 하게 되며, 선지
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과징금 등은 판매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가액
은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물물교환의 경우 기록시점은 재화의 소유권이
1) 기초가격 = 생산자가격 - (부가가치세 제외 생산물세 - 수취보조금)
2) 생산자가격 = 구매자 지불가격 - 구매자부담 부가가치세 - 거래 및 운송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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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때에 기록하며 평가방법은 이를 판매하였을 경우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현물급여 또는 기타 현물지급의 기록시점과 평가방법도 물물교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한편 산출물의 재고증감은 원칙적으로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PIM)3)으로
평가·기록되어야 하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량측정법
(quantitative measure)이 많이 이용된다.
재고증감액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기간 중 평균가격

<해설 Ⅱ-2-1>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
「1993 SNA」에서는‘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을 생산자
의 공급의도 물량과 소비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라 정의하고 있
다. 산출물이‘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경우를 시장산출물
(market output)이라 하며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라 한다.
반대로‘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산출물을 비시
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라 부르고 있다. 다만「1993 SNA」에서는‘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정부수지와 정부부채의 평가메뉴얼(ESA 1995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에서는‘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의 판단 기준으로 50% 규칙을 제시하
고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되는 경우를‘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
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50% 규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수개년도에 걸쳐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3) 재고의 입고가액은 입고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출고가액은 출고시의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인플레이
션에 의한 보유이득을 부가가치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법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29

Ⅱ. 생산국민소득

나. 자가 최종사용 목적 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 산출물은 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 사용할 목적으
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며 자가 최종소비와 자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된다. 자가
최종소비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가에서 자가소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법인기
업은 성격상 소비가 없으므로 통상 자가소비는 비법인기업에서만 발생한다. 자가 총고정자본
형성은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 모두 해당되는데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자가사용을 위해 특
정기계를 생산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가 최종사용 목적 산출물 총액은 ①
가계기업이 생산하여 자가소비한 재화·서비스의 가액 ② 기업이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
하여 보유하는 고정자산(자가계정 총고정자본형성)의 가액 ③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한 완성재·재공품의 재고증감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자가 최종사용 목적 산출물에는 가계 구성원이 생산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를 제외하지만 유
급 가사종사자가 생산한 서비스나 자가소유주에 의한 주거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가 소비 목적의 서비스는 재화에 비해 생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기업이 자
가소비 목적으로 생산한 서비스(수송, 저장, 유지보수 등)는 부수적인 생산활동으로 이를 주활
동과 별도로 구분하여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생산으로 측정하지 않고 주
활동에 포함하고 있다 .
자가 최종사용 목적 산출물의 기록시점은 생산이 발생한 시점이 되며 이의 평가방법은 동일
한 재화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되었을 경우의 기초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을 입수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생산비용으로 평가한다. 한편 유급 가사종사자가 생산한 서비스는 피용자보수만
을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중간소비 및 고정자본소모는 계상하지 않으며,
자가소유 주거용 건물의 주거서비스는 동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추정
임대료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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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시장산출물
비시장산출물은‘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 또는 정부가 생산하여 다른 제도단위 또는 사회 전체에 무상 또는‘경제적으로 의미없
는 가격’(economically insignificant prices)4)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공공행정, 국방서비스, 국공
립교육, 보건서비스 등 개별서비스5) 또는 집합서비스(공공재)6)를 들 수 있다.
비시장산출물 총액은 ①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타 제도단위에게 개별 또
는 집합으로 공급하는 재화·서비스의 가액 ② 동일한 비시장생산자에 속하는 한 사업장이 다
른 사업장에게 중간투입용으로 공급한 재화·서비스 가액 ③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한 완성재·재공품의 재고증감 가액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하는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에 의한 평
가가 불가능하므로 생산비용으로 평가한다. 공공행정, 국방 등의 경우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 보건 등도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그 성격이 달라 유사 산출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물에 대해서는
영업잉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비시장생산자가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예 : 비시장생산자인 박물관에서 시장산출물인 기념품을 판매)에도 전체 산출물
을 모두 생산비용으로 평가한다. 이때 비시장산출액은 총생산비용에서 시장산출물의 판매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4) 수요·공급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는 일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또는 무상으로 공급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초과수요를 일부 억제하기 위해 행정적 또는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가
격 수준이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현저히 낮다.
5) 개별 가계에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의료, 보건, 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6) 공동체 전체 또는 공동체의 특정부분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치안 및 국방, 공공보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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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 측정방법
각 산출물은 시장에서의 거래시점과 관계없이 재화의 생산(또는 서비스의 제공)시점 기준으
로 평가하며 시장가격 등 평가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입비용으로 평가한다. 또한 생
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의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산출액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만약 어
떤 전자회사가 대당 50만원짜리 TV를 1만대 생산하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산출액은 모두 50억
원이 된다. 이 때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산된 것은 모두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즉 앞의 예에서 1만대 가운데 5천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여 있다
고 하더라도 산출액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농가에서 가마당 16만원인 일반미를 10가마
생산하여 가족이 모두 소비한 경우에도 농가의 산출액은 160만원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등의 산업은 생산한 재화의 물량에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출액을 측정한다. 전기업은 전력판매량에 전기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액을 측정하
고 건설업은 당해기간의 공사분(기성액)만을 산출액으로 측정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통 서비스 판매에 따른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산출액으로 측정하
고 있다. 즉 화물운수 및 창고보관업은 화물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대가인 화물운임 및 보관료를
산출액으로 측정하고 호텔이나 여관의 경우에는 숙박료를, 학원은 수강료 수입액을 산출액으로
측정한다.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액인 거래마진액을 산출액으로 측정하
고 있으며 금융업의 자금중개에 대한 산출액은 금융중개서비스(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 FISIM)7)를 산출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동 서비스의 평가는 서비스
를 생산하는데 투입한 재화 및 서비스 금액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산출액으로 측정
한다. 또한 가사서비스는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 즉 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취한 급
여(피용자보수)만을 산출액으로 측정한다.
7) 금융중개기관의 예금 및 대출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Ⅱ-3-8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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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간소비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또는 중간투입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투입
(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액을 말하며, 고정자산의 소비는 부가가치 항목인 고정자본소
모로 별도 계상하므로 중간소비에서는 제외한다.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
니라 주활동을 지원하는 부수적 활동(예: 구매, 판매, 마케팅, 회계, 자료처리, 운송, 보관, 유지
보수, 보안 등)에 투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 가액도 포함된다. 이는 부수적 활동을 주활동과 별도
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활동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중간소비로 계상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평가는 중간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과정
에 투입된 시점의 구매자가격(purchaser’
s prices)8)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구매자가격이란 구
매자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한 단위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해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이다. 따라서 구매자가격은 생산자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공제불능부가가치세
(non-deductible VAT)와 구매자가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운송료(운송마진)를 더한
가격이 된다. 여기에서 공제불능부가가치세란 구매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
치세 납부채무(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한편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서비스를 A사업장의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산
출물이나 중간소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A사업장이 생산한 재화·서비스를 동일기업내
의 B사업장의 생산에 투입할 때에는 이를 A사업장의 산출물로 계산하고, B사업장은 중간투입
으로 계상한다.
또한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의 구분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다른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에 투입되는가 아니면 소비주체인 가계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즉 똑같은 비누
와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구입하여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면

8) 구매자가격 = 기초가격 + 별도로 지불한 수송비용 및 유통과정에서 전가된 상업마진의 누적액 + 공제불능
조세(보조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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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소비로 계상하고 근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
한다.
또한 중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구분은 생산자가 구입한 재화가 회계기간 중 소진되는가
또는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수선비의 경우 자산을 정상적
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비로 계상하지만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
키거나 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면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한다. 한편「1993 SNA」에서는
정부가 구입한 군사장비 중 군함, 잠수함, 전투기, 탱크, 미사일운반기, 발사대 등 군사용 장비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2008 SNA」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3절 부가가치
1. 정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중
간투입)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즉, 전자회사가 50억원의 TV를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와 브라운
관 구입비, 광고선전비, 판매비 등 중간소비로 30억원을 투입하였다면 이 회사의 부가가치는 20
억원이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
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
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
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부담금도 모두 포함한다.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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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세를 차감한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
득 형태로 나타난다.「1993 SNA」에서는 가계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
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회계기간 중 생산자 소유의 고정자산이 생산
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감모와 일상적인 비율의 진부화 또는 손실 등에 따른 고정자
산 가치의 감소로 정의되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적 사건에 의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정자본소모는 생산자가 소유한 모든 유형·무형의 고정자산
을 대상으로 하되 귀금속, 보석 등 귀중품과 생산된 산출물이 아닌 토지, 광물, 기타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의 감모나 질적 저하, 그리고 물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가치
변동은 고정자본소모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되며 생
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며,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한편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로 구
분한다.

2. 추계방법
산업별 부가가치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정
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동산 및
임대업은 산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명목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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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산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실질 부가가치액에
전년동기 대비 금분기 실질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여 도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련항목별 지출액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항목별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액을
계산한다.
산업별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의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별 추계방법(요약)1)

<표 Ⅱ-2-1>

당해년가격(명목)
산출액
농림어업
(재배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중간투입

도소매업

36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

전년동기 실질산출액×재배면적 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재배면적 증감률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실질산출액×가격지수(PPI, 수입물가지수 등)

전년동기 실질산출액×생산량 증감률

중간투입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
가격지수(PPI, 수입물가지수 등)

전년동기 실질 부가가치×실질 산출액 증감률

산출액

실질산출액×가격지수(수출디플레이터, PPI)

전년동기 실질산출액×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중간투입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율 (기업경영분석 등)

전년동기 실질부가가치×실질산출액 증감률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판매금액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산출액×판매량 증감률

중간투입

수도사업

건설업

전년동기 명목산출액×재배면적 증감률
×가격지수(PPI 등)

기준년가격(실질)

명목산출액×중간투입률 또는
결산서 중간투입항목 합계액

실질산출액×중간투입률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건설기성액, 공사면적×가격지수

명목산출액÷가격지수

중간투입

실질중간투입×가격지수

실질산출액×중간투입률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상품별 명목공급액(산출액＋수입액-수출액－재고)
×마진율(확정연도분)

명목산출액÷
가격지수(PPI, CPI, 수입물가지수 등)

중간투입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율 (기업경영분석 등)

전년동기 실질부가가치×실질산출액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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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서비스업 생산지수(경상) 증감률

명목산출액÷가격지수(CPI 등)

중간투입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율(기업경영분석 등)

전년동기 실질부가가치×실질산출액 증감률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매출액 증감률(결산서 등)

명목산출액÷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가격지수(PPI, CPI 등)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매출액 증감률(이자, 수수료 등)

(FISIM)
전년동기 실질산출액×
실질 이자부자산·부채 증감률
(실제서비스 및 보험업)
명목산출액÷가격지수(PPI,CPI)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
중간투입 증감률(판매관리비 등)

명목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물량증감률×가격지수(CPI)
또는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서비스업 생산지수(경상) 등 증감률

전년동기 명목산출액÷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율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율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매출액 증감률(결산서 등)

명목산출액÷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가격지수(PPI, CPI 등)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명목중간투입＋명목부가가치

중간투입＋부가가치(사후산출)

중간투입

항목별 지출의 합 또는 항목별 증감률 이용

명목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항목별 지출의 합 또는
부가가치 항목별 증감률 이용

- 실질피용자보수＝
전년동기 실질피용자보수×공무원수 증감률
- 실질고정자본소모＝명목고정자본 소모÷
가격지수(PPI, 건설업디플레이터 등)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매출액 또는 경상경비 증감률

명목산출액÷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가격지수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및
국

방

사업·교육·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주 : 1) 상기 경제활동별 추계방법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추계과정을 일반화·단순화시킨 것이며, 실제 하위부문 추계과
정은 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Ⅱ-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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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림어업
1. 정의
농림어업은 농경지에서 곡물,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활동(재배업), 가축 등 동물을 사
육·증식하는 활동(축산업),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종자의 채취 및 산림용 묘목의 생산, 벌목, 야
생식물의 채취활동(임업), 바다·호수·강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어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활
동(어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농림어업서비스)을 포괄한다.

2. 포괄범위

가. 재배업
재배업은 농경지에서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으
로서 벼, 보리, 잡곡 등 곡물작물, 채소, 과일, 화훼작물, 섬유작물 등의 각종 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활동과 임업에 포함되지 않는 수목의 재배 및 생산, 산림용 이외의 양묘 및 종자의 생
산, 버섯·콩나물 재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벼와 맥류의 경우에는 파종부터 수확, 가공 등 일련의 과정 중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활동만
을 재배업으로 분류하고 그 이후의 도정활동은 제조업의 정미 또는 정맥부문에서 포괄한다. 따
라서 수확시 발생하는 볏짚, 보리짚 등은 재배업의 부산물이 되나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
겨, 왕겨 등은 정미 또는 정맥부문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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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업
축산업은 젖소, 육우, 양돈, 가금 등의 가축을 사육, 증식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축산물을 얻
는 활동으로서 가축의 성장, 증식, 사육에 의한 가축의 순증 및 도살, 우유 및 달걀 등의 생산물
을 포괄한다.

다. 임업
임업은 산림용 종자의 채취, 묘목의 생산활동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영림), 산
림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목재와 연료재를 생산하는 활동(원목 및 용재1)), 산림에서 산채·버
섯·종실2) 등을 채취하는 활동(식용임산물), 녹비3) 및 퇴비, 산림사료, 땔감 등의 채취와 수렵
활동(기타임산물) 등을 포함한다.

라. 어업
어업은 바다·강·호수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고 채취하는 수산어획과 인공적 시설을 갖추
어 수산동식물을 키우는 수산양식을 포괄한다.

마. 농림어업서비스
농림어업서비스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농림어업의 각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으로 농경 및 수리관개서비스, 농수협지도서비스, 임업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1) 연료 이외에 건축, 가구 등에 쓰이는 나무
2) 대추, 잣, 도토리, 산딸기 등
3) 풋거름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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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의 포괄범위

<표 Ⅱ-3-1>

구

분

포

괄

범

위

재

배

업

곡물류, 채소 및 과실류,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작물

축

산

업

낙농, 육우, 양돈, 가금, 기타 축산

임

업

영림, 원목 및 용재,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

어

업

해면어획, 내수면어획,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농림어업서비스

농경 및 수리관개서비스, 농수협지도서비스, 임업서비스 등

3. 추계방법

가. 개 황
농림어업은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나 영농규모가 영세하
고 생산자가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 데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통계조사가 어려
워 분기 추계의 경우 기초통계자료가 취약함에 따라 적지 않은 부문에서 간접적인 추정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농림어업은 작물별로 수확시기가 다르고 기후,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해외농산물 수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산출량과 가격이 시기별로 크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재배업의 경우 기존에는 수확시점을 기준으로 작물의 생산액을 해당분기에만 포착하였으나
성장기간이 긴 농작물의 경우 기간 중 성장분을 생산으로 인식토록 하는 SNA의 권고에 따라
벼, 시설채소 등 일부 작물의 경우 전체 생산액을 기간 중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4)

4) 벼는 연중 4분기에 걸쳐 재배되므로 연중 생산량을 4개 분기로 배분하였는데 캐나다 통계청의 밀 분기 배분
기법인 최소제곱법(quadratic minimization)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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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재배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곡물, 채소, 과일 및 기타작물 등은 주로 품목별 전년동기 산출액에 재배면적 증감률과 생산
자물가지수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벼를 비롯한 생육기간이 긴 일부작물의 경우는 연간
예상생산량을 분기로 배분한 후 해당분기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용한다. 다만 생산자물가지
수의 적용이 곤란한 작물의 경우에는 농가판매가격지수를 적용한다.
품목별 기초자료 현황

<표 Ⅱ-3-2>

품

목

명

생 산 량

가

격

벼, 시설채소 등 생육기간이 긴 작물

예상생산량(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

재배면적(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중간투입
종자비, 비료비, 수리관개비, 농약비, 농경비, 기타중간재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년동기 항목
별 명목 중간투입에 당해분기 재배업 실질 산출액 증감률과 농가구입가격지수상의 항목별 증
감률을 적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재배업 부가가치를 구한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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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곡물, 채소, 과일 및 기타작물 등은 주로 품목별 전년동기 산출액에 당해분기 해당 작물의 재
배면적 증감률을 곱하여 품목별 산출액을 추계한 다음 이를 합산한다. 벼를 비롯한 생육기간이
긴 일부작물의 경우는 연간 예상생산량을 분기로 배분하여 적용한다.
중간투입
종자비, 비료비, 수리관개비, 농약비, 농경비, 기타중간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항목별 전년동
기 중간투입에 재배업 실질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여 당해분기의 항목별 중간투입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부가가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재배업 부가가치를 구한다.

(2) 축산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낙농, 육우, 양돈 및 가금은 순증과 도축으로 구분되는데 순증두수에 대해서는 농협의 축종
별·연령별 당해분기 산지가격을, 도축두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당해분기 도
축체중에 근거한 도축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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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뽕잎, 누에씨, 수의사진료비, 달걀부화비, 사료비, 초지조성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년동기
항목별 명목 중간투입에 당해분기 실질 산출액 증감률과 관련 농가구입가격지수 증감률을 적
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다.
부가가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축산업 부가가치를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모두 명목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산
출액은 순증두수와 도축두수에 각각의 기준년가격을 적용하고, 중간투입은 전년동기 실질 중간
투입에 당해분기 실질 산출액 증감률을, 그리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3) 임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기본적으로 간접지표 연장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품목별 전년동기 명목 산출액에 물량지표
로 조림실적 및 벌채허가량 증감률을, 가격지표로 조림단비(조림투자금액 ÷ 조림면적), 원목·
약용작물 등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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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품목별로 구분하여 중간투입을 산출하는데 대체로 임산물, 종묘, 비료, 농약 등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크다. 품목별 당해분기 실질 중간투입을 먼저 구하고 이에 관련 가격지표(PPI, CPI 등)
를 적용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가가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임업 부가가치를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물량지표로 연장하여 구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당해분기 실질 산출액에 기준
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 ÷ 산출액)을 곱하여 추계하고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
감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4) 어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통계청의 어종별 생산량에 당해분기 어종별 단가(생산금액 ÷ 생산량)를 곱하여 품목별로 추
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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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경유, 통신, 어망, 배합사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간투입량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함에 따라 임업과 마찬가지로 당해분기 실질 중간투입을 관련 가격지표(PPI, CPI 등)로 연
장하여 품목별로 추계한다.
부가가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어업 부가가치를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어종별 생산량에 어종별 기준년 단가를 곱하여 구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당해
분기 실질 산출액에 기준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 ÷ 산출액)을 곱하여 추계하고 중간투입은 산
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5) 농림어업서비스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농수협지도서비스의 산출액은 전년동기 명목 산출액에 각 기관의 임금상승률을, 농경, 수리
관개 및 임업서비스의 산출액은 당해분기 재배면적 증감률, 농기계임차가격 상승률, 임업 명목
산출액 증감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은 전년동기 명목 중간투입에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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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산출액은 각 기관의 종사자 수 증감률, 임업 실질 산출액 증감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또
한 중간투입은 전년동기 실질 중간투입에 당해분기 실질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여 구하고, 부가
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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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3>

명

분기
재배업

연간

분기

축산업

연간

분기
임

업

연간

어

업

농

림

어

업

서비스

분기
연간

분기1)

목

실

질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재배면적 증감률
×가격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산출액
×재배면적 증감률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가격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
×실질산출액 증감률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

생산량×비교년단가

생산량×기준년단가

중간투입

중간투입량×비교년단가

중간투입량×기준년단가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

(순증두수×가축 및 축산물 산지가격)
+(도축두수×도축단가)

(순증두수×기준년가격)
+(도축두수×기준년가격)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실질산출액 증감률
×가격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
×실질산출액 증감률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

(순증두수×가축 및 축산물 산지가격)
+(도축두수×도축단가)

(순증두수×기준년가격)
+(도축두수×기준년가격)

중간투입

중간투입량×비교년단가

중간투입량×기준년단가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조림실적 및벌채허가량 증감률×가격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산출액
×조림실적 및 벌채허가량 증감률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산출액－부가가치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기준년 부가가치율

산출액

생산량×비교년단가

생산량×기준년단가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산출액－부가가치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기준년 부가가치율

산출액

생산량×비교년단가

생산량×기준년단가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산출액－부가가치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기준년 부가가치율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임금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산출액×인원수 증감률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명목산출액 증감률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
×실질산출액 증감률

부가가치

산출액－중간투입

산출액－중간투입

주：1) 농수협지도서비스 기준. 연간은 각 기관 결산서의 지도사업비, 사업관리비 및 경비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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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내용

축산사이버컨설팅

농협중앙회

매월

축종별 산지가격

도축검사실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매월

월별 도축두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각 항목별 지수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각 항목별 지수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청

매월

업종별·어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우유생산실적

낙농진흥회

매월

생산량

작물재배면적조사

통계청

분기

분기 : 재배면적 연간 : 생산량

작물 예상생산량

농촌경제연구원

분기

재배의향면적, 단위면적<ha>당 단수

농가판매구입가격조사

통계청

분기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연령별 순증두수

농·수협중앙회

분기

인원 및 인건비

산림청

분기

면적 및 금액

산림청

분기

생산량 또는 허가량

농림어업서비스 관련 인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액
조림투자실적
용재, 죽재 생산실적
및 입목·벌채허가량

농가판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ha당 파종량(종묘비)
농산물소득자료

농촌진흥청

익년

종묘비단가(10ha당 금액 ÷ 수량)
쌀의 수리관개비
두당 사료급여량
생산량 및 생산액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비료소비량
소잠량

비료판매자료

농협중앙회

익년

비료판매액 ÷ 판매량

농약연보

한국작물보호협회

익년

농약 출하량, 출하금액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익년

(동력, 축력 차용 사역시간)

농가호수×노동투입시간

영농비 호당 평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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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내용

초지조성면적, 초지조성단비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초지조성면적 및 단비

임산물생산통계

산림청

익년

물량 및 가격

원양어업통계연보

한국원양어업협회

익년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

농림어업서비스관련 결산서

농·수협중앙회

익년

영업비용 등

추곡수매량, 수매단가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수매량, 수매단가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생산량

한국인삼공사

익년

생산량, 수매량, 수매액, 수매단가

수렵생산량

환경부

익년

생산량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익년

생산비용

잎담배 생산량 및 수매단가

한국엽연초협동조합

익년

생산량 및 수매단가

특용작물생산실적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생산량 및 생산액

오리알, 봉밀 등 기타 가축통계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기타가축 종류별 마리수

한국양록협회

익년

춘잠, 추잠 생산량 및 수매액,
수매단가
화훼작물생산실적
인삼생산량, 정부수매량,
정부수매액, 정부 수매단가

일반사슴농장분양가격,
녹용생산량 및 가격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익익년

생산량, 수매액, 수매단가,
누에씨 상자당 정부고시가

사슴종류별·성별·나이별 평균가격,
녹용생산량
부가가치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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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광업은 지하 또는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
업으로 무연탄, 유연탄 등의 석탄을 채굴·응집 처리하는 활동(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을 채굴·추출·채취하는 활동(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철 및 비철금속 등을 함유한 금속광
물을 채굴하는 활동(금속광업), 토사석 및 기타비금속 등을 채굴하는 활동(비금속광업)을 포함
한다.
<표 Ⅱ-3-4>

광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석탄광업

무연탄, 유연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천연가스

금속광업

철광석, 동광석, 연 및 아연광석, 기타비철금속광석

비금속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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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계방법

가. 개황
광업은 연료 및 원자재라는 재화 특성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큰 폭의 가격 변동을 겪는 산업으로 추계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목 금액은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액, 부가가치 및 중간투입
을 산출한다. 실질 금액은 부가가치를 먼저 구하고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중간투입
을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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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석탄광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은 실질 산출액에 해당 물가지수(PPI) 등을 적용하여 구한다. 명목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도출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품목별 전년동기 부가가치를 명
목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광산물수급통계, 대한석탄협회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분기 생산량 증감률로 연장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
하여 계산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품목별 부가가치금액에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
하여 추계한다.
분기추계시에는 부가가치율 변화를 포착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목 중간투입을 환가
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구하는 이중환가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투입구조가 전년과 동
일하다는 가정 아래 실질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명목 : 당해년가격]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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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은 품목별 실질 산출액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입수한 동해가스전의 원유 및 천
연가스 단가 변화분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명목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도출하고 명목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부가가치 금액을 명목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계산한
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동해가스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감률로 구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
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품목별 부가가
치금액을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3) 금속광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은 실질 산출액에 해당품목 물가지수 등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부가가치 금액
을 품목별 명목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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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산출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수급통계 품목별 생산량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
계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질 부가가치
는 전년동기 부가가치 금액을 품목별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도출한다.

(4) 비금속광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은 품목별 실질 산출액에 해당 물가지수 및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명목 중
간투입은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도출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부
가가치 금액에 품목별 명목 산출액 증감률을 연장하여 추계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수급통계, 대한염업조합의 원염 생산량, 광업생
산지수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실질 중간투
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실질 부
가가치 금액을 품목별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구한다.
광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5>

명

광업

분기

목

실

질

산출액

실질 산출액 × 가격 지수(PPI, 수입물가지수 등)

전년동기 실질 산출액 × 생산량 증감률

중간투입

산출액 -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 × 가격 지수(PPI, 수입물가지수 등)

연간

전년동기 실질 부가가치 ×
실질 산출액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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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료
자료명

54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내용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품목별 생산량 및 지수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매월

품목별 생산량 및 기준단가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품목별 PPI

수출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품목별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품목별 수입물가지수

원염생산량

대한염업조합

분기

원염생산량 및 단가

석탄 생산량

대한석탄협회

분기

무연탄 생산량

탄가안정대책보조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분기

무연탄 보조금

골재채취현황

국토해양부

분기

모래, 자갈 등 골재채취실적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매년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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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조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산업활동이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제조업을 제품의 종류 및
특성 등에 따라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의 포괄범위

<표 Ⅱ-3-6>

구

분
식료품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포

괄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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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사 및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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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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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섬유

재생섬유, 합성섬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합성수지, 합성고무

비료 및 농약

질소화합물, 비료, 농약

의약품 및 화장품

의약품,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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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금속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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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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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

한편, GDP의 제조업 부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GDP
제조업 부문분류와 한국표준산업 부문분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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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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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계방법

가. 개황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크기 때문에 기초통계자료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통계의 질적 수준도
높은 편이다.
제조업 연간 추계에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품목별, 산업별 생산액과 주요 생산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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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를 구한다.
분기에는 매월 발표되는 산업생산지수 등의 기초자료에서 도출된 품목별 생산량 증감률을
활용하여 실질 산출액을 구한 후 해당 품목별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명목 산출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는 산출액 증감률을 적용하거나 산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하고 있다. 중간투
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도출한다.

나. 추계방법
[실질 : 기준년가격]
실질 산출액은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한 후 이를
전년동기 실질 산출액에 곱하여 구한다. 다만 산업생산지수로 파악하지 못하는 도축육, 가금육,
정미, 정맥, 수산냉동품 등은 도축실적, 어획실적 및 조곡생산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다. 생산지수가 활용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다른 기초통계자료와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실질 부가가치에 이번 분기 실질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여 계산하
며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도출한다.

[명목 : 당해년가격]
명목 산출액은 품목별 실질 산출액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으로 나누고 수출디플레이터 및
PPI를 각각 적용하여 수출·내수 명목 산출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도축육, 가금
육은 농협의 도매 가격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미와 정맥은 통계청의 농가판매지수를 활용
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산출액에 금분기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금분기의 부가가치
율은 기업경영분석 등 기업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구한다. 명목 중간투입은 실질 중간투입
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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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Ⅱ-3-1>

비교년 부가가치율 계산방법
명목 부가가치율은 기업경영분석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명목 부가가치＝명목 산출액×명목 부가가치율
＝피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영업잉여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
부가가치율＝부가가치 ÷ 산출액
명목 부가가치율＝전년동기 부가가치율×[금분기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
가치율 ÷ 전년동기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율]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출하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조세공과, 영업이익, 매
출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동 항목들의 합이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경영분석상 부가가치* = 경상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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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에는 중간투입 중 원재료비 등 주요 생산비만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등 간접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를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생산액－주요생산비**(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리유지비)
**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생산비 외에 복리후생비 중 현물지급분, 운반
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연구개발비,지급임차료, 기타잡비와 같은
간접비도 각 사업장별 생산액으로 배분되어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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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8>

명

연간

실

질

산출액

(실질 수출액 × 수출디플레이터)
+ (실질 내수액 ×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기 실질 산출액
× 생산지수증감률

중간투입

산출액 －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산출액 × 명목 부가가치율

전년동기 실질 부가가치
× 실질 산출액 증감률

분기

제조업

목

3. 기초자료
작성기관

입수시기

산업생산지수

자

료

명

통계청

매월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지수 (산출액 증가율)

주 요 내 용 (이용)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매월

품목별 PPI (디플레이터)

수출디플레이터

한국은행

분기

수출 품목별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

수입디플레이터

한국은행

분기

수입 품목별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분기, 익년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

매년

정미 및 정맥 생산량 (산출액 증가율)

투입산출표

한국은행

매년

부문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

기업 재무제표 자료 (부가가치율)

4. 특수분류
정보통신산업 분류
국민계정에서는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특수분류인
정보통신산업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포괄범위는 <표 Ⅱ-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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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9>

정보통신산업 포괄범위

구분

포괄범위

정보통신 제조업

전선 및 케이블, 개별소자, 집적회로(IC), 전자관, 디지털표시장치, 저항기 및 축전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인쇄회로기판, 기타전자부품, TV, 음향기기, 기타영상·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정보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지상파방송, 유선 및 위성방송, 전화, 초고속망서비스, 부가통신, 컴퓨터
관련서비스, 정보서비스

산업형태별 분류
제조업은 재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속, 화학 등의 소재 및 부
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공조립형 산업은 자본재 산업 또는 광의의 기계공업을 가리킨
다. 그리고 생활관련형 산업은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제재 또는 산업의 전 생산과정을
통하여 최종 단계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표 Ⅱ-3-10>

구분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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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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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기·가스·수도사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표 Ⅱ-3-11>과
같이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사업으로 구분된다.
전기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송·배전 및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기업에는 자가수요를 충당하기 위
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고 발전하는 자가발전도 포함된다.
가스업은 연료용가스를 혼합·제조하거나 도시가스1)를 배관시설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스업에는 배관공급자 또는 소매용 가스충전업자 등에게 가스를 공
급하기 위한 가스저장시설을 운영하는 활동 등도 포함된다.
열공급업은 난방·동력 등의 목적으로 열, 증기 등을 생산하여 배관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하
는 활동을 말한다. 열공급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온수를 상용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
등도 포함한다.
수도사업은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통해 수요자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
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상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되는 급수활
동과 상수도원이 부족하거나 정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및
정수를 판매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1) 도시가스는 LNG와 LPG로 구분되는데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액체상태의 LNG를 기체상태로 변환하여 지
역별로 할당된 도시가스사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LPG는 도시가스사가 액체상태의 LPG를 기화
시켜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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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사업의 포괄범위

<표 Ⅱ-3-11>

구

분

포

괄

범

위

전

기

업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송·배전 및 판매

가

스

업

석탄, 수성 2) , 발생로가스 및 혼합가스의 제조 및 공급

열 공 급 업

열, 증기 및 온수의 생산 및 공급

수 도 사 업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2. 추계방법

가. 개황
전기·가스·수도사업은 타 산업의 동력인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공급하여 산업전체의 발전
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타 산업에 비해 소수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전수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분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수가
능한 기초통계자료가 한정되어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중환가법을 이용해 실질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있는
데 이 방법은 기준년 이후의 기술구조나 품질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전기업
[명목 : 당해년가격]

2) 고온으로 가열된 코크스 같은 탄소물질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얻어지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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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액
명목 산출액은 판매전력과 자가발전으로 나누어 추계되며, 판매전력은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매출액, 상용자가발전사의 한전 판매분과 직판업체3)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자가발전은 자가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한 전력에 전
력 시장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명목 중간투입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및 전력거래소의 경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료비, 판매비, 관리비 등 중간투입항목을 합산하여 계산되고, 직판업체, 상용자가
발전사 및 기타 발전의 경우 분기별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입수가 어려워 전년
도 중간투입률을 산출액에 곱하여 구한다.
전기업의 중간투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화력
발전과 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 간의 투입비중 변화에 따라 중간투입의 변동이 커지고 이는 부
가가치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추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명목 부가가치를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3) 현재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한전판매시스템과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
매하는 직판시스템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4월 1일부터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및 판
매를 담당하는 본사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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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산출액은 전년도 실질 산출액을 전력판매량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자가발전은
자가소비전력 생산업체의 자가소비 전력량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전
년도 중간투입금액에 연료투입량 증감률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
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2) 가스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명목 산출액은 LNG와 LPG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LNG는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
과 도시가스사들의 LNG판매마진을 합하여 추계하고 LPG는 전년도 명목 산출액에 지역별 도시
가스사들의 LPG판매금액 증감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중간투입
명목 중간투입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으로부터 판매비,
관리비 등 중간투입항목을 합산하여 구하고 도시가스사들은 명목 산출액에 전년도 중간투입률
을 곱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명목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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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산출액은 전년분기 실질 산출액에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의 LNG 및 LPG 판매
실적 자료를 이용한 가스판매량 증감률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한국가스공사
와 도시가스회사의 실질 산출액에 전년도 중간투입률을 곱하여 구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열공급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증기 및 온수 판매실적을 조사하여 산출한다. 명목 중간
투입은 열공급업체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분기별로 입수하기 어려워 명목 산
출액에 전년도 중간투입률을 곱하여 추계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중간투
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전년동기 실질산출액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증기 및 온수판매량 증감률을 곱
하여 추계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 전년도 중간투입률을 곱하여 구하고 실질 부가
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4) 수도사업
[명목 : 당해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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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명목 산출액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수익과 댐용수수익, 지방공기업의 급수수익 및 보조
금 합계와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내 수도급수수익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명목 중간투입의 경
우 한국수자원공사의 결산서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상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등의 중
간투입 항목으로 계산된 전년도 중간투입률을 산출액에 곱하여 구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와 댐용수 급수량 증감률 및 지방공기업의 급수량 증감률
을 각각의 전년동기 산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 전년도 중간
투입률을 곱하여 계산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
다.
전기·가스·수도사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12>

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분기
연간

목

실

질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 산출액 × 판매금액증감률

전년동기 실질 산출액 × 판매량증감률

중간투입

명목 산출액 × 중간투입률
또는 결산서 중간투입항목 합계

실질 산출액 × 중간투입률

부가가치

산출액 － 중간투입

산출액 － 중간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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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료
자료명

68

작성기관

작성주기

주요내용

전력판매속보

한국전력공사

매월

전력판매량, 판매금액, 연료투입량 등

결산서(전기업)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6개 발전자회사

분기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핵연료도입단가

한국수력원자력

분기

중수로, 경수로 도입단가

결산서(가스업)

한국가스공사

분기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가스판매실적

한국가스공사,
33개 도시가스사

분기

판매량, 판매금액

LNG도입실적

한국가스공사

분기

도입량, 도입금액

열공급판매실적

집단에너지사업자

분기

판매량, 판매금액

급수수익실적

68여개 지방자치단체

분기

급수수익, 급수량

수도판매실적

한국수자원공사

분기

판매량, 판매금액

결산서(수도사업)

한국수자원공사

매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상용자가발전실적

전력거래소

매년

상용자가업체의 발전량, 판매량

집단에너지사업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매년

열공급실적 등

지방공기업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행정안전부

매년

급수수익, 급수원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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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건설업
1. 정 의
건설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1)가 계약 또는 자가계정에 의하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포함) 및 구축물을 신축·설치 또는 증축·재축·개축·보수·해체하
거나 지반조성을 위해 발파·굴착·정지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건
설업의 생산물은 주택, 산업시설 등의 고정자본 또는 사회간접자본 형태로 나타난다.

2. 포괄범위
건설업은 크게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건설은 다시 주거용 건물과 비주
거용 건물 및 건축보수로 나누어지며 토목건설은 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건설, 기타특수건설로
세분된다. 또한 건축보수을 제외한 건설업은 발주자에 따라서 민간과 정부로도 구분될 수 있
다.
건설업의 포괄범위

<표 Ⅱ-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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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사방공사,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기타특수건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설치, 기타건설

1)「건설산업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 건설업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의 시공을 담당
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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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토목건설의 공종별·발주자별 분류

<표 Ⅱ-3-14>

구

분

건 물 건 설
토 목 건 설

포

괄

범

위

민간 건물건설
정부 건물건설
민간 토목건설
정부 토목건설

가. 건물건설
(1) 주거용 건물건설
주거용 건물은 주택형태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2),
다가구주택3), 공관(公館)을 포함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4), 연립주택5), 다세대주택6),
기숙사7)가 있다.

(2) 비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은 광공업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공용, 기타로 분류된다. 비주거용 건물건
설 활동은 주거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과 자본적 지출 성격을 갖는 대
수선이 포함된다.

2)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하지 않은 것) 연면적 330㎡ 이하, 층수는 3개층 이하인 주택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며 층수는 3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은 660㎡ 이하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4)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5)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
6)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7)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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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는「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관련 [별표 1], 2011.12.8개정)
에 따라 <표Ⅱ-3-15>와 같이 세분된다.
건물건설의 용도별 분류

<표 Ⅱ-3-15>

구
주거용
건물건설

분

포

괄

범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광공업용

공장, 작업장용 건물, 변전소·발전소용 건물

상업용
비주거용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300㎡ 미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 기원, 사진관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청사 등),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등)

건물건설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집회장 등), 종교시설, 의료시설(병원,
장례식장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등),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공공용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창고시설(하역장 등),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타

(3) 건축보수
건축보수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일상적 유지 및 보수8)를 위한 지출로 외주보수와 자
가보수를 포함한다. 기존 건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난방공사, 온수공사, 수도공사, 방수공사, 도
장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각종 전문직공사는 그것이 수익적 지출일 때는 건축보수에 포함시킨
다. 그러나 본래의 내용연수와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등의 자본적 지출은 건축보수
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부문 건물건설에 포함시킨다.

8) 내용연수 동안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및 수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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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목건설
(1) 교통시설건설
교통시설건설은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및 공항시설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시
설은 도로(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등을 포괄한다. 철도시설은 철
도(일반철도, 고속철도),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을 포괄한다. 단, 철도역사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에 포함된다. 지하철시설은 지하철 및 정차장, 수리시설 등을 포괄하되 지하철역사의 경우도 비
주거용 건물건설로 분류되어 제외된다. 항만시설은 항만 및 방파제, 접안시설, 갑문 등 항로시
설을 포함하며 공항시설은 활주로 및 공항 부속시설(공항청사 제외) 등을 포괄한다.

(2) 일반토목건설
일반토목건설은 하천사방공사, 상하수도시설건설, 농림수산토목건설, 도시토목건설로 나뉜다.
하천사방공사는 하천 및 사방공사, 저수지공사, 댐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포괄하며 상하수도시
설건설은 상하수도의 신설 및 개보수, 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수장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다. 농
림수산토목건설은 간척 및 매립공사, 농경지 정리, 농업용 저수지 및 부대시설공사 등을 포괄하
며 도시토목건설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 조경공사 등을 포함한다.

(3) 기타특수건설
기타특수건설은 전력시설건설, 통신시설건설, 기계조립설치 및 기타건설로 세분화된다. 전
력시설건설은 발전 및 송배전시설 등을 포함하되 발전기 등의 설비는 제외된다. 통신시설건설
은 통신기기 및 케이블 설치 등을 포괄하지만 우체국 등 청사는 비주거용 건물건설로 분류되고
전화교환기 등의 기계설비는 제외된다. 기계조립설치는 산업생산시설 및 플랜트의 설치공사
등을 포괄하며 기타건설은 갱도굴착, 환경시설공사, 군납건설, 국방토목건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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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의 분류

<표 Ⅱ-3-16>

구

교통시설
건

설

일반토목
건

설

기타특수
건

설

분

포

괄

범

위

도로시설

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지하도, 기타도로시설 등

철도시설

일반철도, 고속철도,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

지하철시설

지하철, 정차장, 수리시설 등

항만시설

항만, 방파제, 접안시설, 갑문 등

공항시설

활주로, 공항 부속시설 등

하천사방공사

하천개수, 사방공사, 댐, 제방, 재해복구, 수로 및
기타하천유지공사(수로 및 기타터널) 등

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수장 설치공사 등

농림수산토목

간척 및 매립공사, 농경지 정리, 농업용 저수지 및 부대시설공사 등

도시토목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 조경공사 등

전력시설

발전 및 송배전 시설 등

통신시설

통신기기·케이블 설치, 관로공사, 전원공사 등

기계조립설치
기타건설

산업생산시설 및 플랜트 설치공사 등
갱도굴착, 환경시설공사, 군납건설, 국방토목건설 등

3. 추계방법

가. 개 황
건설업은 여타 산업의 건설수요 증대에 따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파생산업으로 생산결과
는 유형의 실물이지만 건설행위 자체는 실물을 생산하는 서비스 제공행위이다. 또한 여러 부문
에서 개발된 신소재·신공법·신기술이 실용화되는 종합산업으로 각 분야마다 여러 전문공사
로 분화되어 각종 자재와 전문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관산업이 많고 생산유발효과가 크다
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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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간 추계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 방식을 따르고 있
으나 분기에는 기초자료 부족으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전년도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계
하고 있다. 실제 추계방법을 설명하면 건설기성액과 공사면적, 정부 건설투자지출액, 민간 토목
건설 지출액을 기초자료로 명목 총산출을 추계하고 이를 공사종류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
질 총산출을 추계한 뒤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해설 Ⅱ-3-2>

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산
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주문생산의 성격
건설업은 대개의 경우 특정 발주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처
럼 판매에 앞서 생산하여 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생산방식은 일부 건
물이나 토지조성공사 등에 국한된다.
생산장소의 이동성
건설업은 자연환경과 지리적 제약이라는 수동적 생산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생산현장
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단 제품이 생산되면 생산된 장소에서 사용된다.
생산물의 개별성 및 다양성
건설공사에 의한 생산물은 댐, 도로, 항만, 주택, 빌딩 등과 같이 종류가 다양하며 동일한
종류에 있어서도 구조나 규모가 다르다.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옥외 산업
건설생산은 옥외에서 이루어져 겨울·장마철 등의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
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74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제3장 경제활동별 추계방법

공급구조의 다양성
건설 생산물의 공급업체는 대형 건설업체가 되기도 하며 낮은 기술, 적은 자본을 가진 영
세기업이 되기도 하는 등 공급구조가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업은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는 비교적 낮은 기술력과 적은 자본으로도 용이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건물건설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건물건설의 명목 총산출은 용도별 공사면적(실질)에 공종별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구한 공
사금액(명목) 증감률과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건설기성액(명목)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이
때 공사면적은 각 건물종류별로 착공면적을 공사기간과 계절성을 고려하여 배분한 뒤 월별로
합산하여 구한다.
정부 건물건설 산출액은 잠정 예산집행액에 예산서 분류를 통해 파악한 공사종류별 예산비
율을 곱하여 추계하고 민간 건물건설은 전체 산출액에서 정부 건물건설 산출액을 차감하여 구
한다.
중간투입, 부가가치
건물건설의 명목 중간투입은 실질 중간투입에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추계하며 부
가가치는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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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건물건설의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액을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구한다. 총산
출 디플레이터는 중간투입 디플레이터와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데, 중간
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고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 항목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여기서 피용자
보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산출한 임금지수를,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가격지수로 사용한다.
중간투입, 부가가치
건물건설의 중간투입은 총산출액에 중간투입률을 곱하여 구하며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건축보수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건축보수의 명목 총산출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주택유지 및 수선 지출액, 세대수, 건물수
선재 내수출하량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부가가치
건축보수의 명목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건물건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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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건축보수의 실질 총산출, 실질 중간투입 및 실질 부가가치는 모두 건물건설의 실질금액과 같
은 방법으로 추계한다.

(3) 토목건설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토목건설의 명목 총산출은 통계청 건설기성액, 정부의 공사종류별 예산비율 및 잠정 예산집
행액, 주요 발주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조사된 총공사금액 등을 이
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부가가치
토목건설의 명목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건물건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토목건설의 실질 총산출, 실질 중간투입 및 실질 부가가치는 모두 건물건설의 실질 금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된다. 단, 실질화시 각 공종에 해당하는 총산출 및 중간투입 가격지수를
사용하며 부가가치율은 공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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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17>

명

목

실

질

총산출

건설기성액(명목), 공사면적 × 가격지수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 × 가격지수

실질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건물

부가가치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액 － 중간투입

건설

총산출

건설기성액(명목), 공사면적 × 가격지수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명목 중간투입 ÷ 가격지수

부가가치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액 － 중간투입

분기

연간

총산출

주택유지및수선지출,
수선재내수출하량 × 가격지수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분기
건축
보수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 × 가격지수

실질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부가가치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

주택유지및수선지출,
과세대상건물 면적 증감 × 가격지수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연간
중간투입

명목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명목 중간투입 ÷ 가격지수

부가가치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

건설기성액(명목), 민간발주 공사금액,
정부발주 공사금액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분기
토목
건설

실질 중간투입 × 가격지수

실질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부가가치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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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건설기성액(명목), 민간발주 공사금액,
정부발주 공사금액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 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명목 중간투입 ÷ 가격지수

부가가치

총산출액 － 중간투입

총산출액 － 중간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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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건설기성액

통계청

매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 산출액 산출

건축착공면적통계

국토해양부

매월

건물건설 산출액 산출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총산출 디플레이터 산정

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고용노동부

매월

부가가치 디플레이터 산정

각 조사대상처
건설투자실적자료

(한국전력공사,

매분기

민간토목 산출액 산출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획재정부 및

세출자료

각 지방정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건설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익년

명목 부가가치율 산정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익년

명목 부가가치율 산정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익년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체 공종별
공사실적 자료
건설노임단가

매분기
매분기

정부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 산출액 산출
건축보수 산출

총산출 디플레이터 및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가중치 산정

통계청

익익년

명목 부가가치율 산정

통계청

익익년

건물건설 공종별 공사기간 산정

대한건설협회

연2회

부가가치 디플레이터 산정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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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 정의

가.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구입한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개인사용자 또는 다른 도소매
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소매활동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류·선별·분
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타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제조하도록 하고
완성 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품의 변형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는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개인 또는 가계소비를 위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도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사업장내에서 소비하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할 때는 음식업으로 분류한다.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공급은 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분류
하며 사람들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분류한
다.

나. 음식숙박업
음식업이란 고객에게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행사장에서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
함한다. 한편 숙박업은 숙박시설을 유료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과 같은 숙박
제공 업소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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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범위

가. 도소매업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수집상 등과 판매상품에 대
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업을 모두 포괄한다.
소매업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활동과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통신판매 활동 등을 포함한다.
도소매업 추계시에는 상품별로 농축임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상품중개, 수출도소매로 구분
하여 추계한다.
도소매업의 포괄범위

<표 Ⅱ-3-18>

구

분

포

농축임수산품

벼, 보리, 육우, 원목, 수산어획 등

광

산

품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등

공

산

품

식료품, 의복, 컴퓨터 등

상 품 중 개

기타중개업, 위탁매매업 등

수

도매, 소매

출

괄

범

위

나. 음식숙박업
음식업은 한식점,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체인음식점, 출장조달업 등을
포함한 기타음식점, 주점업을 포괄한다. 음식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음식업의 포괄범위

<표 Ⅱ-3-19>

구

분

포

괄

범

위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등

기타 음식점업

체인음식점, 간이음식점업, 제과점, 커피숍 등

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등

점

업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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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관광숙박시설인 호텔, 콘도, 여관 등이 포함되며 비교적 장기간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하숙업 등의 기타숙박업도 포함된다. 숙박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숙박업의 포괄범위

<표 Ⅱ-3-20>

구

분

포

괄

범

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회사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기타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하숙업 등

3. 추계방법

가. 개황
도소매업은 기초통계의 여건상 설문조사나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하기보다는 상품 흐름법
(commodity flow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즉, 상품별 유통화율1)(transaction-ratio)과 마
크업율2)(mark-up ratio)을 각 상품별 공급액(국내산출액+수입액－수출액－재고)에 적용하여
도소매업의 산출액을 추정한다. 유통화율과 마크업율은 5년마다 산업연관표와 센서스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매년 도소매 통계조사보고서 및 국세청 외형거래액 등을 이용하여 수정 보완한
다. 연간과 분기 추계 모두 확정년도의 유통화율, 마크업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연간의 경우 전
년도, 분기의 경우 전전년도 값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음식숙박업은 연간 추계 시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외형거래액을 이용하는 반면 분
기 추계의 경우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1) 상품별 총공급액 중 도소매업체가 상품을 취급한 비율
2) 도소매업자가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가격을 변동시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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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추계방법
(1) 도소매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도소매업의 총산출은 도소매업자가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로부터 실현된 거래마진
(trade margin)의 총액이다. 거래마진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행하는 거래뿐 아니라 상
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중개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수수료인 원가적 상업마진도 포함된다.
따라서 도소매업의 총산출, 즉 거래마진은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에서 실현된 실제가
격과 판매 또는 처분시점에서 동 재화를 다시 조달하기 위해 도소매업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과
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는 매출원가에 도소매업자가 상품의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변동시킨 비
율인 마크업율을 곱한 금액 또는 매출액에 마진율(=거래마진액÷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을 곱
한 금액과 일치하게 되며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도소매업의 분기 총산출은 유통화율과 마크업율을 각 상품별 공급액에 곱하여 구한다.

<해설 Ⅱ-3-3>

마크업율과 마진율
마크업(mark-up)율은 유통업자가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가격을 변동시킨 비율로서
생산업자의 공급가격과 최종소비자의 구입가격(유통업자의 판매가격)간의 차액 즉 거래마진
을 생산업자의 공급가격(유통업자의 구입가격)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동 비율은 생산자가격
으로 평가된 상품거래액을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사되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악된다.
마진율은 거래마진을 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유통업자의 판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서 동
비율은 산업연관표 작성시 구매자가격 평가표를 생산자가격 평가표로 전환할 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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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부가가치
도소매업의 분기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하고 도소
매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전년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해당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물가지수로는 생산자물가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등이 적용된다. 실질 부가가치는 분기 추계시 부가가치
율의 변화를 포착하기 쉽지 않아 투입구조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실질 총산출에 전년
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도소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21>

명

분기

목

실

질

산출액

상품별 공급액 × 유통화율 × 마크업율

상품별 산출액 ÷ 상품별 물가지수

중간투입

산출액 －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율

산출액 × 부가가치율

산출액

상품별 공급액 × 유통화율 × 마크업율

상품별 산출액 ÷ 상품별 물가지수

중간투입

산출액 － 부가가치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디플레이터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율

산출액 － 중간투입

도소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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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숙박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음식숙박업의 분기 명목 총산출은 음식숙박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를 이용하여 구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전년도 부가가치율을 총산출에 곱하여 산출하고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
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음식숙박업의 분기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품목별 CPI를 이용하여 작성한 가중 물가
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도 부가가치율을 총산출에 적용하여 산출하고 실
질 중간투입은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음식숙박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22>

명

목

실

질

산출액

서비스업생산지수 이용

명목 산출액 ÷ 가중 물가지수

중간투입

산출액 －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

음식

부가가치

산출액 × 부가가치율

산출액 × 부가가치율

숙박업

산출액

국세청자료 및 도소매업조사보고서 이용

명목 산출액 ÷ 가중 물가지수

중간투입

산출액 － 부가가치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디플레이터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부가가치율

산출액 － 중간투입

분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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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서비스업 생산지수

통계청

익월

음식숙박업 생산지수(경상)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익년

매출액, 매출원가, 부가가치 등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익년

매출액, 매출원가, 부가가치 등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익년

매출액, 매출원가, 부가가치 등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매년

유통화율, 마크업율, 부가가치율 등

서비스업 총조사

통계청

매5년

매출액, 매출원가, 부가가치 등

제7절 운수 및 보관업
1. 정의
운수 및 보관업은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 시설에 의하여 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과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 자동차 터
미널, 주차장, 항만·공항시설 운영, 하역, 창고, 운송주선업 등 운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 활동을 포괄한다.

2. 포괄범위
운수 및 보관업은 운송 수단 및 활동에 따라 철도운수, 도로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하역,
보관 및 창고 및 운수보조서비스로 구분되며 운송대상에 따라 여객운수와 화물운수로 나누어
진다. 운수부문 추계에 있어 한 운수업체가 고유의 사업인 운수활동이외의 여타 업종을 겸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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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겸업사업은 추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 및 보관업의 포괄범위

<표 Ⅱ-3-23>

구

분

포

괄

범

위

철도여객, 철도화물, 도로여객, 도로화물, 택배, 연안 및 내륙수상운수, 외항운수, 항공운수,
운수 및 보관업

육상운수보조서비스, 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항공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운수관련서비스

3. 추계방법

가. 개황
운수 및 보관업의 실질 산출액은 일반적으로 명목 산출액에 해당 물가지수(PPI, CPI 등)를 적
용하여 구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얻고, 사후적으로 실질 부가가
치를 구한다. 실질 중간투입에 해당 물가지수(PPI, CPI 등)를 적용하여 명목 중간투입을 추계하
고 사후적으로 명목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나. 추계방법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주로 관련 업체의 매출이나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명목
산출액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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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연료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당해년 중간투입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전년동기 명목 중간투입을 명목 중간투입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작성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명목 산출액에 해당 물가지수(PPI, CPI 등)를 적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은 전년동기 실질 중간투입을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한다. 분기 추계시에
는 운수 및 보관업의 당해년 중간 투입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명목 중간투입을 실
질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입구조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실질 중간투입을 산출한
다. 단, 연간 추계시에는 해당업체의 결산서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명목 중간투입에 해당 물가
지수를 적용하여 얻는다.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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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및 보관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24>

명

분기

연간

목

실

질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매출액증감률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중간투입증감률1)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매출액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중간투입항목의 합

명목중간투입 ÷ 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실질중간투입 증감률

주：1) 실질 중간투입 증감률과 가격지수(PPI, CPI) 증감률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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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입수시기

주요 내용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익월

업종별 경상 및 불변지수

CPI, PPI

통계청, 한국은행

익월

각 항목별 지수

택시등록 및 면허대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익월

월말 택시등록 및 면허대수

여객선 및 화물선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실적,
항만선박입출항 현황

국토해양부

익월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항만선박입출항 현황

차량등록대수

국토해양부

익월

월말 등록대수

철도 수송수입 및 실적

한국철도공사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 실적

지하철 수송수입 및 실적

지하철 공사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 실적

전세 및 관광버스
수송 수입 및 실적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유료도로 요금수입,
이용차량대수 실적

한국도로공사

분기

월별 수입 및 이용차량실적

도로화물 수송수입 및 실적

도로화물운송업체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택배 수송 수입 및 실적

대한통운, 한진 등

분기

월별 배송건수 및 택배 매출

정기여객선수송실적 및
운임실적

한국해운조합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한진해운 등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대한항공 등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항만하역 취급실적 및
요금수입실적

한국항만하역협회

분기

월별 수송 및 수입실적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국토해양통계연보

국토해양부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한국철도공사결산서

한국철도공사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지하철관련결산서

지하철공사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한국도로공사 결산서

한국도로공사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해운연보

한국선주협회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항공사 결산서

대한항공 등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공항공사 결산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택배업체 결산서

대한통운, 한진 등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외항해운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실적
항공 여객, 화물 수송수입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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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금융보험업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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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범위
금융보험업은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
보험, 비생명보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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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같이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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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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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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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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및 화재와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단위로서
손해보험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생명공제로 구성된다.

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는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금융중개활동을 원활히 촉진시켜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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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증권기관1), 금융관련서비스기관, 보험관련서비스기
관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의 포괄범위

<표 Ⅱ-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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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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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계방법

가. 개황
금융보험업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기 때문에

1) 증권기관 중 증권회사는 투자자와 한국증권금융 사이에서 고객예탁금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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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가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편제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어 일정 부분 간접적인 추계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금융업의 산출액은 크게 금융중개서비스(FISIM)와 실제서비스로 구분되며 여타 산업과 마찬
가지로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추계한다. 보험업의 산출액은
기본적으로 순수입보험료2), 추가보험료3), 수입수수료 등에서 순지급보험금4), 지급준비금 순증
가분5)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6),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부가
가치를 추계한다.
실질 국민소득의 경우 금융중개서비스는 실질 이자부자산·부채와 같은 물량지수로 연장하
는 반면 금융업의 실제서비스 및 보험업의 산출액은 해당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산출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에 의해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해설 Ⅱ-3-4>

금융중개서비스(FISIM)
금융기관은 자금잉여부문의 자금을 예수하여 자금수요부문에 대출하는 금융중개서비스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수입은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
이 된다. 그런데 국민계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이자나 지급이자를 총산출 또는 중간소비
에 계상하지 않고 생산된 부가가치의 배분, 즉 재산소득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2) 순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환입] + [수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3) 추가보험료는 투자수익을 말하며, 투자수익 중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을 포함한다.
4) 순지급보험금 = [원수보험금 － 보험금환입] + [수재보험금 － 출재보험금]
5) 지급준비금 순증가분 = 보험계약준비금적립 － 보험계약준비금환입
6) 손해보험업의 경우‘9.11테러’와 같은 재앙으로 인해 막대한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것을 총산출로 인식하는 현행「1993 SNA」방법을 따르게
되면 음(－)의 총산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2008 SNA」에서는 실제보험금 지급액이 아닌 보험회
사가 사전에 보험료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보험금 수준을 추정하여 결정한“조정보험금”을 이용
하여 산출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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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가계의 지급이자는 중간소비로 계상하지 않으며 수입이자도 총산출에 포함되지 않
는데 금융기관의 수입·지급이자를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금융기관의 총산출에 계상되는
것은 송금수수료와 같은 실제서비스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는 다른 제도단위와는
달리 재산소득거래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서비스를 총산출에 포함시키
고 동 금융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산업 및 가계가 이를 중간소비 또는 최종소비한 것으로 처리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중개서비스는 실제서비스와 달리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간접적으
로 계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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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잔액, D : 예금잔액

2000년 이전까지 금융중개서비스는「1968 SNA」에 따라 명목산업의 중간소비에 일괄 배분
하였으나 이후「1993 SNA」의 권고에 따라 동 산출액을 각 산업(또는 제도부문)에 배분한다.
금융중개서비스의 각 산업 및 민간소비에 대한 배분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산업별대출금
통계, 기업경영분석통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수출입의 배분은 국제수지통계 및 외환수급
통계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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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중앙은행 및 은행예금취급기관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앙은행(금융감독원 포함)의 명목 산출액은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에 의해 중앙은행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즉 지급수수료, 화폐제조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일반관리비 등 제반 경
상적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산출은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FISIM)로 구분된다. 금융중개서
비스는 대출과 관련된 대출 금융중개서비스와 예금과 관련한 예금 금융중개서비스로 나누어 산
출되는데 대출 금융중개서비스는 수입이자 등 수입재산소득에서 대출잔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예금 금융중개서비스는 예금잔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지
급이자 등 지급재산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수입재산소득은 금융중개기능과 관련하
여 발생되는 제반 수익으로 수입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상환익 등이 있으며, 지급재산소득은 금
융중개기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지급이자, 유가증권상환손 등이 있다. 분기추계
시에는 전년동기 금융중개서비스 명목 산출액에 해당 기간 중 명목 산출액의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다음으로 실제서비스는 은행예금취급기관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대가로서 수
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 실제서비스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
을 손익계산서상의 해당 항목 증감률로 연장 추계한다.
중간투입
중앙은행의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인건비,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성 항목을 제외하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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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중간투입은 전년동기 중간투입을 당해분기 일반관리비 등 중간투
입 항목의 증감률로 연장 추계한다. 중간투입에 포함되는 경비로는 국내분 손익계산서의 여비교
통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임차료 등이 있다.
부가가치
중앙은행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및 순기타생산세로 구성되는데 중앙은행
의 경우 이 중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분기추계
시 순기타생산세는 세금과공과금 항목으로 산출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은행예금
취급기관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및 영업잉여로 나누어진다. 이
중 피용자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 등을 포함
한다.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로 계산하고 순기타생산세는 정부부문 추계
자료로부터 배분된 금액으로 구해진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분기추계시
에는 전년동기 부가가치에 당해분기 손익계산서상 해당 항목의 증감률 등으로 연장하여 추계하
며, 영업잉여는 증감률로 구한 부가가치에서 여타 부가가치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중앙은행의 실질 산출액은 실질 중간투입과 실질 부가가치의 합으로 구한다. 실질 중간투입
은 명목 중간투입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를 구성하
는 명목 피용자보수, 명목 고정자본소모, 명목 순기타생산세를 각각의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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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이를 합산하여 추계한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실질 총산출액은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실제서비스는 명목 실제서비스를 개별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하고, 금융중개서비스는 금년도 이자부자산과 이자부부채의 실질 증감률7)에
전년동기 실질 금융중개서비스 산출액8)을 곱하여 산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액은 명목 중간투입
액을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로 합성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 부가가
치는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총산출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금
융중개서비스와 실제서비스로 구성되며 각각의 산출방식도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하다.
다만 수입수수료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는 실제서비스가 아닌 수입재산소
득으로 보아 이를 금융중개서비스에 포함한다.
중간투입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명목 중간투입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중간투
입 산출방법처럼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분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7) 명목 잔액 증감률을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8) 실질 대출FISIM 및 실질 예금FI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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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명목 부가가치는 은행예금취급기관과 같이 피용
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영업잉여로 나누어 산출한다. 부가가치 항목에 대한 각각
의 산출방법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하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실질 총산출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
지로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의 실
질 금액은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 실질 금액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추계한다.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액을 생산
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합성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 부가가치도 은행
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하는 이중환가법을 이용
한다.

(3)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의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해당기관 결산서상의 순수입보험료,
추가보험료, 수입수수료 등에서 순지급보험금, 지급준비금 순증가분 등을 차감한 증감률로 연장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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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도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계
산한다. 실질 산출액은 명목 산출액을 디플레이터(PPI 등)로 실질화하여 구하고 실질 중간투입
은 명목 중간투입을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합성된 디플레이터로 환가하여 얻는
다.

(4)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의 명목 산출액은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유사하게 고객예
탁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를 계산하며 각종 수입수수료를
더하여 실제서비스를 구한다. 그리고 증권회사를 제외한 증권기관과 금융관련서비스기관은 각
종 수입수수료를 더하여 산출액을 계산한다. 이 때 산출액은 전년동기 명목 산출액에 손익계산
서 등의 해당항목의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한편 보험관련서비스기관은 연간 추계시 국세
청 외형거래액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수입액 등을 총산출액으로 계상하나 분기 추계시에는
관련 자료의 입수가 어려워 보험사의 순수입보험료 증감률 등으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한편 금융보조기관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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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부가가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의 실질 총산출액은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출
하며 각각의 산출 방식은 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액을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합성된 디플
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 부가가치도 은행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금융보험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26>

명

목

· FISIM :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명목 FISIM 증감률
산출액
금융업

보험업

분기
연간

질

· FISIM :
전년동기 실질산출액
×실질 이자부자산·부채증감률*
* 명목증감률÷가격지수 증감률(PPI총지수)

· 실제서비스 :
명목산출액÷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
×명목중간투입 증감률

명목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보험서비스 산출액 증감률

명목산출액÷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전년동기 명목중간투입
×명목중간투입 증감률

명목중간투입÷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분기
연간

· 실제서비스 :
전년동기 명목산출액
×실제서비스 증감률

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101

Ⅱ. 생산국민소득

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내용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품목별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품목별 물가지수

금융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및 개별 금융기관

분기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자금순환표

한국은행

분기

제도부문별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

제9절 부동산 및 임대업
1. 정의
부동산 및 임대업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개발, 분양, 임대 및 관
리하거나 기계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생산활동을 말한다.

2. 포괄범위

가.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는 주거용 건물(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거서비스는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서비스(실제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주택
에 소유주가 직접 거주함으로써 향유하게 되는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최종사용 목적의 자가서비스를 생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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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출하는 귀속서비스는 생산에 포함하고 있다1). 귀속서비스는 동 주택을 타인에게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로 추정·평가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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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산업이고 부동산 공급업은 각종 용도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함으
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다.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감정·관리 등의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으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중개업은 수
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임대·구매·판매하는 데 관련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서비스
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감정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
는 활동을 말한다.

라.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은 운송장비(육상, 수상, 항공 운송장비) 임대, 산업용 기계장비(농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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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간 비교가 왜곡될 수 있고 ②주택소유 귀속서비스에 대한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③
상당수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주택소유 귀속서비스를 생산활동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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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 소비용품(개인 및
기타가정용 소비용품) 임대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포괄범위

<표 Ⅱ-3-27>

구

분

포

주거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범

위

임대서비스(실제임대료),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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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

부동산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
운송장비, 산업용 기계장비, 사무용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

3. 추계방법

가. 개황
부동산 및 임대업은 이용하는 기초통계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연간과 분기 추계방법이 동
일하다.
주거서비스의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세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집세지
수로 명목 총산출액을 구한 후,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 총산출액을 도출한다. 명목 및 실질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 해당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주거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연간에는 국세청 외형거래액 또는 서비스업
조사상의 해당 업종별 매출액 자료를 총산출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분기에는 통계청 서비스
업생산지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명목은 전년동기 총산출액에 해당분기 매출액 증감률을
적용하여 구하고, 실질 총산출액은 명목 총산출액을 각 하위부문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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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목 및 실질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총산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한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주거서비스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주거서비스의 명목 총산출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세대수와 집세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주거형태별로 연장 추계하여 합산한다.
중간투입, 부가가치
주거서비스의 부가가치는 총산출액에 금융중개서비스(FISIM)를 제외한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해당분기의 주거서비스 금융중개서비스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은 총산출액에서 부
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주거서비스의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액을 행정구역별 집세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뒤 합산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명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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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명목 총산출은 해당 산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 공동주택 분양실적,
매장용 및 오피스빌딩 공실률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액에 아파트 평당분양가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서비스업생산지수 디플레이터, 지가지수, 부동산 임대 생산자물가지수 등으로 실질
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3)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의 명목 총산출은 해당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토지거래건수 증가율을 가
중평균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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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의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액을 부동산 관련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
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4)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의 명목 총산출은 해당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의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액을 리스 및 임대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주거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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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임대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28>

명
총산출
주거
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

108

분기
연간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총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전년동기 명목 총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증가율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총산출액 －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총산출
분기

전년동기 명목 총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증가율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총산출액 －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총산출
분기
연간

× CPI 집세지수 증가율

질

총산출액 － 부가가치

분기

연간

전년동기 명목 총산출액 × 세대수 증가율

실

중간투입

총산출
연간

목

전년동기 명목 총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

명목 총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총산출액 －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

부가가치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총산출액 ×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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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관련 산업 총산출액 산출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매월

주거서비스 총산출액 산출

공동주택분양실적

국토해양부

매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총산출액 산출

토지거래건수

국토해양부

매월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총산출액 산출

아파트평당 분양가

부동산뱅크(주)

매월

부동산공급업 디플레이터 산출

지가지수

국토해양부

매월

부동산공급업 디플레이터 산출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관련 산업 디플레이터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주거서비스 디플레이터 산출

공실률

국토해양부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매분기
매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총산출액 산출
부가가치율 산출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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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정보통신업
1. 정의
정보통신업은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 공급,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
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및 자료처리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출판업, 영화업, 방송
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포괄범위

가. 출판업
출판업은 신문, 서적 및 정기간행물과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포함한다.

나. 영화업
영화업은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
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영화상영업을 포함한다.

다. 방송업
방송업은 라디오, 텔레비전의 지상파·유선·위성방송을 포함한다.

라. 통신업
통신업은 우편 및 소포, 전화, 초고속망, 부가통신으로 구성된다. 우편 및 소포는 우편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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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화물을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체국 및 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화는 유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를 포함한다. 초고속망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포함하며,
부가통신은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접속 및 관리서비스, 신용카드 검색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마.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은 컴퓨터관련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로 구성된다. 컴퓨터관련서비스는
컴퓨터설비,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컴퓨터설
비자문, 장비유지 수리 등을 포괄한다.
정보제공서비스는 자료처리(OMR 및 OCR, 자료스캐닝, 자료입력처리 등), 뉴스공급(뉴스 리
포트, 뉴스 사진 등의 공급) 및 기타정보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을 포함한다.
정보통신업의 포괄범위

<표 Ⅱ-3-29>

구

분

포

괄

범

위

출

판

업

신문, 서적및정기간행물,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영

화

업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방

송

업

지상파방송, 유선및위성방송

통

신

업

우편, 전화, 초고속망, 부가통신

정보서비스업

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3. 추계방법

가. 개황
정보통신업의 실질 산출액은 일반적으로 명목 산출액에 해당 물가지수(PPI, CPI 등)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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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계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얻고, 사후적으로 실질 부가가
치를 구한다. 실질 중간투입에 해당 물가지수(PPI, CPI 등)를 적용하여 명목 중간투입을 추계하
고 사후적으로 명목 부가가치를 작성한다.

나. 추계방법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주로 관련 업체의 매출이나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명목
산출액을 추계한다.
중간투입
명목 중간투입은 당해년 중간투입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목 중간투입 증감률
로 전년동기 명목 중간투입을 연장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명목 산출액에 해당 물가지수(PPI, CPI 등)를 적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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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전년동기 실질 중간투입을 실질 산출액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분기 추계시에는 정보
통신업의 당해년 중간 투입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목 중간투입을 실질화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입구조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실질 중간투입을 산출한다. 단,
연간 추계시에는 해당업체의 결산서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명목 중간투입에 해당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얻는다.
정보통신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30>

명

분기

연간

목

실

질

산출액

전년동기 명목산출액×매출액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중간투입증감률1)

전년동기 실질중간투입×실질중간투입 증감률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산출액

매출액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PPI, CPI 등)

중간투입

중간투입항목의 합

명목중간투입 ÷ 가격지수(PPI, CPI 등)

부가가치

명목산출액－명목중간투입

실질산출액－실질중간투입

주：1) 실질 중간투입 증감률과 가격지수(PPI, CPI) 증감률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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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114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익월

월별 통신 서비스 매출

유무선 가입자수

방송통신위원회

익월

월별 유무선통신 가입자수

초고속망 가입자수

방송통신위원회

익월

월별 초고속망 가입자수

영화 관객수 및 매출

영화진흥위원회

익월

월별 영화관객수 및 매출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익월

업종별 경상 및 불변지수

CPI, PPI

통계청, 한국은행

익월

각 항목별 지수

신문사 매출

중앙일보 등

분기

월별 매출

출판사 매출 및 출판 부수

대한출판협회, 출판사

분기

월별 매출 및 출판 실적

소프트웨어 매출 실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분기

월별 매출

방송사 매출액

KBS 등

분기

월별 매출

우편취급실적 및 요금수입실적

우정사업본부

분기

월별 취급실적 및 수입

기간통신사 매출

연합뉴스 등

분기

월별 매출

서비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한국언론연감

한국언론진흥재단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광고연감

제일기획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통신회사결산서

KT, SKT, LG유플러스 등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우편사업특별회계결산

우정사업본부

익년

매출, 영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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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사업서비스업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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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범위

가. 광고업
광고업은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생산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광고대행1), 광고물 작
성2) 및 매체광고를 포괄한다. 광고는 매체별로 4대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및 잡지) 광고,
옥외 및 SP(Sales Promotion) 광고, 뉴미디어(케이블 텔레비전, 인터넷 및 PC 통신) 광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그 설립목적이 조사·연구인 기관의 연구활동이 대상이 되는데 연구수행 주체에
따라 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비영리) 및 연구기관(산업)으로 나누어진다. 연구기관(국공

1)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광고문안의 작성, 도안 및 설계 등과 같은 광고물 작성업무을 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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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은 일반정부부문에 속하는 기관의 조사·연구활동을, 연구기관(비영리)는 민간연구기관 중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의 연구활동을, 연구기관(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연구활동을 각각 의미한다. 연구 내용에 따라서는 자연과학과 인문 및 사회과학으로 구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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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민소득통계가 경제활동별(산업별)로 추계되
고 있기 때문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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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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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제3장 경제활동별 추계방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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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서비스업의 포괄범위

<표 Ⅱ-3-31>

구

분

포

괄

범

위

광고업

광고대행, 광고물작성, 매체광고

연구기관

국공립, 비영리, 산업

사업관련전문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 공학관련서비스, 기타 공학관련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청소 및 소독서비스, 인력공급 및 알선, 기타사업서비스

3. 추계방법

가. 개황
사업서비스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분기 추계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아직까
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사업서비스업의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은 관련 경상 서비스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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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와 기관 및 기업체 조사자료의 증감률을 구한 후 전년동기 명목 산출액에 적용하여 연장한
다. 명목 부가가치는 연간 부가가치율을 산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하고 명목 중간투입은 사후적
으로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한편 당해분기 실질 산출액은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
가치도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사후적으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광고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제일기획 조사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
계하고 부가가치는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국세청 납세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
한 명목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도 당해분기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
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2) 연구기관3)
[명목 : 당해년가격]
3)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비영리단체의 연구기관은 관련 연간 예산액에 분기 재정집행률을 곱하여 당해분
기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구하고 두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액을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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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기업체 조
사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광고업의 명목 추계와 동일한 방법
으로 구해진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모두 광고업의 실질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3)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기관 및 기업체 조사자료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광고업의 명목 추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진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모두 광고업의 실질 추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 사업지원서비스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중간투입
과 부가가치는 광고업의 명목 추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진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모두 광고업의 실질 추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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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32>

명

광고

분기

사업관련
전문
서비스업

분기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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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산출액
사업지원
서비스업

질

전년도 명목산출액 × 조사자료 증감률

산출액
분기

실

산출액

산출액
연구기관

목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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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주요내용
연구개발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특허권수익

한국은행

매월

월별 특허권 수익액

환율

한국은행

매월

원 / 달러 환율

연구소통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매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수, 연구전담부서 연구원수 등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관련 항목별 지수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관련 항목별 지수

연도별 출원건수

특허청

매년

특허출원 건수

방송사별 수입현황

한국방송 광고공사

분기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광고수입액

매체별 수입현황

제일기획

분기

신문 및 잡지 광고수입액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분기

항목별 집행실적(파일)

지방정부 지출액

해당 도·시·군·구

분기

항목별 예산액 및 지출액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안전부

분기

중앙, 지방공무원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광고연감

제일기획

매년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중앙·지방예산서

각 부처,

(세입·세출)

도·시·군·구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지출액,
대행수수료, 매체광고금액 등

연간

중앙·지방정부 세입·세출예산

5년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 등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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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1. 정의
국민계정에서 일반정부는 경제활동주체로서 생산자임과 동시에 하나의 제도부문이다. 경제
활동주체로서의 일반정부는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를 관리하며 사회 및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정부는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고 일부를 민간에게 대개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므로 영업잉여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닌 투
입된 총비용에 의해 평가된다.(비용접근법)
일반정부는 연구, 교육, 의료 및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본 절에
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정부가 수행하
는 연구, 교육,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동별 분류체계에 의해 관련 산업에서
설명한다.
정부서비스생산자의 경제활동별 분류

<표 Ⅱ-3-33>

일반정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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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 분류(발표형식)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연구(국공립)

사업서비스업

교육(국공립)

교육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국공립), 사회복지(국공립)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국공립)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위생(국공립)

기타서비스업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제3장 경제활동별 추계방법

<해설 Ⅱ-3-5>

비용접근법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은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민
들에게 공급되는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다.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으
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생산에 투입된 각종 비용을 근거로 평가된다. 이
와 같이 투입비용의 파악을 통해 총산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을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이라 한다.

2. 포괄범위

가. 제도부문으로서의 일반정부
일반정부부문은 정부행정부서(중앙정부+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로 나
누어진다. 이 중 정부행정부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교육·보건·문화·오락
및 기타사회서비스의 제공, 경제성장, 사회복지 및 기술개발의 증진활동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반정부에는 독립된 체계를 갖고 정부 혹은 민간에게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소규모 정
부기업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군수공장, 유료도로운영, 공공건물내 식당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생산자로서의 정부단위와 제도부
문으로서의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중앙행정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로 나누어 지는데 구체적 포괄범
위는 <표 Ⅱ-3-34>과 같다. <표 Ⅱ-3-34>중 특이 사항을 설명하면, 조달청과 특허청은 특별회계로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123

Ⅱ. 생산국민소득

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는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중 우체국예
금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므로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는 정부에서 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 회계이므로 우편
사업은 운수창고통신업으로, 조달과 양곡관리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분류된다. 중앙정부의 기금
회계 중 일반정부에서 제외된 것은 금융성기금1)이거나 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 기금인데 금융성
기금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그 외의 기금들은 국민계정의 여타 산업부문에 포함된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지방행정부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기타특별회계 중 지방정부가 직접 운
영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경우 일반정부로 인식하지만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상수
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각각 수도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특별회계
의 하나인 지역개발기금은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3)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사회보장기금은 일반국민에게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되고 통제받으며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별도로 조직된 거래주체이다. 사회보
장기금에는 사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기금 자체가 속한다.
공공비영리단체는 가계나 기업에 대하여 무상 또는 생산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
에 대하여 공공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공공비영리단체는 주
로 정부에 의해 자금조달과 통제, 인사 등 주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한국개발연
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국가장학기금,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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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의 포괄범위

<표 Ⅱ-3-34>

(2010년 기준)

구

분

괄

범

위

조달청, 특허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부서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광역지역발전, 주
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책임운영기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
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 합리
화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포

일반회계

기금회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사학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
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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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보 장 기 금

공공비영리단체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발전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발레단, 국립암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
방송교류재단, 국토연구원,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발전연구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도로교통공단,독립기념관, 명동정동극장, 부산
발전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산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소상공인진흥
원, 언론중재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울산발전연구원, 인천
발전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전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정동극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재단, 축산물품질평가
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개
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
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사성폐
기물관리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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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영상
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연구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폴리텍대
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해
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수산자원사업
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나. 경제활동별 일반정부의 포괄범위
(1)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및 국방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
괄하는데, 일반정부의 각 하위부문(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이 생산한
서비스 중 해당 산업에 통합되어 있는 연구·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문화·위생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입법사무, 통치행정, 일반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의 관리행정, 산업진흥행정, 외교
및 국방,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을 수행하는 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2) 기타 일반정부부문 생산활동
일반정부의 경제활동별 분류에서‘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를 제외한 활동으로 해당 산업에
통합되어 있는 연구·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문화·위생서비스의 국·공립 기관이 행하
는 생산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업서비스 중 연구서비스에는 공공비영리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이 행하는 생
산활동이 포함되며, 교육서비스에는 국·공립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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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기타의료기관과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의약품
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국·공립 의료 및 보건기관이 포함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각종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기관을 포함한다. 문화서비스에는 방송서비스와 영화 및 연예 관
련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국·공립기관이 포함되며, 기타서비스업 중 위생서비스에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기관이 포함된다.

3. 추계방법

가. 개황
일반정부는 제도부문별(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로 추계하고 있
으며 분기와 연간은 추계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분기 추계시에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일
부 부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여 추계하고 있다.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자
료는 제도부문별로 다르며 입수한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구한 후 이 두 항목을 합
산하여 총산출을 구한다. 또한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등 활동부문별로는 제도부문으로서의
일반정부와 추계방법이 동일하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중앙정부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중앙정부의 총산출은 비용접근법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회계별·소관별·
세목별 세출자료상의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더하여 구한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127

Ⅱ. 생산국민소득

중간투입
중앙정부의 중간투입은 기획재정부의 분기별·세목별 재정집행실적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 물건비 지출2)을 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중앙정부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합하여 추계한다. 피용
자보수는 기획재정부의 분기별·세목별 재정집행실적 중에서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
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을 합하여 구한다.
분기 고정자본소모는 먼저 당해년도의 연간 총고정자본형성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기획재정
부 연간 예산 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경비를 합산하여 얻어진다.
다음으로 산출된 당해년도 총고정자본형성과 전년까지의 고정자산스톡을 더한 후 고정자산의
형태별(건물·기계부품, 차량과 운반구 등) 내용연수로 나누면 연간 고정자본소모가 얻어진다.
분기 고정자본소모는 이렇게 추정된 연간 고정자본소모에 내삽법3)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기타
생산세는 기타생산세 연간예산에 분기 중간투입 집행률을 곱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실질 총산출은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투입을 합하여 구한다.

2) 정부회계는 계정과목을 구분할 때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코드별로 100번대(인건비), 200번대(물
건비), 300번대(경상이전), 400번대(자본지출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동 항목의 집행액은 국민계정상의 해
당 계정과목으로 각각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100번대 항목(인건비)은 국민계정상‘피용자보수’로
처리되며, 200번대 항목(물건비)은‘중간투입’으로 처리된다.
3) 실변수 x의 함수 f(x)의 모양은 미지이나, 어떤 간격을 가지는 2개 이상인 변수의 값 xi(i＝1,2,…,n)에 대한
함수값 f(xi)가 알려져 있을 경우, 그 사이의 임의의 x에 대한 함수값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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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
이터는 기준년 중간투입 항목별 가중치에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추계한
다.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와 실질 고정자본소모, 실질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얻어진
다. 실질 피용자보수는 전년동기 실질 피용자보수에 당해분기 공무원수 증감률을 곱하여 추계
하고, 실질 고정자본소모는 명목 고정자본소모를 건설업 디플레이터 및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실질 기타생산세는 명목 기타생
산세를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정한다.

(2) 지방정부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지방정부의 총산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추정한 후, 두 항목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분기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건비, 물건
비, 자본지출 등 분기별 세출실적을 입수하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구한 후, 이를 전년동기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각각에 적용하여 추계한다.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에 해당하는 각
항목은 중앙정부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129

Ⅱ. 생산국민소득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지방정부의 실질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중앙정부의 실질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3)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
[명목 : 당해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현재는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의 분기 지출실적자료의 입수가 어려워 동 기관의
연간 예산 중 부가가치와 중간투입 해당 항목에 중앙정부의 분기집행률을 곱하여 분기 부가가
치 및 중간투입을 구하고 두 항목을 더하여 총산출을 추정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실질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중앙정부의 추계방
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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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문 제도부문별 추계방법(요약)

<표 Ⅱ-3-35>

명

목

실

질

총산출

명목중간투입+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해당 항목 지출액의 합

명목중간투입÷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동기 실질

중앙

분기

정부

연간

피용자보수×인원수 증감률
부가가치

해당 항목 지출액의 합
(피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기타생산세)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지방

분기

정부

연간

총산출

명목중간투입+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전년동기 중간투입×중간투입 증감률

명목중간투입÷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동기 실질
피용자보수×인원수 증감률

부가가치

전년동기 부가가치×부가가치 증감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사회
보장
기금
·
공공
비영리
단체

총산출

명목중간투입+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당해년 연간예산액×중앙정부 분기집행률

명목중간투입÷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동기 실질

분기
연간

피용자보수×인원수 증감률
부가가치

당해년 연간예산액×중앙정부 분기집행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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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내용

당년 1월

회계별·소관별·세목별 예산

당년 1~2월

회계별·세목별 예산 상세 내역

중앙정부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예산서

각 부처

기금운용계획서

기획재정부

당년 1월

기금별 현황과 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서

기획재정부

익년 10월

회계별·소관별·세목별 결산 및 증감사유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기획재정부

익년 10월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보증 명세서

기획재정부

익년 10월

회계별·종류별·관리청별 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익년 10월

기금별 결산총괄 및 결산서류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안전부

당년 3월

재정현황 및 자치단체별 예산

지방정부 예산서

각 도, 시, 군, 구

당년 1~2월

단체별·세목별 상세 예산 내역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익익년 1월

단체별·회계별 예산·결산

지방정부 결산서

광역시도

익년 10월

단체별 세목별 상세 결산 내역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익년 12월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부과 및 징수실적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익익년 1월

국세 세목별 개념 및 부과·징수 실적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익년 10월

기성(육성)회,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금액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분기익월

분기별 중앙정부 지출액

지방정부 지출액

행정안전부

분기익월

분기별 지방정부 지출액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액

각 교육청

분기익월

분기별 교육청 지출액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실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기익월

분기별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실적

노인장기요양급여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익월

분기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현황

국방평균운용병력

국방부

분기익월

분기별 국방평균운용병력 현황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안전부

분기익월

분기별 중앙·지방공무원 정원

사회보장기금 인원수

국민연금관리공단,

분기익월

분기별 현재원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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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교육서비스업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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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범위

가. 교육기관(국공립)
교육기관(국공립)은 일반정부부문에 속하는 정규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나. 교육기관(비영리)
교육기관(비영리)은 민간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초등(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포함),
중·고등, 대학 등의 사립교육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다. 교육기관(산업)
교육기관(산업)은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각종 강습소의 서비스활동을 말하는데 전문
강습소(기술, 예능, 사무 등), 일반강습소(예체능, 입시, 외국어학원 등), 각종 위탁 연수기관(금
융연수원 등) 등과 사업장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통신과외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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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의 포괄범위

<표 Ⅱ-3-36>

구

분

포

괄

범

위

교육기관 (국공립)

국·공립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교육기관 (비영리)

사립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교육기관 (산 업)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각종 학원, 과외 등)

3. 추계방법

가. 개황
교육서비스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
지만 분기 추계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교육서비스업의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은 관련 서비스업생산지수
와 기관 및 기업체 조사자료의 증감률을 구한 후 전년동기 명목 산출액에 적용하여 연장한다.
명목 부가가치는 연간 부가가치율을 산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하고 명목 중간투입은 사후적으로
명목 산출액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한편 당해분기 실질 산출액은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
가치도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한다. 실질 중간투입은 사후적으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 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시장산출물을
생산하는 국공립과 비영리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
로 투입된 총비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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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추계방법
(1) 교육기관(국공립)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
산출액은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얻어진다.
중간투입
분기 중간투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계방법이 각각 다르다.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의 분기별·세목별 집행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기관(국공립)에
해당하는 중간투입을 추출하여 산출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교 등의 중간투입 항목
에 대한 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정부는 16개 지방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집행실적 자료를 입수하여 전년동기대비 중간
투입 증감률을 산출한 후 여기에 전년동기의 명목 중간투입을 곱하여 산출한다. 중앙과 지방정
부의 중간투입 항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지출이 해당된다.
부가가치
교육기관(국공립)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합하여 산출한
다.
중앙정부의 피용자보수는 기획재정부의 분기별·세목별 재정집행실적 중에서 교육기관(국
공립)에 해당하는 부처의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을 합한 금액이
된다. 지방정부의 피용자보수는 16개 교육청의 교육비 집행실적 중 인건비성 지출을 합산하여
피용자보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먼저 계산한 후 여기에 전년동기 피용자보수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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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다.
분기 고정자본소모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예산액 중 자본지출경비를 합산한 당해연도
총고정자본형성에 전년까지의 고정자산스톡을 더한 후 고정자산의 형태별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간 고정자본소모를 구하고 내삽법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기타생산세는 기타생산세 연간 예산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중간투입 집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실질 산출액은 실질 중간투입과 실질 부가가치의 합으로 사후적으로 구해진다.
중간투입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중간투입 디플
레이터는 기준년 중간투입 항목별 가중치에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
한다.
부가가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와 실질 고정자본소모, 실질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추계한
다. 실질 피용자보수는 전년동기의 실질 피용자보수에 당해분기 교육공무원수 증감률을 곱하
여 연장하고, 실질 고정자본소모는 명목 고정자본소모를 건설업 디플레이터 및 생산자물가지수
등에 의해 계산된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 기타생산세는 명목 기타
생산세를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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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비영리)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사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는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국세청 납세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명목 부가가
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도 당해분기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
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3) 교육기관(산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관련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기업체 조사자료 증감률을 적용
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교육기관(비영리)의 명목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모두 교육기관(비영리)의 실질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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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37>

명

목

실

질

산출액

명목중간투입 + 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 + 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전년도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 증감률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동기 실질

교육
(국공립)

피용자보수×교육 공무원수 증감률

분기
부가가치

전년도 명목부가가치 ×부가가치 증감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산출액
교육
(비영리)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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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산출액
교육
(산업)

전년도 명목산출액 ×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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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내용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관련 항목별 지수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분기

항목별 집행실적(파일)

지방정부 지출액

해당 도·시·군·구

분기

항목별 예산액 및 지출액

교육비 지출액

해당 교육청

분기

항목별 예산액 및 지출액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안전부

분기

중앙, 지방공무원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연간

중앙·지방예산서

각 부처,

(세입·세출)

도·시·군·구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기타교육기관 등

교직원수, 각급 학교별 학교현황, 학급현황,
학생현황, 학교시설 등

연간

중앙·지방정부 세입·세출예산

5년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 등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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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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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범위
일반적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누어지며, 민간은 영리목적여부에 따라
산업과 비영리로 구분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는 산업, 국공립, 비영리로 구분되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공립과 비영리로 구분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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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 및 보건서비스(국공립)
의료 및 보건서비스(국공립)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건활동, 국립병원, 군병원,
보건소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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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는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목적의 종합병원·의원, 보건기관 등을
포괄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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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는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목적의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부랑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이 제약받는 특정 범주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수용·비수용 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등을 포괄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포괄범위

<표 Ⅱ-3-38>

구

분

포

괄

범

위

의료 및 보건 (산업)

민간이 설립한 종합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원, 병리실험서비스,
수의업, 기타의료업,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의료 및 보건 (국공립)

보건복지부·지방정부의 의료보건활동, 국립병원, 군병원, 보건소 등

의료 및 보건 (비영리)

민간설립 비영리목적 종합병원·의원, 보건기관 등

사회복지 (국공립)

보건복지부·지방정부의 사회복지활동, 사회보장기금 등

사회복지 (비영리)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목적의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을 제약받는 특정
범주내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비수용 복지시설,
사회복지 단체 등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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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방법

가. 개황
사회·경제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비율의 상승,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유형의 변화 등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
지사업 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국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
야이나 기초통계자료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어서 적지 않은 부문에서 간접적인 추계방법
이 이용되고 있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비영리)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기업체 조사
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
가치는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국세청 납세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명목 부
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도 당해분기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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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2) 의료 및 보건서비스(국공립)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명목 중간투입과 명목 부가가치를 먼저 추계한 후 두 항목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중간투입은 당해연도의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의 의료 및 보건활동 관련 연간 중간투
입 예산액에 당해분기 중간투입 집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는 명목 피용자보수, 고
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모두 더한 것으로 피용자보수와 기타생산세는 당해연도의 보건복지
부, 지방정부 등의 의료 및 보건활동 관련 연간 피용자보수 예산액과 연간 기타생산세 예산액에
당해분기 해당 집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고정자본소모는 연간 고정자본소모를 내삽하여 추
계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실질 중간투입과 실질 부가가치를 합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중간투입은 명목 중
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 중간투입구
조에 해당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구한다.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구성되는 바, 피용자보수는 당해분기의 공무원수 증감률로
연장하고, 고정자본소모와 기타생산세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만든
해당 디플레이터로 명목 부가가치를 나누어 산출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산출액, 부가가치 및 중간투입은 명목과 실질 모두 의료 및 보건서비스(국공립)의 추계방법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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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기업체 조사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비영리)의 명목 추계방법과 동일
하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모두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비영리)의 실질 추계방법과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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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39>

명
의료
보건
(산업)

의료
보건
(국공립)

산출액
분기

목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 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실

질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산출액

명목중간투입 + 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 + 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당해연도 명목중간투입 × 분기 중간투입 집행률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도 실질
피용자보수×공무원수 증감률

분기
부가가치

당해연도 명목부가가치 × 분기 부가가치 집행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의료
보건
(비영리)

사회
복지
(국공립)

산출액
분기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산출액

명목중간투입 + 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 + 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당해연도 명목중간투입 × 분기 중간투입 집행률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도 실질
피용자보수×공무원수 증감률

분기
부가가치

당해연도 명목부가가치 × 분기 부가가치 집행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사회
복지
(비영리)

산출액
분기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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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항목별 가격지수 증감률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항목별 가격지수 증감률

분기

산출액 증감률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구분별 총진료비

건강보험관리공단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분기

항목별 집행실적(파일)

지방정부 지출액

해당 도·시·군·구

분기

항목별 예산액 및 지출액

보험진료비 청구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기

건강보험진료비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안전부

분기

중앙, 지방공무원 정원

사회보장기구인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사회보장기금 인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사회복지현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반기

물량 증감률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익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국세청

익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보건복지부

익년

수용인원수, 종사자수 증감률

각 부처, 도·시·군·구

익년

중앙·지방정부 세입·세출예산

한국은행

5년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

현재원수

건강보험 가입자 수

법인 및 개인의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보건복지통계연보
중앙·지방예산서
(세입·세출)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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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1. 정의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은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산업활동을 말하며, 연극제작, 도
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서비스와 운동설비운영, 오락장, 도박장 등의 오락서비스를 포괄한다.

2. 포괄범위

가. 문화서비스(산업)
문화서비스에는 연극 및 음악 제작, 자영예술가, 도서관 및 독서실,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
관, 동·식물원 등이 해당된다.

나. 문화서비스(국공립)
문화서비스(국공립)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정부의 문화서비스 관련 활동과 일반정부 부
문에 속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식물원, 공원 등의 국공립시설을 포함한다.

다. 오락서비스
오락서비스는 운동설비(골프장, 체육관, 수영장 등) 운영, 자영 체육인, 경기단체, 경기장운
영, 공연장, 유원지 및 테마파크, 오락장(노래방, PC방 등), 도박장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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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포괄범위

<표 Ⅱ-3-40>

구

분

문화서비스 (산업)

포

괄

범

위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도서관 및 독서실,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동·식물원

문화서비스 (국공립)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정부의 문화서비스관련 활동,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식물원 등

오락서비스

운동설비(골프장, 체육관, 수영장 등) 운영, 자영 체육인, 경기단체, 경기장운영, 공연장,
유원지 및 테마파크, 오락장(노래방, PC방 등), 도박장 등

3. 추계방법

가. 개황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 등으로 최근 들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
나 동 산업에 포괄되는 대상은 영세한 경우가 많고 불법 도박활동 등의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기
쉬운 산업으로 통계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하위부문 대부분에
서 추계방법이 동일하다.

(1) 문화서비스(산업)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
는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국세청 납세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명목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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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도 당해분기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
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2) 문화서비스(국공립)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명목 부가가치와 명목 중간투입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중간투입은 먼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액으로 당해년의 연간 중간투입 예산액을 구한
후 이에 당해분기의 중간투입 집행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
본소모 및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구해지는 데 피용자보수와 기타생산세는 당해년 예산서상의
관련항목 예산액에 분기집행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고정자본소모는 연간 고정자본소모를 내
삽하여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투입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로 나누어 구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동기 실질 부가가치에 공무원수 증감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실질 고정자본소모
와 실질 기타생산세는 각각의 명목금액에 해당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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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락서비스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기관 및 기업체 조사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국세청 납세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명목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
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도 당해분기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
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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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41>

명
문화
서비스
(산업)

문화
서비스
(국공립)

산출액
분기

목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실

질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산출액

명목중간투입 + 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 + 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당해연도 명목중간투입 × 분기 중간투입 집행률

명목중간투입 ÷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도 실질
피용자보수×공무원수 증감률

분기
부가가치

당해연도 명목부가가치 × 분기 부가가치 집행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산출액
오락
서비스

분기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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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영상물등급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

매월

물량 증감률

도소매업판매액지수

통계청

매월

산출액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각 항목별 가격지수 증감률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각 항목별 가격지수 증감률

영화관람객수 및 상영수입

영화진흥위원회

분기

산출액 증감률

관람객수 및 입장수입

한국축구협회

분기

물량 및 산출액 증감률

관람객수 및 입장수입

한국야구위원회

분기

물량 및 산출액 증감률

관람객수 및 입장수입

한국농구협회

분기

물량 및 산출액 증감률

복권수입 및 환급액

복권위원회

분기

산출액 증감률

도박장 매출액

각 카지노

분기

산출액 증감률

분기

산출액 증감률

스포츠서비스업 등

경마, 경륜, 경정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매출액 및 환급액

경정본부·경륜본부

골프장 입장인원수

한국골프장협회

분기

물량 증감률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분기

항목별 집행실적(파일)

지방정부 지출액

해당 도·시·군·구

분기

항목별 예산액 및 지출액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안전부

분기

중앙, 지방공무원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노래방, PC방, 오락장 현황

문화관광부

연간

물량 증감률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익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국세청

익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각 부처, 도·시·군·구

익년

중앙·지방정부 세입·세출예산

한국은행

5년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 등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법인 및 개인의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중앙·지방예산서
(세입·세출)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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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 기타서비스업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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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범위

가. 위생서비스(국공립)
위생서비스(국공립)는 환경부, 지방정부 등의 위생서비스 관련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
수 및 분뇨수거 처리 등이 포함된다.

나. 위생서비스(산업)
위생서비스(산업)에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이 해당된다.

다. 대개인서비스
대개인서비스는 세탁, 이용 및 미용, 기타 대개인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세탁서비스에는 세
탁·염색업, 세탁물 공급업 등이 있고 이용 및 미용서비스에는 이·미용업, 피부, 비만, 발 관리
업 등이 있다. 기타 대개인서비스는 이상의 서비스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장
의서비스, 예식장, 목욕탕, 결혼상담소, 점술가, 수하물보관소, 안마시술소, 목공, 개인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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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해당된다.

라. 수리서비스
수리서비스는 자동차, 산업용 기계장비(제조업체가 행하는 수리서비스 제외), 사무용장비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마.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산업 및 전문가 단체와 종교단체, 정치단체, 노동단체, 기타사회단체 등을 포괄
한다.

바.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는 요리, 청소 등 가사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기업형과 개인 가사도우미
를 모두 포함한다.
기타서비스업의 포괄범위

<표 Ⅱ-3-42>

구

분

위생서비스 (국공립)
위생서비스 (산업)

대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사회단체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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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괄

범

위

환경부·지방정부 등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활동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용료 수익
세탁(세탁 염색업, 세탁물공급업), 이발 및 미용(이·미용업, 피부, 비만, 발관리업),
기타 대개인서비스(장의서비스, 예식장, 목욕탕, 결혼상담소, 점술가, 수하물보관소,
안마시술소, 목공, 개인 간병인 등)
자동차수리, 산업용 기계장비, 사무용장비,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 노동단체, 기타 사회단체
요리, 청소 등 가사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놀이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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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방법

가. 개황
사업특성상 영세한 업체와 비관측영역이 많아 통계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다. 기타서
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
의 동일하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위생서비스(산업), 대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사회단체, 가사서비스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전년동기 산출액에 경상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기관 및 기업체 조사자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에 산업연관표, 국세청 납세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명목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
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분기 명목 산출액을 해당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도 당해분기
명목 부가가치를 해당 가격지수로 실질화하여 산출하며 중간투입은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부
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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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서비스(국공립)
[명목 : 당해년가격]
산출액은 명목 부가가치와 명목 중간투입을 합하여 사후적으로 구한다. 중간투입은 먼저 중
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위생서비스 관련 지출액 중 당해년의 연간 중간투입 예산을 구한 후 당
해분기의 중간투입 집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
타생산세를 합하여 구한다. 피용자보수와 기타생산세는 당해년 예산서상의 관련항목 예산액에
분기집행률을 곱하여 추계하고, 고정자본소모는 연간 고정자본소모를 내삽하여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투입을 합하여 사후적으로 산출한다.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합하여 구한다.
실질 고정자본소모와 실질 기타생산세는 각각의 명목 금액을 해당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
하며, 실질 피용자보수는 공무원수 증감률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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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업 추계방법(요약)

<표 Ⅱ-3-43>

명

목

실

질

산출액

명목중간투입 + 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 + 실질부가가치

중간투입

당해연도 명목중간투입× 분기 중간투입 집행률

명목중간투입÷중간투입 디플레이터
- 실질피용자보수 : 전년도 실질

위 생
서비스
(국공립)

피용자보수×공무원수 증감률
분기
부가가치

당해연도 명목부가가치 × 분기 부가가치 집행률

- 실질고정자본소모 : 명목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 실질기타생산세 : 명목기타생산세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위 생
서비스
(산업)

산출액
분기

분기

분기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분기

분기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산출액
가 사
서비스

전년도 명목산출액 ×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중간투입

산출액
사회단체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산출액
수 리
서비스

서비스업생산지수 또는 조사자료 증감률

중간투입

산출액
대개인
서비스

전년도 명목산출액 ×

전년도 명목산출액 ×
추계가구수 증감률× 가격지수 증감률

명목산출액 ÷ 가격지수

중간투입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

실질산출액 － 실질부가가치

부가가치

명목산출액 × 명목부가가치율

명목부가가치 ÷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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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협회 및 단체,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도소매업판매액지수

통계청

매월

산출액 증감률

자동차 등록대수

건설교통부

매월

물량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항목별 가격지수 증감률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항목별 가격지수 증감률

분기

물량 증감률

자동차 정비업체수

전국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연합회

골프장 입장인원수

한국골프장협회

분기

물량 증감률

가사보조인 알선건수 및 단가

중앙고용정보원

분기

물량 증감률

중앙정부 지출액

기획재정부

분기

항목별 집행실적

지방정부 지출액

해당 도·시·군·구

분기

항목별 예산액 및 지출액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안전부

분기

중앙, 지방공무원 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반기

산출액 증감률

정당별 지출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간

산출액 증감률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원수

한국노총, 민주노총

연간

물량 증감률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연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국세청

연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각 부처, 도·시·군·구

연간

중앙·지방정부 세입·세출예산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중앙·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법인 및 개인의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중앙·지방예산서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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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1. 정의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
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1993 SNA」에 따라 조세는「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와「소득 및
부(富) 등에 대한 경상세(current taxes on income, wealth etc, 이하 경상세)」로 나누어진다.
생산 및 수입세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며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하
고 경상세는 소득세와 기타경상세로 구분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
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조세이고 기타 생산세는 생산에 사용
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
한 조세이다. 경상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또는 부(富) 등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한편 보조금(subsidies)이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없이 제공하는 경상적 지급액을 말하는데
「1993 SNA」에서는 보조금을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물보조
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 판매 또는 수
입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생산보조금은 거주자 기업이 생산에 참여
한 결과 수취하는 보조금 중 생산물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말하는데 고용보조금 등이 이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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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1>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

2. 추계방법
[명목 : 당해년가격]
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동기 생산물세(수입세)에 각 산업별 산출액(품목별 수입액) 증감률 등
을 곱하여 산업별(품목별)로 산출한다. 산업별·품목별로 도출된 생산 및 수입세의 전체 수준
이나 증감률의 적정성은 기획재정부의 분기별 국세 세입실적자료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기타생산세는 기초가격(basic prices)으로 평가한 산업별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여 발표하
고 있다.
보조금도 생산 및 수입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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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생산물세 및 수입세, 보조금의 실질 금액은 각 산업별 실질 산출액 및 품목별 실질 수입액에
전년도 생산세율 및 수입세율, 보조금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표 Ⅱ-3-44>

(2011년 기준)

구

분
직접세

경상세
경상세
자본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
세
인 지 세
증권거래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생산물세

내 국 세
국세

1993 SNA에 따른 분류
소 득 세
법 인 세
상 속·증여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등1)
기타 생산세

보통세

취 득 세
레 저 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생산물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기타생산세
생산물세 등1)

보통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기타생산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생산물세
생산물세
경상세

도 세
지방세

시·군세

주: 1) 교육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재원별로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로 나누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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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관
제2장 기본 추계방법
제3장 항목별 지출 추계방법

제1장 개관

제1장

개 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국외부문의 순수출, 그리고 재고증감 이
다섯 가지를 합치면 경제 안에서 생산된 최종산출물, 즉 국내총생산(GDP)에 대한‘지출’이 되
는데 이를‘지출국민소득’이라고 부른다.
국민계정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지출을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
고증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등 전문적 용어로 구분하여 쓰고 있다.
지출국민소득의 구성

<표 Ⅲ-1-1>

구

분

최종소비지출

구
민간소비

성

ㆍ가계소비 : 국내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 비거주자 국내소비
ㆍ민간비영리단체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운송장비, 기계류

건설투자

건물투자, 토목투자

무형투자

컴퓨터소프트웨어, 광물탐사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 귀중품 순취득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상품 수출, 서비스 수출

(공제)상품 및 서비스 수입

상품 수입, 서비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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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은 수요접근법(demand approach)과 공급접근법(supply
approach)이 있다.
우선 수요접근법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
다. 가계지출 조사자료에 의한 가계소비지출 추계, 정부 예결산자료에 의한 정부소비지출 추계,
기업재무자료에 의한 자본형성 추계, 그리고 무역통계자료에 의한 수출입추계가 수요접근법이
라고 할 수 있다.
공급접근법은 생산물의 공급측면에서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함으
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민계정의 총공급(총산출+수
입)이 순차적으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각각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를
산업연관표의 원리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인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과 소매판매
자료를 이용하는 소매조사법1) 등이 있다. 이 중 상품흐름법은 2005년 기준년 개편 전까지 우리
나라의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추계에 주로 이용되던 공급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최종수요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수요접근법은 생산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를 일정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최근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으며 추계절차가 간
편하고 객관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기초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1) 소매조사법(retail control method)은 개인소비지출 추정에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소매판매조사를 통한 총
판매금액의 증가율이 개인소비지출 증가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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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급접근법은 직접조사대신에 별도로 조사한 각 재화 및 서비스별 배분구조 즉, 배분비율
등을 이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수요측면의 기초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접근법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가 경제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측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작성시
기가 해당년 종료 2년 후인 관계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적시에 반영해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
계가 있다. 특히 상품흐름법 중심의 공급접근법은 통계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
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상호 점검하기가 곤
란하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실제 추계에 있어서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감안하여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가계소비, 정부
소비, 건설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 등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등은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으로 추계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품목
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종 기초자료 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그 동안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을
주로 이용하여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였으나, 2005년 기준년 개편 이후부터는 설비투자 등 수
요접근법 적용이 곤란한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수요접근법을 주된 추계방법으로 하여 지출국
민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다음 표는 세부 항목별 추계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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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지출항목별 추계방법

추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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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계

수요접근법

- 가계소비지출
- 정부소비지출
- 건설투자
- 설비투자 중 자동차 및 선박
- 재고투자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공급접근법

- 민간비영리단체소비지출
- 자동차 및 선박을 제외한 설비투자
- 무형고정자산투자
- 귀중품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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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계방법
일반적으로 분기 지출국민소득은 전년도 추계금액을 관련 기초자료 증감률로 연장하여 추계
한다. 즉 당해분기 지출항목별 지출액은 지출항목별 전년동기 지출액에 기초자료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곱하여 구한다. 다만 당해 분기자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일부 정부소비지출과
수출입은 관련 자료를 이용한다.
최종소비지출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나누어진다. 민간소비는 전년도 추계금액을 재화와
서비스로 나누어 재화는 가계조사와 소매판매액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는 가계조사와 서비스
업생산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정부소비는 정부부문의 산출액(중간투입+부가가치)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관련 자료상의 판매수입액인 상품·비상품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이
에 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 산재보험(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재취업교육비 지출) 등의 사회
보장현물수혜2)를 더한 금액을 소비로 기록한다.
총고정자본형성 중 건설투자는 건설업 및 농림어업(영림 등)의 산출액(건물수선 등 제외)에
서 부대비용을 합산하고 건설재고분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설비투자는 개량상품흐름법3)과 직
접(자동차, 선박) 구한 생산자가격 설비투자액에 세금, 거래 및 운송 마진을 사후적으로 합산하
여 추계한다. 무형고정자산투자도 개량상품흐름법으로 구한 생산자가격 투자금액에 부대비용
및 거래, 운송 마진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재고증감은 회계기간 중의 재고취득액에서 재고처분액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정의되며 생산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뿐만 아니라 유통 중에 있는 재고의 변동분도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농림재고증감은 국내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곡물, 가축 등의 재고증감분이 해당되며 벼, 맥
류, 정미, 정맥, 육우, 양돈, 가금, 기타임산물 등을 포함한다. 비농림 재고증감은 완성품, 원재료

2)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제공
한다.
3) 개량상품흐름법이란 상품흐름법과는 달리 기준년의 품목별 투자금액을 출하액 증감률로 바로 연장하는 방
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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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모품, 재공품, 재판매용재화로 나눌 수 있는데, 완성품은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
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완성품 재고의 변동분으로서 통계청의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기업의 재
무제표, 국토해양부의 미분양주택통계 등을 주로 이용하여 추계하며, 원재료 및 소모품과 재공
품의 재고증감은 기업의 재무제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자료 등을 이용하고 재판매용재화
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주로 이용하여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재화 수출입의 경우 국민계정의 재화 수출입과 국제수지표상의 상품 수출입이
포괄범위 및 평가방법 등에서 일치하고 있으므로 명목 수출입은 국제수지표의 상품 수출입을
원화로 환산하여 이용하고 운송 및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기타서비스, 비거주자(거주자) 가
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 등 서비스 수출입은 국제수지
표상의 서비스 수입 및 지급액을 주로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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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품흐름법
한편 2005년 기준년개편 이전까지 지출국민소득 추계를 위해 주로 사용하였던 상품흐름법은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측면의 산출액에 수입액을 더하여 상품별 국내 총공급액을
결정하고, 산출액에서 산업연관표의 배분구조를 통해 얻어지는 상품별 중간수요액과 수출액을
차감하여 국내 최종수요액을 구한 후 여기에 산업연관표상의 지출항목별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가계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을 분할한다.
그런데 가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추계의 출발점이 되는 국내 최종수요액이 일단 생산자가
격으로 파악됨에 따라 생산측면의 시장가격 국내총생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출항목 역시
시장가격(구매자가격)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생산자가격으로 평가된 가계
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에 거래 및 운송 마진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구매자가격 기준의 가
계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을 구하고 여기에 정부소비와 수출 등 직접추계 부문을 더하여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과 일치시킨다.
지출국민소득을 생산자가격에 거래 및 운송 마진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추계하는 이유는 상
품별 처분내역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산업연관표상의 상품별 배분비율이 생산자가격 기준으
로 되어 있어 현행의 추계기법상 지출측면에서는 구매자가격에 의한 지출액을 직접적으로 구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산국민소득은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및 시장가격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는데 이
는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표준 계정체계를 준수함과 아울러 이들 각각의 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을 각기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상품흐름법은 소비, 투자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므로 결국 생산, 수출 및
수입의 정확한 파악이 추계의 첫 번째 과제가 되며 이를 전제로 산업연관표의 상품별 배분비율,
거래 및 운송 마진 등을 이용하여 지출국민소득이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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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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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종소비지출
1. 정의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주체별로 가계 최종소비지
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2. 민간소비

가. 포괄범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을 합하여 민간소비라
고 한다.

①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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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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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처리한다. 가계가 구입한 중고품은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했을 때 이미 가계 최
종소비지출에 포함되었던 것이므로 제외된다. 반대로 자가(自家) 소유자가 스스로 최종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대료)는 가계가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지만 구입한 것으
로 의제하여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포함한다.
한편「1993 SNA」에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그 지역이 국내이건 해외이건 관계없이 거주자
가계가 일으킨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국내 모든 가계(거주자 및 비거
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계산한 후, 여기에‘거주자의 국외소비’를 더하고‘비거주자의 국내소
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는 그 구성원이나 다른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일반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시장생산자
(non-market producer)로서 일반적인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와는 달리 사회·경제정책
상 이유로 상품 또는 비상품 판매수입에서 회수되는 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입)만큼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를 최종소비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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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지출의 포괄범위

<표 Ⅲ-3-1>

구

분

포

괄

범

위

가계의 국내소비
[목적별 분류(COICOP1))]

[형태별 분류]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 주류 및 담배
- 의류 및 신발

- 내구재:
가구, 승용차, TV, PC 등

- 임료 및 수도광열
- 가계시설 및 운영
가계소비

- 의료보건
-교통
-통신
- 오락문화
-교육

- 준내구재:
의류 및 신발, 소형가전 등
- 비내구재:
음식료품, 수도광열, 휘발유 등

- 음식숙박
-기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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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에서는 생산자와 가계부문의 거래를‘생산물 종
류별’로 세분하지 않고 거래참가자의‘목적’또는‘목표’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
2) COPNI: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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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계방법
(1) 개황
소비지출의 추계방법은 크게 가계동향조사 등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소비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 유통과정을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지
출금액을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항목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소비액을 계산하여
민간소비를 추계하고 있다. 가계 국내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지출의 경
우 전년도 명목 소비금액을 가계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각 항목별 기초자료의 전년동
기대비 증감률로 연장하여 금년도 명목 소비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등 관련
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실질 소비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임료, 금융서비스 등 일부항목의 경우
생산국민소득의 추계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소비금액을 추계한다.
한편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은 국제수지통계의 여행수지 및 신용카
드실적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2) 부문별 추계방법
(가)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명목 : 당해년가격]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행정자료 및 기타통계자료를 이용
하여 추계한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가계동향조사 및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다만, 보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곡류, 담배, 전기·가스·수도
등의 재화와 교육, 의료, 주택소유, 금융, 보험, 공공행정 등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협회 등 관련
기관의 기초자료와 생산국민소득의 추계결과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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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실질 금액은 COICOP 분류체계 하에서 작성된 210여개의 명목 소비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항목별 실질 금액을 COICOP 코드별로
합산하여 상위의 목적별 및 형태별 소비금액을 구한다.

(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명목 : 당해년가격]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제수지통계를 기초로 작성된다. 주
로 국제수지통계의 여행서비스 중 비업무상 여행과 관련된 통계를 이용하며, 해당부문을 원화
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실질 금액은 명목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을 각각 관련 디플레이터로
환가하여 산출한다. 먼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환율변동을 조정한 주요 여행국의 소비자물
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소비금액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중 비거주자
가계의 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외국기관의 지출에 대해서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
각 적용하여 추계한다.

(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명목 : 당해년가격]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은 각 항목의 전년도 명목 소비금액을 생산국민소득
추계 과정상에 계산된 관련 비영리단체 총산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로 연장하여 금년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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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소비금액을 추계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실질 금액의 경우 각 항목의 명목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총산출 디플레이터 등 관련 디플
레이터로 환가하여 구한다.

다. 기초자료
자

178

료

명

작성기관

주 요 내 용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품목별 가계소비지출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품목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동차통계월보

자동차공업협회

내수판매대수

KT&G IR자료

케이티앤지(KT&G)

국내 담배시장규모

광공업동향조사

통계청

품목별 내수출하량

수입자동차등록현황

수입자동차협회

수입차등록대수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가정용 전력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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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제3장 항목별 지출 추계방법

3. 정부소비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정부는 국민계정 내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부문 중 일반
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1993 SNA」에서 정부는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 중 재화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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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므로 그 재원은 일반 조세나 기타소득으로 조달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다. 이러한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는 주로 의료·보건·
교육 등이 해당된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품·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과 가계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판매수입은 정부가 산업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판매가격은 생산비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
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및 수수료, 검사료, 항공항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상품판매
수입은 주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판매수입이다. 동 서비스는 보통 명목적인 비용으로 제
공되는데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와 근로복지공단의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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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비 = 정부 총산출 － 상품·비상품판매수입 + 사회보장현물수혜

나. 추계방법
[명목 : 당해년가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서 상품·비상품 판
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정부 하위부문의 총산출을 더하여 구한다. 정부의 하위부문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하면
정부 전체의 총산출이 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인건비)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투입은 정부의 전년동기 중간투입(물건비)에 생산측면의 당해분기 중간투
입 증감률을 곱하여 추계한다.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분기 중에는 지방정부 등 세입실적자료가 불충분하여 연간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 예산액에 분기 총산출 집행률을 곱하여 추정한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와 근로복지공단의 재취업교육 등에
대한 지출이 해당되는데 건강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동기 건강보험급여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당해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금액 증감률을 곱하여 구하고, 재취업교육 등
에 대한 지출은 전년동기 금액에 동 항목의 연간예산 증감률을 곱하여 구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정부 최종소비지출 중 비교년의 실질 총산출은 생산측면의 정부 실질 총산출과 동일하므로
정부 하위부문별로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더하여 구하고 있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생산측면의 정부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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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한 해당 디플레이터
로 나누어 추계한다.
정부소비 추계방법(요약)

<표 Ⅲ-3-2>

명

실

질

실질 총산출 － 실질 상품·비상품판매수입

+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

+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

총산출

명목 중간투입 + 명목 부가가치

실질 중간투입 + 실질 부가가치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연간 상품·비상품판매수입 ×
분기 총산출 ÷ 연간 총산출

명목 상품·비상품판매수입
÷ 총산출 디플레이터

사회보장
현물수혜

전년동기 사회보장현물수혜 ×
분기 사회보장현물수혜 증감률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
÷ 해당산업 디플레이터

정부소비

분기
연간

목

명목 총산출 － 명목 상품·비상품판매수입

다. 기초자료
분기 정부 최종소비지출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생산측면의 정부 추계
시 이용되는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사회보장현물수혜 관련 기초통계자료가 추가된다.
작성기관

입수시기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실적

자

료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기익월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실적

주 요 내 용

노인장기요양급여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익월

노인장기요양급여비 현황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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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총고정자본형성
1. 정의
기업 등 생산자는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 차량 등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교체한다. 또한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이나 건
물을 새로 짓는다. 이러한 기계·차량 구입이나 공장 등의 건축은 장래에 지속적 수입을 확보하
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해기간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통상 1년 이상)에 걸쳐 생산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고정자산(fixed assets) 또는 자본재(capital
goods)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을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 또는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라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 제도단위의 회계기간 중 고정자산 순취득액(취득액－처분액)과
생산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의 가치 증가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토지, 지하자원
등의 취득 및 처분은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한편 생
산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 이외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
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2. 포괄범위 및 분류

가. 포괄범위
「1993 SNA」에서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설비 및 운수장비,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학교 등), 구축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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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및 기타건물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내구재, 즉 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의 취득을 위한 지출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가계가 구입한 주거용 건
물이 냉장고, 자동차 등 다른 내구재와는 달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
는 주거용 건물이 임차나 자가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등 비생산자산과 미사일, 전함, 전투기, 탱크 등 파괴용 무기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제외된다4). 다만, 군사용자산 중에서 민간이 비군사
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 항만, 도로, 군사용 건물 및 병원 등의 건설은 총고정자본
형성으로 처리된다. 한편 유형고정자산의 일종으로서 번식용 가축(종축), 젖소(낙농축), 운반용
소(역축), 과수(果樹) 등의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
에 포함된다. 이들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계설비나 운수장비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1년 이상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내구재)의
개조 또는 개량에 대한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다만, 소규모 수선
과 같은 경상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시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외벽
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이 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공사의 일환
으로 동질의 페인트를 다시 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상적 지출로 보아 주택소유산업
의 중간투입으로 처리한다.
셋째,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물탐사, 오락·문학작품·예술품원본 등 무
형고정자산(intangible fixed assets)의 취득을 위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넷째, 토지의 개간과 개량, 임야·광산·대규모농장 등 유형 비생산자산의 확장이나 개발,
토양의 악화 방지 등 유형 비생산자산의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총고정자
본형성으로 계상한다.

4) 이들은 중간투입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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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토지·광산·임야 등 유형 비생산자산(tangible non-produced assets)5)의 경우 그 거
래액 자체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는 고정자본형성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비금융자산 중에서 생산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자산(produced assets)에 한정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수수료, 세금 등 제반비용에 대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
의 범주에 포함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의 포괄범위

<표 Ⅲ-3-3>

구

분

유형고정자산

포

괄

범

위

기계설비 및 운수장비,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학교 등),
구축물(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및 기타건물
종축, 역축, 낙농축, 과수(果樹) 등의 육성자산

유형고정자산의 개조·개량

생산성 향상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개조 또는 개량(자본적 지출)

무형고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물탐사, 오락, 문학작품 또는 예술품의 원본,
기타 무형고정자산

유형 비생산자산의

토지의 개간 및 개량, 임야·광산·대규모농장 등 유형 비생산자산의 확장이나 개발,

개량 및 개발 등

토양의 악화 방지 등(자본적 지출)

유형 비생산자산의
소유권 이전비용

유형 비생산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수수료, 세금 등 제반 비용

나. 분류
총고정자본형성은 취득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설비투자, 건설투자 및
무형고정자산투자로 구분된다.
첫째, 설비투자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운수장비와 제조업 등에서 생산설비
로 사용되는 각종 기기 및 장치 등의 기계류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번식용 가축(종축), 우유 생산
을 위한 젖소(낙농축),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는 동물(역축), 양모 생산을 위한 양 등도 설비투자

5)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토지와 석탄·석유·천연
가스·금속광물·비금속광물 등의 지하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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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다.
둘째, 건설투자는 크게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된다. 건물건설은 다시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 건물로 나누어진다. 주거용 건물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
트, 기숙사 등이 포함되며, 비주거용 건물에는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건물, 운동장, 공연장,
창고 등이 포함된다. 토목건설은 구축물과 기타토목으로 구성된다. 구축물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등의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기타 사회간접자본시
설을 포괄하며 기타토목은 토지거래 부대비용, 과수(果樹) 등을 포괄한다.
셋째, 무형고정자산투자6)에는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물 또는 연료의 매장물을 발견하기 위
한 광물탐사가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의 자본재 형태별 분류

<표 Ⅲ-3-4>

구
설비투자

분
운
기
건물

건설투자

수

장
계

세

분

류

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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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거 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비주거용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건물, 공연장, 창고 등

구 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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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과수 등의 조림, 토지거래 부대비용 등

토목
타

무 형 고 정 자 산 투 자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물탐사 등

6) 오락·문학작품·예술품 원본은 기초자료 부족으로 무형고정자산투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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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방법

가. 개황
총고정자본형성(총고정투자)은 소비, 수출 등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
요한 지출항목의 하나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단기적으로 자본재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
여 경기변동의 요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스톡(capital stock)의 축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되는 시점은「1993 SNA」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때이다.7) 따라서 자가계정으로 생산한 자산을
제외하면 고정자산이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되는 시점은 해당 자산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실제로 생산에 사용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건물, 구축물 등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전계약 등에 의해 소유권이 공정 단계별로 이전되는 경
우에는 각 단계별로 이전되는 산출물의 가액을 구매자의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소유권
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는 재고로 기록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회계기간 중 생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고정자산의 가치증가액을 포함한 고
정자산 순취득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의 가격은 상품 자체의 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
마진, 운송 및 설치비용과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즉 측량기사, 기술자, 건축가, 법률가, 부동산 중
개인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와 소유권이전 관련 세금을 모두 포함한 구매자가격8) 으로 평가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의 구성항목 중 설비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의 추계는 생산측면의 출하액,
수입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개량상품흐름법을 채택하고 있다. 건설
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측면의 건설업 산출액 추계 결과를 이용한다.

7)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고로 기록한다.
8) 구매자가격(purchaser's prices)이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를 받기
위해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으로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며 물품대금 외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운송료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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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설비투자
[실질 : 기준년가격]
설비투자는 개량상품흐름법에 의해 얻어지는 생산자가격 기준 계열에 부대비용 및 거래, 운
송 마진을 더해 총액을 구한다.
국산투자 및 수입투자
설비투자는 실무적으로 국산투자와 수입투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산투자추계시에는 통
계청 광공업동향조사, 각종 협회자료 등의 기초자료가 이용되는데 이들 자료들로부터 설비투자
대상 품목별로 국내공급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자본재형태별 국산
설비투자금액을 추계한다.
다음으로, 수입투자 추계시에는 주로 수입물가지수로 실질화한 관세청 수입자료 등이 이용
되는데 동 자료로부터 설비투자대상 품목별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자본재형태별 수입 설비투자금액을 추계한다.
한편, 위 추계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선박 등의 경우 자동차내수판매통계, 국제수지
자료 등 관련 기초자료를 추가적으로 이용한다.
부대비용, 거래 및 운송 마진
생산자가격 기준의 설비투자 금액9)에는 거래 및 운송 마진과 중고자본재의 거래에 따른 비
용인 등록세, 취득세, 매매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매자가격 기
준의 설비투자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격으로 작성된 설비투자 금액에 부대비용과
9) 신규 자본재의 거래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생산자가격 기준 설비투자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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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운송 마진을 합산해 주어야 한다.
거래 및 운송 마진은 도소매업 추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된 전년도 상품별 마진율을 이용
해 추계한다. 그리고 중고자본재 거래시 부과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은 전년도 정부
부문 추계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서 구한다.
[명목 : 당해년가격]
명목 설비투자는 위와 같이 추계한 실질 설비투자 금액에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을 적용해 환가함으로써 얻는다.

(2) 건설투자
[실질 : 기준년가격]
건설투자는 생산측면의 건설 산출액과 영림(과수와 같은 육성자산) 총산출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구매자가격기준 총산출액을 구한 후 건물수선 및 건설재고 증감을 가감하여 추계한
다.
건설업 산출액
건설업 산출액은 건물건설(주거용 및 비주거용)과 토목건설로 구분되며, 통계청 건설경기동
향조사 건설기성액을 적절한 가격자료로 환가하여 구한 실질 건설기성과 국토해양부의 착공면
적 증감률 등으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건설업 산출액 중 건물수선 금액은 기존 고정자산의 일상
적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기존 자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등록세 및 취득세 등 거래관련 세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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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개수수료), 신규 건설자산의 분양시 발생되는 분양수수료 수입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부
대비용 중 각종 거래관련 세금 등은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물 및
토지 거래량 증감률로 연장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는 통계청 서비스업생산
지수,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 등의 증감률로 연장한다.
건설재고
생산측면의 건설업 산출액(구매자가격 기준)에서 미분양주택 등 건설재고에 해당하는 부분
을 가감한 것이 해당 기간의 최종 건설투자가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의 상태인 미분양주택
은 건설재고로 처리하고 있다. 건설재고 스톡이 늘어나면 건설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건설재
고 스톡이 줄어들면 건설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명목 : 당해년가격]
명목 건설투자는 통계청 건설경기 동향조사의 건설기성액을 주로 이용하여 추계한다. 명목
부대비용의 경우 실질 금액에 건설업 디플레이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가지수 등을 적용
해 환가한다.

(3) 무형고정자산투자
[실질 : 기준년가격]
무형고정자산투자도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개량상품흐름법에 의거 추계한다. 국산투자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정보통신산업협회 자료 및 업체 서베이 결과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동 자료를 토대로 국내공급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국
산 무형고정자산 투자금액을 추계한다. 수입투자는 수입물가지수 등으로 실질화한 관세청 수
입자료 등을 이용하는데 동 자료로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여 수입 무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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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을 추계한다. 이렇게 구한 생산자가격 기준 금액에 부대비용 및 거래, 운송 마진을 더
해 구매자가격 기준 무형고정자산투자 금액을 얻는다.
[명목 : 당해년가격]
명목 무형고정자산투자는 명목 설비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즉, 실질 무형고정자
산투자 금액에 관련 물가지수를 적용해 환가한다.
총고정자본형성 추계방법(요약)

<표 Ⅲ-3-5>

실

질

명

목

건

설

투

자

건설업 총산출(생산자가격 기준) - 일상적 유지보수 + 영림 총산출 + 부대비용 - 건설재고

설

비

투

자

개량상품흐름법 이용
= 전년도 투자금액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무형고정자산투자

실질금액 × 관련 물가지수,
총산출 디플레이터 등

부대비용을 가산해 구매자가격
기준으로 전환

4. 기초자료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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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입수시기

주요 내용

미분양주택 현황

국토해양부

매월

건설재고 기초자료

토지거래량 통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월

토지관련 부대비용 기초자료

광공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국산투자 기초자료

자동차 통계월보

자동차공업협회

매월

자동차 투자 기초자료

국제수지

한국은행

매월

수입투자 기초자료

통관통계

관세청

매월

수입투자 기초자료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매월

국산투자 환가시 기초자료

수출입물가통계

한국은행

매월

수입투자 환가시 기초자료

가공단계별물가통계

한국은행

매월

투자관련 물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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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고증감
1. 정의
재고(자산)란 경제주체가 생산과 판매를 위해 일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나 재공품,
완성품 등의 스톡(stock)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재고(자산)의 변동분 즉, 일정기간 중 재고자산
취득액에서 재고자산 처분액10)을 차감한 것을 재고증감이라 한다.

2. 포괄범위
재고증감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뿐만 아니라 유통 중에 있는 재고변동과 인공조
림의 임목생장액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분양건물의 재고변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유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연자산의 증감분이나 소비주체(가계)가 보유하는 재고변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추계방법
재고증감은 농림재고와 비농림재고로 구분한 후 이를 재화 형태별(원재료,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로 나누어 추계하고 있다.
실질 재고증감은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재고 잔액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기준으
로 전환한 후 실질 기말재고 잔액에서 실질 기초재고 잔액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이때 이용하는

10) 경상적인 감소는 물론 사고에 의한 손상, 도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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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지수는 광공업 완성품 재고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재공품은 생산자물
가지수를, 도소매업의 재판매용재화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주로 이용한다.
명목 재고증감은 실질 재고증감에 기간 중 평균가격지수를 곱하여 추계한다. 보유손익은 일
정기간 중 가격수준이나 가격구조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자산이나 부채가액이 변동한 것
을 말하는데 경제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유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재고가액에서 제거(재고가액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가운데 선입선출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고증감을 추계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한 일부 원자재
의 경우 예외적으로 평균법을 가정하여 추계한다.
한편, 농림수산품, 원유 등 재고물량이 직접 파악되는 품목에는 물량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다. 원유의 경우 민간재고는 석유수급통계상의 원유재고량에 수입단가 등을 적용하고 비축유
등 정부재고는 한국석유공사의 비축물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4. 기초자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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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작성기관

자

료

재무제표

국세청, 한국신용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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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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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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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괄범위

가. 재화
재화는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및 비화폐용 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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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폐용 금은 통화당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화폐용 금) 이외의
모든 수출입 금을 포함하는데 이는 다시 가치저장용 수단으로 보유하는 금과 기타 금(주로 공업
용 금)으로 세분될 수 있다.

나. 서비스
서비스 수출입은 운수 및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기타서비스, 비거주자가계의 국내소비지
출(거주자가계의 국외소비지출), 외국기관의 국내소비지출(정부의 국외소비지출)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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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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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통신서비스11)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통신거래를
포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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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는 국제수지표상의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가) 건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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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음성·영상·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신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공된 통신서비스관련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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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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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
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와 관련된 거래를 계상한다.
(라)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무형의 비생산·비금융자산 및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산
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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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유지보수서비스
유지보수서비스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과 같은 상품의 수리활동을 계상한다.
(바)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는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 운용리스서비스, 기타업무·전문·기술서비스
를 계상한다.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는 재화 및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비거주
자)인 상인, 상품중개인, 딜러, 대리인과 비거주자(거주자)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운
용리스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195

Ⅲ. 지출국민소득

선박, 항공기와 철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송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한다. 기타 사업,
기술 및 전문서비스는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 서비스와 광고 및 시장조사 서비스, 연구개
발서비스, 그리고 건축, 공학 및 기타기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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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 음향 레코딩 제작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며, 기타문화서비스에는 도
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스포츠활동 등이 포함된다.

(4) 비거주자(거주자)가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
국민계정에서 비거주자(거주자)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국제수지표의 여행항목에 대응된
다. 국제수지표의 여행은 사업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거주(거주) 여행자가 그 경제권에서
방문기간 중(1년 미만)에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유학생 및 치료목적의 환자
는 체류기간이 1년이나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원래 경제권의 거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체류기
간 1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업, 건강과 관련한 유학생12) 및 환자의 지출
(숙식비, 입원비, 치료비, 의사서비스료 등)은 여행항목에 계상한다.
한편, 국제수지표의 여행은 업무상여행과 비업무상여행을 모두 포괄하나 비거주자(거주자)
가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비업무상여행만을 포함한다. 업무상여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
계의 소비지출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의 중간투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기타서비스 수출입으
로 분류한다.

12) 비거주자 교육기관 등에 납부한 수업료의 경우 여행이 아닌 기타서비스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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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
국민계정에서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국제수지표상의 정부서비스항목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 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원조사절단,
해외주재 정부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
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사무용비품, 집기, 광열수도, 공용차량의 운행 및 보수, 공적접대에 필요
한 재화 및 서비스 구입액과 일반행정지출 관련 거래가 포함된다.

3. 추계방법

가. 개황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의 분기 및 연간 추계방법은 동일하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통관통계 및 국제수지통계 자료(달러화기준)를 국민소득통계 기준에 맞게 부문분류를 조정
한 후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기준 명목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을 산출한다. 실질 재화
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이렇게 산출된 명목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원화기준)에 관련 디플레이
터(원화기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부문별 추계방법
(1) 재화
[명목 : 당해년가격]
재화의 수출입은 수출국 세관국경의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하되, 동 재화의 소유권
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이전될 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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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화의 수출입통계는 재화가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에 계상(통관기준)되므로 이를 국민
계정체계의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전환하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관기준 수출입
에서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는 재수출·재수입 등을 수출·수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통관수출입
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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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계상시점 조정).
또한 수입 통관통계는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 가격으로 평가되므로 통관수입에서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하여 본선인도 가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분류조정). 한편 조
정된 운임 및 보험료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임 및 보험거래는 서비스수입으로 계상한다.
달러로 표시된 명목 수출입액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일별 시장평균환율을 일별 상품수출입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을 이용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재화의 수출입은 HS13)코드 10,000여개 품목 수준에서 명목 금액환가법 또는 물량연장법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명목 금액환가법은 수출입 명목 금액을 수출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실
질화하는 방법으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물량연장법은 통관물량 증가
율을 이용하여 전년도 실질 금액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제품 등 상
대적으로 품질변화가 적은 품목들에 주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수출입물가지수 편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물량연장법도 적용하기 곤란한 항공기 등의 경우 교역상대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실질화한다.

13)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통일 상
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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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명목 : 당해년가격]
서비스의 수출입 금액은 대부분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수입·지급금액을 이용한다. 원화금
액 환산시 환율은 월평균환율을 월별 서비스 수출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을 이용한다.

[실질 : 기준년가격]
서비스의 실질 수출입은 국제수지 자료를 통하여 산출된 명목 금액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디플레이터로는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를, 수입
은 수입상품의 물가나 주요 교역상대국의 물가를 가중평균한 지수가 사용된다. 다만, 선박화물
운수서비스 수출이나 여객운수서비스 수출과 같이 국제가격 또는 수송실적 등의 물량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해당 가격지수나 물량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3) 수입세
기초가격 총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를 합산하면 시장가격 국내총생산이 되는데 순생산물세
중 수입세 부문은 수입관세, 수입상품세, 수입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관세란 세관을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상품에 부과한 조세이며 수입상품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란 수입상품
이 세관을 통과한 후 국내거래 단계에서 국내생산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
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 것을 말한다.
[명목 : 당해년가격]
명목 수입세는 관세청의 관세징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 증감률로 전년동기의 명목 수
입세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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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 기준년가격]
실질 수입세는 실질 상품별 수입금액에 전년도 상품별 수입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기초자료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주

요

내

용

관세청

매월

품목별 재화의 수출입금액 및 물량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매월

서비스 수출입, 포괄범위 조정,
계상시점 조정, 분류 조정

외환수급통계

한국은행

매월

무역외 수입 및 지급금액

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매월

목적별 및 국가별 입출국자수 통계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품목별 수출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총지수, 운수(수상·항공)·보험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매월

총지수, 통신서비스 지수

미국물가통계

BLS1)

매월

CPI총지수, PPI총지수, 항공기 및 부품 PPI

일본물가통계

일본통계청, 중앙은행

매월

CPI총지수, PPI총지수

IFS2)

IMF

매월

주요국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선박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매월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외항해운업 결산총괄표

선주협회

익년

운항원가 중 화물비

운수업 통계보고서

통계청

익년

외항화물운송업 매출액 및 용선료

주 :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2)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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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Ⅲ-3-1>

국제수지표와 국민계정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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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지 역시 두 거래의 결과가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특
히 경상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해외에 나가 벌어들인 임금, 국외투자 결과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기
록하는 본원소득수지, 대가없이 이뤄지는 무상거래인 이전소득수지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러한 경상수지는 국민계정의 경상계정잉여와 대응된다.
다만, 양 통계는 작성목적의 차이로 거래항목 분류가 다소 상이하고 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국제수지에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분류되는데 반해, 국
외거래계정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외수취(지급)요소소득, 국외수취(지급)경상이
전 등의 항목으로 구분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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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추계방법

개요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ICT 관련상
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상품의 등장 및 퇴장이 빈번해졌으며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도 빨라
졌다. 이에 따라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
(fixed-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 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질 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매년 최초시점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로 변경하는 연
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을 이용하여 실질 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
과 같은 효과가 있어 가격 및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즉
시 반영함에 따라 GDP통계의 현실반영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1993 SNA」는 실질 GDP를 연쇄가중법에 의
해 추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ECD는 각국의「1993 SNA」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기준
의 하나로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편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DP 통계의 현실
반영도 및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09년에 실질 GDP 추계방법을 기존의 고정가중법에
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다.

실질 GDP 추계방법
먼저 연 GDP 작성을 위한 연쇄가중법 적용 방식을 설명한 후 분기 GDP 작성을 위한 추가 고
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연 GDP 작성시 연쇄가중법에서는 고정가중법과 달리 비교
년의 실질 GDP를 직접 추계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된 기준, 즉 기준년의 가격 또는 가중치가 없
으므로 물량지수를 먼저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질GDP를 구한다.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년도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이용하여 매년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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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연환지수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지수기준년(현재 2005년)으로부터 각 연도의 연환지
수를 누적적으로 곱하여 비교년의 지수기준년 대비 물량증가를 나타내는 지수, 즉 연쇄지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수기준년의 GDP 금액에 당해년의 연쇄지수를 곱하여 실질 GDP 금액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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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 금액 비중)

- 라스파이레스 연쇄지수 (t기의 0기 대비 물량변화) :

- 실질GDPt :

또는

- 경제성장률t(%) :

위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을 당해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 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질
시계열 작성과 장기간의 물량변화 측정을 위해 연환지수를 누적적으로 곱한 연쇄지수를 사용
하는데 이때 지수기준년으로부터 비교년까지 중간연도의 가중치 변화, 즉 상대가격 및 물량체
계의 변화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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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GDP에서는 연 GDP와 달리 물량지수의 부동편의(drift bias)1)와 스텝(step) 문제2)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쇄가중법에 의한 분기 GDP 추계방법은 사용하는 가중치에 따라 크게
연간 연쇄법과 분기 연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간 연쇄법(annual chaining)의 가중치는 전
년도의 연간 평균가격 또는 명목 금액이며 분기 연쇄법(quarterly chaining)은 전분기의 가격 또
는 명목 금액이다.
IMF와 Eurostat 등 국제기구에서는 연간 연쇄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연간 연쇄법
의 경우 연쇄지수의 부동편의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연 GDP와 분기 GDP가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함에 따라 추계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기 GDP 작성에 적용되는 연간 연쇄법
IMF의「분기 국민계정 매뉴얼」(Quarterly National Accounts Manual)은 연쇄지수의 연결
고리로 사용되는 중간연도 연환지수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연간 연쇄법*을 제시
* 세 가지 기법 모두 전년도의 물량가중 연평균가격 또는 전년도의 연간 명목 금액을 가중치로 사용
하여 당해 분기의 연환지수를 작성

- 연간법(annual overlap)은 중간연도들의 연간자료 또는 연간 연환지수를 연결고리로 사
용하여 분기 연쇄지수를 작성
- 특정분기법(one-quarter overlap)은 중간연도들의 특정 분기자료(예: 4/4분기) 또는 특정
분기의 연환지수들을 연결고리로 사용

1) 계절적 요인이 포함된 월 또는 분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물량이 전기와 같더라도 연쇄지수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
2) 비교하는 두 시점의 지수가 서로 다른 가중치를 사용함에 따라 두 지수 또는 증가율에 '단층'이 발생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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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분기법(over-the-year technique)은 중간연도들의 동분기자료 또는 동분기의 연환
지수들을 연결고리로 사용

연간 연쇄법에 의한 분기 연쇄지수 계산산식 비교
분기 연쇄지수 계산산식*
연 간 법
특정분기법(4/4분기)
전년동분기법

가격 및 물량변화가 크지 않는 경우 세 기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각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연간법은 분기지수의 평균이 연간지수와 일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년 4/4분기와 다음
해 1/4분기가 서로 다른 가중치를 사용함에 따라 스텝 문제가 발생
- 특정분기법은 스텝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분기지수의 평균이 연간지수와 불일치
- 전년동분기법은 분기지수의 평균이 연간지수와 거의 일치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텝
문제가 확대되는 데다 가격 및 물량변화가 심한 경우 지수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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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쇄기법별 주요 특성 비교
기

준

연간법

특정분기법

전년동분기법

분기자료 합과 연간자료의 일치 여부

O

X

△(거의 일치)

1/4분기 전기대비 증가율의 스텝 발생 여부

O

X

O

전년도 연평균 가격자료 사용 여부

O

O

O

분기자료의 연간자료에 대한 예측력

O

X

O

자료 : Eurostat,“Handbook on price and volume measures in national accounts"(2001)

주요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연쇄 피셔지수를 사용함으로써 부동편의 문제가 크지 않
아 분기 연쇄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타 대다수의 국가들은 부동편의가 발생하지 않고 실
무적 간편성이 우수한 연간 연쇄법을 적용

각국의 분기 연쇄가중 실질 GDP 추계기법

추계 방법

추계 기법

분기연쇄법

-

연간법
연간연쇄법
특정분기법
전년동분기법
계

도입 국가

국가수

미국, 캐나다

2

벨기에, 체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14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일본

5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불가리아

5
24

자료 : Eurostat,“Changes to National accounts in 2005"(2007.12) 및“State-of-play on chain
linking"(2004.11)
OECD,“The Situation of Quarterly National Accounts Data Transmission to the
OECD”(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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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가중법의 장점 및 단점
고정가중법과 비교하여 볼 때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현실 반영도가 높다는 점이
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금액 또는 가격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가격 및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현대 경제에서는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
어질수록 실질 GDP 통계가 왜곡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연쇄가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성
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 및 기술
구조의 변화, 상품의 등장과 퇴장 등을 GDP 통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연쇄가중법을 도입할 경우 고정가중법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체편의
(substitution bias)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 GDP 추계시 발생하는 대체편의란 고정가중법의 경
우 상대가격 및 물량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비교년의 실제 경제성장이 과대 또는 과소 평
가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PC 등과 같이 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가격이 급격
히 하락하는 상품에 대해 기준년의 높은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비교년의 경제성장률이 과
대 측정될 수 있다. 연쇄가중법에서는 기준년보다 최근 시점인 전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기 때문에 대체편의가 크게 완화된다.
그리고 고정가중법에 내재된 기준년 개편시 과거 경제성장률이 모두 바뀌는 문제(rewriting
history)도 해소할 수 있다. 매년 기준년이 바뀌므로 기준년 개편의 필요성이 줄어들고3) 지수기
준년 개편시에도 연환지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연쇄가중법의 단점은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4). 가법성(additivity)이란 총량지표가 그 구성항목의 합으로 정의되는 특성을 말한다. 예컨

3) 연쇄방식에 의해 실질 GDP를 추계하는 경우에도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을 일치시키는 연도, 즉 지수기준년
를 최근 연도로 바꿔주는 개편은 실시되나 현재와 같이 각 상품의 가격수준을 일괄적으로 바꾸어 주는 기준
년 개편은 불필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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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KOREA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1.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추계방법

대 경제활동별 실질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는 경우 고정가중법에서는 총부가가치와 일치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연쇄 실질 시계열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물량지수의
가중치가 매년 달라지는데다 총량 및 구성항목의 물량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1993 SNA」에서는 이러한 비가법성(non-additivity) 문제가 연쇄가중법의 결함이 아니라 연
쇄지수의 산식에서 비롯된 수리적 특징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법성은 회계적 관점에서는 바람
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약이 강한 특성으로 여러 가지 물량지수 중 고정 라스파이레스 지수
에서만 성립한다. 비가법성 문제와 관련하여「1993 SNA」와「ESA 1995」등 국제기준에서는 가
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자료를 아무런 조정없이 그대로 발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총량지
표와 구성항목 합간의 차이를 총량 또는 구성항목에 배분하여 억지로 일치시키는 경우 총량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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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통계이용자들이 연환지수, 연쇄지수, 연쇄 실질 금액 등의 개념과 여러 가지 관련 산
식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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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득 관련 주요지표 해설

경제규모
-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가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명목기준(당해년가격)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

1인당 국민소득(GNI)
-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며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연
앙인구로 나누어 계산
명목 국민총소득(GNI)
- 1인당 국민소득 ＝ ---------------------------------------------연앙인구*
* 매년 7월 1일 현재 추계인구

경제(산업)구조
- 각 경제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의 국내총부가가치에 대한 구성비로 측정
경제활동별* 명목 부가가치
- 경제구조 ＝ ---------------------------------------------------------- × 100
명목 국내총부가가치(GVA)
*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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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득 관련 주요지표 해설

경제성장률
-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감률
당해연도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
- 경제성장률 ＝ ------------------------------------------------------------------------------ × 100
전년도 실질 GDP

성장기여도
-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각 산업별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각 산업의 당해년도 성장
률과 전년도 명목 비중을 곱하여 계산
전년도 제조업 명목 부가가치
- 제조업의 성장기여도(%p) = 제조업 성장률 × ------------------------------------------------------------전년도 명목 GDP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성되는 명목기준 요소비용 국민소득(NI) 중에서 노동을 제공
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피용자보수의 비율

-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짐
명목 피용자보수
- 노동소득분배율 = ------------------------------------------------------ × 100
명목 요소비용 국민소득(NI)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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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순저축률
- 개인부문*의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지표
*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개인부문 순저축
- 개인순저축률 = -------------------------------------------------------------------------------------------------------------- × 100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총저축율
-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생산물 또는 수취한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의미하
며, 이는 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함
명목 총저축
- 총저축률 ＝ --------------------------------------------------------------- × 100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총투자율
- 국내투자(국내 총고정자본형성)와 국외투자(경상계정잉여)를 합산하여 구한 총투자를 국
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명목 총투자
- 총투자율 ＝ --------------------------------------------------------------- × 100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수출입의 대 GNI 비율
- 한 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수출입이 명목 국민총소득(GNI)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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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득 관련 주요지표 해설

지하는 비중
명목 총수출

명목 총수입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 수출입의 대 GNI 비율 ＝ ------------------------------------------------------------------------------------------ × 100
명목 국민총소득(GNI)

GDP 디플레이터
-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인식

- 국민소득 추계 결과 사후적으로 산출되며 명목 국내총생산을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계산
명목 국내총생산(GDP)
- GDP 디플레이터 ＝ ---------------------------------------------- × 100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
- 실제 성장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또는 자연실업률 상태에서의 성장률로 정의

-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적의 성장률이라기 보다는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 성장률 목표 등을 설정할 때 기준(또는 참고)이 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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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용방법

경제통계시스템(ECOS)이란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16종의 정부승인통계 중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인
터넷을 통해 일반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은행 통계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한국은행은 매분기(속보치, 잠정) 및 매년 추계한 국민소득통계를 보도자료로 외부에 공
표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ECOS에 수록

— 통계이용자는 ECOS에 수록된 다양하고도 상세한 국민소득통계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검색하여 증감률(전기비, 전년동기비 등), 3기간 이동평균 등으로의 변환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도 볼 수 있으며, 검색결과는 EXCEL 파일로 내려받아 필요한 용
도로 가공이 가능

ECOS에는 국민소득과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동 통계의 공표방법 및 공표일
정, 매 기간별 보도자료 등과 함께「국민계정리뷰」
「우리나라의
,
국민계정체계」등의 통계
해설 간행물도 수록되어 있음

ECOS 내용 중 국민소득통계의 이용과 관련된 제반 문의사항

— 연락처 :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 02) 759 - 4383·4368
ECOS > 고객지원 >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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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용방법

ECOS에 수록된「국민소득」
의 구성
수록지표

주요지표

-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명목)
- 지출항목별 증감률(실질)
-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 GDP 디플레이터

-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생산·지출·분배구조(명목)
- 수출입의 대 GNI 비율(명목)

종합계정

- 국내총생산과 지출(명목, 연간)
- 자본거래(명목, 연간)
- 국외거래(자본거래)(명목, 연간)

-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
- 국외거래(경상거래)(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계정

부속표

-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 경제활동별 GDP 및 GNI(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경제활동별 GDP 및 GNI(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디플레이터(분기 및 연간)
-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실질, 계절조정, 분기)
-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명목, 연간)
-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연간)
-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명목·실질, 연간)
- 경제활동별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명목, 연간)
- 주체별 총자본형성(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주체별 총자본형성(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경제활동별 설비투자(명목·실질, 연간)
-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실질, 연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명목, 연간)
-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명목, 연간)
-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명목, 연간)
-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명목, 연간)
-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명목, 연간)
- 목적별 재화 수출입(명목·실질, 계절조정, 분기)
- 목적별 재화 수출입(명목·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목적별 재화 수출입 디플레이터(원계열, 분기 및 연간)
- 국외거래(경상거래)(명목, 연간)
- 국외거래(자본 및 금융거래)(명목, 연간)
-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계절조정, 분기)
-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원계열, 분기 및 연간)
- 정보통신산업(실질, 계절조정, 분기)
- 정보통신산업(실질, 원계열, 분기 및 연간)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217

Ⅳ. 부록

4. 국민소득통계와 유사 통계와의 관계

- 성격이 유사한 통계라 할지라도 통계의 작성목적에 따라 표본, 포괄범위, 분류기준, 작성방
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치 또한 달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특히 국민소득통계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는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다른
통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개념과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는 국민경제 전반을 포괄하
는 가공통계임에 따라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과치만을 놓고 다른
통계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국민소득통계와 다른 통계간에 언론이나 통계이용자가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분야를 중심
으로 이들의 차이발생 원인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가계소비지출 (한국은행과 통계청)
-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과 통계청 가계수지상 소비지출은 조사대상, 포괄범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ㅇ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은 가계부문에서 소비한 모든 내역을 각종 조사 및 보고통계
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반면, 통계청 가계수지상 소비지출은 표본가구(약 8,700가구)
를 대상으로 가계에서 소비한 내역을 조사

ㅇ 포괄범위에서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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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과 가계조사 포괄범위 비교
국민계정 가계소비지출

통계청 가계소비지출

임료

실제임료와 자가소유 주택에 대한 귀속임료를
모두 포함

주택에 대한 임차료(월세)만을 포함

국내송금

타지에서 유학하는 가족의 생활비는 그 지출
목적에 따라 교육비 등 해당 소비지출에 기록

타지에서 유학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비 송금은 비소비지출에 포함

해외송금

거주자 국외지출로서 소비지출에 포함

금융서비스

실제지급 수수료와 금융중개서비스(FISIM)를 포함

실제 지급수수료만을 포함

손해보험료

보험서비스 대가인 프리미엄 (보험료-보험금)만을
포함

보험료 총액을 포함

해외거주 가족에 대한 교육비나 생활비 송금을
비소비지출에 포함

가계소비지출 증감률
(원계열, 실질기준)
(전년동기비, %)

1/4

2/4

2010
3/4

4/4

연간

2011
1/4
2/4

-0.1

6.7

3.5

3.5

2.8

4.1

2.8

2.9

-0.6

7.1

4.6

3.0

1.3

3.9

0.7

0.9

2008

2009

국민계정

1.3

가계조사

0.3

설비투자 (한국은행과 통계청)
-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분기별)와 통계청의 설비투자지수(월별)
는 포괄범위, 기초자료, 가격평가기준, 추계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포괄범위)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자본재로 분류되는 73개부문(2005년 산업연관표의 403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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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선박 등 11개부문*을 제외한
62개부문을 대상으로 작성
* 선박, 낙농축, 화훼작물 등

(기초자료)
- 한국은행은 설비투자 추계시 광공업 내수출하량 및 국제수지 기준의 수출입액을 이용하
는데 비해 통계청은 광공업 생산지수 및 소유권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세청 통관 기
준 수출입액을 이용하는 등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자료가 상이

(가격평가기준)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지출항목을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거래 및
운송 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가격으로 평가

(추계방법)
- 통계청은‘상품흐름법’에 의거 지수를 작성하나 한국은행은‘개량상품흐름법’을 이용하
여 추계
* 개량상품흐름법이란 상품흐름법과는 달리 기준년의 품목별 설비투자를 출하액 증감률로 연장
추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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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의 비교
국민계정 설비투자

통계청 설비투자지수

포괄범위

산업연관표상 73개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상 62개 기본부문

기초자료
기
준

통계청 광공업 내수출하량
국제수지기준 수출입액

통계청 광공업 생산지수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액

가격평가

구매자가격 기준
[생산자가격+거래 및 운송 마진,
등록·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생산자가격 기준

추계방법

개량상품흐름법

상품흐름법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지수 증감률
(원계열, 실질기준)
(전년동기비, %)

1/4

2/4

2010
3/4

4/4

연간

2011
1/4
2/4

-9.8

29.1

30.5

26.6

15.9

25.0

11.7

7.5

-9.4

30.0

29.5

29.3

13.6

25.1

6.6

4.8

2008

2009

국민계정
설비투자

-1.0

설비투자
지
수

-2.3

제조업 성장률 (한국은행과 통계청)
- 두 통계간의 제조업 성장률 차이는 ① 추계방법이 상이하고 ② 업종별 비중도 다른 데 주
로 기인
제조업 성장률
(원계열, 실질기준)
(전년동기비, %)

국민계정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1/4

2/4

2010
3/4

4/4

연간

1/4

2/4

-1.5

22.2

17.8

9.8

11.1

14.8

9.8

7.2

-0.2

26.6

19.3

11.2

12.0

16.7

10.9

7.4

2008

2009

2.9
3.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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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계방법의 차이
(실질 GDP 및 생산지수 산출방법의 차이)
- 국민소득의 추계시 실질 GDP는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산출되지만 생산지수는 고정가중
법에 의해 산출

ㅇ 국민소득통계는 2005년 기준년 개편시부터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직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질 GDP를 산출하고 있으나, 산업생산지수는
기준년의 가중치를 매년 적용하여 산출

- 또한 국민소득의 경우 품질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품질이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등의 품
목은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기업 재무자료 등을 직접 활용하여 추계

ㅇ 산업생산지수는 생산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 산출량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비해 국민소득은 품질을 고려한 실질 부가가치의 변화를 측정

ㅇ 또한 국민소득의 경우 연간확정 추계시 산업생산지수 대신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주
로 활용하고 이를 이중환가법으로 실질화할 뿐만 아니라 물량 및 품질 변화와 신규상품
도 모두 포착

(비교년 부가가치액 실질화방법의 차이)
- 국민소득은 확정추계시 이중디플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실질화하나, 생산지수는 생산량
증감률을 이용하여 실질 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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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중디플레이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실질 부가가치액은 중간투입율의 변화 및 중간투입
물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생산지수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생산량의 변
화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GDP와 다르게 산출됨

② 업종별 비중 차이
- 국민소득과 생산지수는 추계방법에 있어 이용자료 및 실질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증감률이 다르게 나타나며 제조업 총액에 대한 비중도 다름.

ㅇ 두 통계의 업종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동일한 증감률을 적용하여도 성장률
은 다르게 나타남

노동소득분배율 (국민계정과 기업경영분석)
- 국민소득통계와 기업경영분석간의 노동소득분배율 차이는 포괄범위와 조사대상에서 발생

ㅇ 국민소득통계는 전산업을 포괄하는데 비해 기업경영분석은 일부 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 임업, 수도사업,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국
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
구내 고용활동 등)을 제외

ㅇ 국민소득통계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영리법인기
업중 주요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모집단(subpopulation)에 의한 표본추출방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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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보수
국민소득통계 노동소득분배율 = ‐‐‐‐‐‐‐‐‐‐‐‐‐‐‐‐‐‐‐
요소비용 국민소득
인 건 비1)
기업경영분석 노동소득분배율 = ‐‐‐‐‐‐‐‐‐‐‐‐‐‐‐‐‐‐‐
요소비용 부가가치2)
주 : 1) 손익계산서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복리후생비
2) 영업잉여(영업손익+대손상각비-이자비용) + 금융비용 + 인건비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 %p)

연 도

국민소득(A)

기업경영분석1)(B)

차이(A-B)

2008

61.0

67.5

-6.5

2009

60.9

66.9

-6.0

2010

59.2

62.6

-3.4

주 : 1) 전산업 기준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지표

(생산측면 GDP 디플레이터)
- GDP 디플레이터는 GDP가 모든 경제활동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는 데다 각
종 가격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인식되며, 사후적으로 계산됨
명목 GDP
ㅇ GDP 디플레이터 = ----------------------- × 100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는 연쇄 파쉐 가격지수의 형태를 지님. 당해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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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 익년부터 당해년까지의 가중치 변화가 반영된 당해년의 지수기준년 대비 총 가격증
가율을 의미하며 중간연도들의 파쉐 연환지수의 누적 곱으로 계산

- GDP 디플레이터의 변동은 가격지수와 명목 부가가치율의 변동으로 구성되는데 명목 부가
가치율(1－중간투입률)은 생산기술구조의 변화, 상대가격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명목 부가가치
ㅇ GDP 디플레이터 = ------------------------------실질 부가가치
실질 산출액 × 가격지수 × 명목 부가가치율
= --------------------------------------------------------------------------------------실질 산출액 × 실질 부가가치율
명목 부가가치율
= 가격지수 × ---------------------------------실질 부가가치율

(지출측면 GDP 디플레이터)
- 지출 GDP는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국내 최종
생산물의 처분이 되고 따라서 지출측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최종생산물의 종합적인 물
가수준을 나타냄

- 그러나 국내 최종생산물은 국내 최종수요와 수출로 처분되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국
산품의 내수가격(CPI, PPI 등)뿐만 아니라 수출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동

- 또한 국내 최종생산물에는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가 투입되고, 국내 최종수요에는 국산품과
수입품이 혼합되어 있음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는 수입가격이 최종생산물에 미치는 영향
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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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ㅇ 수입원자재·중간재 가격상승분과 수입최종재 가격상승분이 각각 국내 최종생산물의
가격상승과 최종수요의 가격상승에 정확히 반영된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최종생
산물의 가격변화와 동일하게 변동하나, 수입가격 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내 물가지수는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물가지수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지출측면 GDP 디플레이터는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격차, 수입가격이 국내 최종생산물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국내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지수의 비교)
-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물가지표간에는 포괄범위가 달라
총량적인 변동에서 차이가 발생

ㅇ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평균가격을 나타내며 소비, 투자, 수
출로 처분된 국산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함에 따라 국내물가(소비, 투자)뿐만 아니라 국
외물가(수출, 수입)까지 반영

ㅇ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국내거래 국산 소비재 및 수입 소비재가 조사 대상

ㅇ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 소비재, 자본재 및 중간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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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디플레이터와 물가지표와의 비교
(전년동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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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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