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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지닌 능력, 숙련도, 지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서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기술진보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나 인적자본이 지닌 개념적 모호성과 정량적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행 국민계정체계(2008 SNA) 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
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추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인적자본 추정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주요 쟁점들 위주로 살펴보는 한편, 최근 UN에서 발간한 지
침서를 중심으로 인적자본의 개념 및 추정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
라에서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을 시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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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지닌 능력(ability), 숙련도(skill), 지식(knowledge) 등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서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로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논
의는 일찍이 18세기부터 있었지만 현대 경제학에서 주요 연구대상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Schultz(1960), Becker(1964)). 인적
자본은 주로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개인에게 축적되며 더 많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노
동자는 생산성이 더 높고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인적자본의 중요성
은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기술진보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Romer(1986), Lucas(1988), Barro
(1997)). 이와 같이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인적자본이 지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제성장
과 인적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흥미로운 점은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무수히 많은 실증연구
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채 여전히 많
은 논점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Barro(1997), Mankiw et al.(1992) 등은 여러 국가들의 시계
열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
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은 데다2) 이들 중 상당 수가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3), 그
리고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주로 장기적 ․ 포괄적4)인 가운데 인적자본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경제변수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
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외에도 인적자본 자체가 지닌
개념적 모호성과 정량적 측정의 어려움 또한 인적자본을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앞서 예로 제시한 실증 연구
1) Pritchett, L., “Where Has All the Education Gon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001) 참조
2) Sala-i-Martin, X., “I Just Ran Two Million Regress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97) 참조
3)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제도적(institutional) 요인들은 대부분 정량적인 측정
이 어렵다.
4) 인적자본은 다양한 종류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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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측정된 인적자본의 양(Human Capital Stock) 대신에 문해율(literacy
rate)이나 평균 교육년수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양에 대한 대리(proxy) 변수를 사용하여 분
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인적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양이 아닌 대리변수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인적자본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적자본의 양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작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인적자본 추계에 대한 논의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에서는 인적자
본 추계를 위한 전담 연구기구(task force)를 구성하여 인적자본의 추계 및 국민계정 체계
(SNA)와 부합하는 인적자본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
(guideline)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10월 UN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ECE)를 통해 UN 회원국들에게 연구 결과를
발간 ․ 배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적자본의 추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최근 UN에서 발간한 지침서(guidebook)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적자본의 개념 및 추정 방법론 등을 요약 ․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의 내
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을 검토해 보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자
료를 바탕으로 제한적이나마 인적자본을 시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상기한 내용
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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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오래 전부터 개인의 생산성 및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론적·실증적 측면 모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실증
연구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 문해율(literacy rate)이나 교육년수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양(Human Capital Stock)에 대한 대리(proxy) 변수를 이용하여 수행된 가운데 엄
정한 의미에서의 인적자본의 양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이는 인적자본의 양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므로 이를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행 국민계정체계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인적자본이 구
체적인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 통계 차원에서의 실제 추계 작업이 아직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5)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6) 내용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추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과 추계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행 국민계정체계인 2008 SNA에서 인적자본을 국민계정의 구체적인 추계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행 SNA 체계에서는 개인
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소비 행위로 간주하여 고정자산(fixed asset)의 개
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SNA 체계에서는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학생들에 대한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의 경우는 최종소비(final consumption)로, 기업에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과 훈련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로 간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7) 둘째, 이와 같이 현행 SNA 체계에서 인적자본을 고정자산이 아닌 소비 행위로 간
주하고 있는 것은 인적자본이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인 자
산과 달리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계정에 있어 소위
“제3자 기준(third-party criterion)”으로 불리는 것으로 2008년 SNA 체계에서는 인적자본이 고
정자산이 갖추어야 할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현행
5) Kendrick (1976), Kokkinen(2008), Gu & Wong(2010) 등이 미국, 핀란드, 캐나다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적
자본의 양을 추정한 연구들이 있으나 대체로 실험적인 연구 차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엄정한 의미에서 국
민계정체계(SNA)에 부합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6) UN Guide on Measuring Human Capital, UN ECE, 2016
7) 구체적인 내용은 2008 SNA, paragraph 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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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체계에서 자산(asset)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8) 셋째, 인
적자본 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UN의 지
침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적자본 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이다. 즉,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Cost-Based Approach,
비용접근법),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Lifetime IncomeBased Approach, 평생소득접근법), 그리고 인적자본 관련 지표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
(Indicators-Based Approach, 지표접근법) 등이다.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서는
상기한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비용접근법 및 평생소득접근법을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기
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한 추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약이 심
할 경우 지표접근법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비용접근법 및
평생소득접근법 모두 각각의 장 ․ 단점 및 여러 쟁점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중 하나의 방
법을 특정하여 정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일단은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위성계정
(satellite accounts)의 형태로 인적자본을 활용하되 이의 추정에 있어서는 상기한 두 가지 방
법을 모두 사용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9)
인적자본의 구체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본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인적자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인적자본의 개념이 제각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혼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적
자본을 이야기 할 때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애덤 스미스(Adam Smith)
는 인적자본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습득한 유용한 능력(acquired and useful abilities)”으로,
테오도르 슐츠(Theodore Schultz)는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acquired skills and knowledge)”이
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여기서 인적자본은 개인이 지닌 원초적인 노동력(raw labor)과는 구
분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 경제학 사전10)이나 세계

8)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본 추계에 대한 UN의 2016년 지침서(Guidebook)에서는 현행 2008년 SNA 체계에서 인
적자본을 고정자산(fixed asset)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
행 SNA 체계에서도 이미 기업명(brand name)이나 평판(reputation) 등과 같은 특정 기관에 귀속(embodied)되어
있는 영업권(goodwill)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등 소위 제3자 기준이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자의적
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 현행 국민계정 상에서 인적자본의 경제적 기여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적자본이 주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이유로 인적자본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순환(circular) 논리의 함정에 빠진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9) 시장의 완전성(Complete Market) 및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가정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비용접근법과
평생소득접근법을 통해 추정된 인적자본의 양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생소득접근법을
통해 추정된 인적자본의 양이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인적자본의 양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인데, 이는 인적자본이 본질적으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등을 통한 규모효과(Scale Effect)와 외부성
(Externality)을 지니고 있는 데다 경제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10) Penguin Dictionary of Economic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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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11)에서는 인적자본을 “개인에게 귀속된(embodied in individuals) 생산적 능력(productive
capacities)으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인적자본은
경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미나 유희,
건강 등 순전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로 볼 것이
냐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2016년 UN의 지침서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의 비경제적
이익(non-economic returns)과 관련된 부분은 인적자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비
경제적 이익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
적 이익의 포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민계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이익(economic returns)
과 관련된 부분만이 인적자본에 속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국민계정체계
(SNA)에 대한 UN의 지침서에서는 인적자본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고 제한적(parsimonious)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이 국민계정체계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적자본의 추정을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포괄 범위의 문제 외에도 분명
히 정해 두어야 할 많은 논점들이 있다. 첫째, 인적자본은 다른 실물자산과 달리 구체적으
로 가시화되기 어려운 성격의 것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정량화하느냐의 문제가 있
다. 국민계정체계에 맞춘 인적자본의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성격별로 가격이 매겨져
서 이의 가치가 금전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UN 지침서에서는 인적자
본 축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비용접근법, 인적자본을 통해 얻
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평생소득접근법 등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확산(spillover)을 통한 규모효과(scale effect) 및 외부성(externality), 같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개인이 지닌 특성에 따라 인적자본의 축적량이 달라질 수 있는 이질성
(heterogeneity),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quality difference)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다. UN 지침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집계(aggregation)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상기한 문제는 개별적인 인적자본의 총합 보다 경제 전체의 인
적자본의 양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대수의 법칙에 따라 총량 개념에서는 개인별 차이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국민계정 추계 상의 근본적인 한계점
11)『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World Bank, 2006
12) 이와 관련하여 OECD에서는 인적자본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OECD
(2001)에서는 인적자본을 “the knowledge, skills, competencies and attributes embodied in individuals that facilitate
the creation of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으로 정의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전반적인 삶의
질(well-being)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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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는 경제 전체의 인적자본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와 관련해서는 인
적자본의 질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OECD의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자료는 국가 학업성취도를 지수화 한 것으로 학교 수업을 통
한 교육의 질과 관련한 국가별 차이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13)
둘째, 인적자본의 상실 또는 감가상각(depreciation)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인적자본은 본질
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자산으로서 노동자의 사망, 은퇴, 전직(轉職), 망각, 산업 및 직무
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변화 등에 따른 노후화 또는 진부화(obsolescence) 등을 통해 상실될
수 있다. 노동자의 사망이나 은퇴, 전직 등에 따른 인적자본의 상실 정도는 인구 및 고용
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이를 통해 파악될 수 있으나 망각이나 노후화, 진부
화 등에 따른 상실 정도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14) 이에 따라 인적자본 추정에 대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위한 인적자본의 상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
는 대신에 특정한 형태를 지닌 감가상각 함수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형이나 지수(exponential) 형태의 함수가 많이 활용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쌍곡선 형태의 연령-효율 함수(hyperbolic age-efficiency profile) 등이 있다.15)
13) PISA 자료는 의무교육 종료 시점인 15세 이상 학생들의 국가별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대한 성취 수준을
조사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인적자본의 질을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14) 이와 관련하여 Grip & Van Loo(2002)는 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고용인의 생산성에 대한 조사, 임금자료,
직업을 상실할 확률에 대한 추정 등을 통해 인적자본의 노후화 및 진부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UN의 지침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5) 여기서 T는 수명, n은 사용년수, b는 형태를 결정하는 모수(parameter)이며 T=100으로 하여 다양한 모수값
(b)에 대하여 감가상각 형태를 도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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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

셋째,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 소요된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교
육을 받기 위해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foregone income)이나 직업훈
련을 받는 과정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회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별로 구분된 임
금(wage) 자료가 필요하며 이 외에 직업훈련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
련 참가자의 직업에 기반한 구체적인 임금 자료가 별도로 요구된다. 만약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간제(part time) 근무 등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
를 통해 이러한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서는 원
칙적으로 이와 같은 기회비용도 인적자본 추계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넷째, 노동자의 해외 이주(emigration)나 외국인의 이민(immigration)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한 국가 내의 인적자본량을 추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이주나 이민을 통
한 인적자본의 유출입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이주나 이민자들의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훈련 정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
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
서는 해외 이주나 이민을 통한 인적자본의 유출입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섯째, 비용접근법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비, 평생소득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임
금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명목금액 자료로서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추정된 인적자본의 양
을 실질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UN의 지침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
는데, 하나는 인적자본의 가치를 가격지수로 나누어 양적지수(volume index)를 구하는 방법
으로서 주로 국가 간 비교에 적용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직접 양적지수를 추정하고 명목
가치를 양적지수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가격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이는 시점 간 비교
에 적용될 수 있다. 인적자본의 가치를 가격지수로 나누어 양적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
적자본의 가격에 대한 디플레이터(deflator)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하는 방
식으로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 방식과 현재의 시점
을 기준으로 하는 파쉐(Paasche) 방식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라스파이레스와 파쉐 방식으
로 구한 지수의 기하평균(geometric average)를 이용하는 피셔(Fisher)나 통크비스트(Tornqvist)
방식 등과 같은 최상(superlative) 지수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통크비스트 방식은 피셔 방
식과 달리 성, 연령, 교육수준 등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개별 그룹별로 구분하여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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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서 Jorgensen et al.(2005), Gu &Wong(2010), Li et al.(2010), Liu Gang(2011)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한편 인적자본의 양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 시점
에서 국가 간 가격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환율이 많이 이용되는데, 인적자본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교육서비스 항목의
PPP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위성계정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UN의 지침서에서는 인적자본
을 국민계정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일단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의 형태로 활용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현행 2008년 SNA 체계에서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비용이 일반 교육
관련 지출의 경우에는 가계 및 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의 최종소비지출
항목에, 직업훈련 비용의 경우는 피고용인에 대한 중간소비나 보상(compensation) 항목에 계
상되는 등 자산(asset)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계정은 기존의 국민계정체계
의 구성 범위 밖에 별도로 작성되는 것으로 위성계정의 내용은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위성계정 안에서는 별도의 부표를 통해 기존의 국민계정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과 포
함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들을 모두 포괄하여 계정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령
현행 국민계정체계에서 가계 및 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최종소비지출 항
목으로 계상되던 교육 관련 지출도 위성계정 안에서는 고정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로 간주
되어 계상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정내 훈련(in-house
training) 등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indirect expenses) 관련 부분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에서는 위성계정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위성계정을 활용할 경우 기존 국민계정체계를
유지하고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본 생성 과정과 축적된
인적자본의 내용에 대하여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UN 지침서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위성계정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캐나다의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주고
있다.16)

16) 이와 별도로 Gang Liu(2015)는 가상의 수치들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의 위성계정이 어떠한 체계
를 지니고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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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적자본 추정 방법론에 대한 고찰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간접적인 방법은 일종의 잔차(residuals)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향후 발생할 소비 가능액17) 총
량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여기에서 현시점의 자산 총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World
Bank(2006, 2011), Ruta & Hamilton(2007) 등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 보다
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적자본을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비용접근법(Cost-based Approach), 평생소득접근법
(Lifetime Income-based Approach), 지표접근법(Indicators- based Approach) 등 크게 3가지로 구
분된다. 이들 방법들은 각각 저마다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사용된 각종 공적·사적 교육비와 직장에서의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비용 및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을 구하
고 여기에 시간에 따른 인적자본의 상실이나 진부화(obsolescence) 등에 따른 감가상각 정도
를 감안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통상 영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통해 구해지는데 현행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연구개발(R&D)
을 통해 축적된 각종 무형자산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생소득접근법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개인이 이를 통해 향후 얻게 되는 미래
소득의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성별 ․ 연
령별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수준, 근속기간 등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지표접근법은 성인문해율(adult literacy rates), 재학률(school enrolment rates), 평균 교육년수
(average years of schooling) 등 인적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서 현행 국민계정체계의 국
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작성 시 국민경제의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방식과 비슷
하기 때문에 국민계정체계와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
의 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데다 단순히 투자비용만으로
17) 미래의 소비 가능액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부(wealth)의 총량 자료를 대리(proxy) 지표로 사
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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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질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평생소득접근법은 비용접근법이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투
입(input)된 비용에 기초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적자본을 통해 얻게 되는 산출(output)에
기초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이 완전하고 경쟁적이라면 이론
적으로 비용접근법에 의한 인적자본의 추정량과 평생소득접근법에 따른 추정량이 서로 같
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생소득접근법을 통해 추정된 인적자본의 양이 비용접근
법으로 추정한 인적자본의 양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인적자본이
본질적으로 확산(Spillover)을 통한 규모효과(Scale Effect)와 외부성(Externality)을 지니고 있는
데다 각종 경제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
에서는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차별 등의 요인들이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평생소
득접근법을 통한 인적자본량 추정 시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지수접근법은 인적자본과 관련 있는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
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량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는 매우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방식
으로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하는 것으로 UN의 지침서에서는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보조적
인 용도로 활용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상기한 UN 지침서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비용접근법과 평생소득접근법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추정의 방법론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비용접근법
가. 개요
비용접근법(Cost-based Approach)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인적자
본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통상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통해 구
해지는데 현행 국민계정체계에서 각종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구재고법을 통한 인적자본량 추정식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식 3-1)

여기서 i 는 인적자본의 형태(type)를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는  시점에서의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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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  는 할인율을 나타낸다.
Kendrick(1976)은 이와 같은 비용접근법을 이용한 인적자본량 추정 방식을 제시한 바 있
는데 여기에는 학교 교육 및 직장에서의 직업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비, 의료 및
보건 관련 비용, 직업 알선 및 구직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서는 자료상의 제약 및 국제 비교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Kendrick(1976) 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UN의 지침서에서 고려하는 자료는 인적자본 투자 비용으로서 정규 학교 교육 및 제도화
된 직업훈련 관련 비용과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자료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a)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지출액 (education & training expenditures)
(b)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c)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depreciation rates)
(d) 초기 인적자본량 (initial human capital stocks)
(e) 가격 또는 양적지수 (price or volume indices)

나. 추정방법
영구재고법(PIM)을 통한 인적자본의 추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의 (식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복잡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인적자본 관련 지출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문제, 인적자본의 형태별로 감가상각률을 정하는 문
제, 초기 자본량을 구하는 문제 등과 같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수반된다.

1) 인적자본 관련 지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서는 인적자본 투자를 위
한 비용을 정규 학교 교육 및 제도화된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출로 제한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는 교사들의 급여 및 학교 시설과 관련
된 비용, 학생들의 등록금 및 각종 도서나 학용품 등의 구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한 직장 내 직업훈련 비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숙박
및 출장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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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비용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직장 내 직업훈련
(on-the-job training)을 받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 과정
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회비용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제반 비용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회비용의 크
기는 개인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임금수준, 경제 전반의 고용사정(노동 수요나 실업률 등)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UN 지침서에서는 이와 같은 기회비용을 충
분히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도 아래와 같이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UN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따른 소득상실 기회비용
(foregone income)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식 3-2)

여기서 s는 성(sex), a는 연령, e는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는 현재
“e+1”수준의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 그룹(cohorts)의 교육에 따른 소득상실 기회비용
(foregone income)을 의미한다.   는 (y,s,e)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는 (y,s,e)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평균 임금,  는 현재 “e+1”수준의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 수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학생들의 평균 임금은 일부 학생들이 시간제(part-time) 직업으로 수입을 얻
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영(zero) 보다는 큰 값을 지닐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을 구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또는 비경제활동 상
태)에 있을 확률도 감안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 내 직업훈련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3-3)

여기서 b는 직업군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는 직업군 b에 속한 근로자의 직업훈


련에 따른 소득상실 기회비용(foregone income)을 의미한다.  는 직업군 b에 속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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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평균 임금을, 는 직업군 b에 속한 근로자의 연평균 직업훈련 시간 비율을, 
는 직업군 b에 속한 근로자중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근
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서로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만약 해
당 직장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
상기한 식을 통해 추정된 기회비용은 과대계상(over estimate) 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감가상각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은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자
산으로서 사망이나 은퇴, 이직 등에 따라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른 망각이나 노후화, 산업 및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변화 등에 따른 진부화
(obsolescence) 등을 통해 인적자본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적자본의 감가상
각(depreciation) 정도는 인적자본의 형태별로 다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적자본 투자의
성격별로 다른 감가상각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의 성격에 따른 구체적인 감가상각률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해 자의적인 가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례로 Kokkinen(2010)은 상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은퇴 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가령 은퇴 연령을 65세, 기초적인 중등 교육
을 마치는 시점의 연령을 16세로 가정할 경우 은퇴 시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9년이
된다. 만약 고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마치게 되는 연령을 각각 19세, 28세로 한다면 은퇴
시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46년 및 37년이 된다. Kokkinen(2010)은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기초적인 중등교육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5%, 고등교육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5.5%,
대학교육의 감가상각률을 7.5%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 바 있다.

4) 초기 인적자본량
영구재고법을 통해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점(t=0)의 인적자본량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액이 초기 시점부터 일정한 증가율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초기 시점의 인적자본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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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



여기서 i 는 인적자본의 형태를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는 초기의 인적자본량,

  는 최초의 인적자본 투자 비용,  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 g 는 인적자본
투자 비용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초기 시점의 인적자본량을 구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인적자본-산출액 비율(human capitaloutput ratio)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축적된 인적자본량과 산출액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
가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을 경우이며 이 때의 초기 인적자본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 


(식 3-5)

여기서 i 는 인적자본의 형태를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는 초기의 인적자본량을,

   는 인적자본-산출액 비율을 나타낸다.

다. 통계자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용접근법을 통해 인적자본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지출액,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비용(foregone income), 감가상
각률(depreciation rates), 초기 시점의 인적자본량, 인적자본에 대한 가격 또는 양적 지수 등
이 필요하다.

1)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지출액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출액 자료로 Eurostat 또는 OECD에서 제공
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urostat Database는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 기관을 공
적 및 민간 등으로 구분하여 연간 지출액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OECD Database도
자금의 원천(funding)이나 지출경로(transaction type) 별로 구분하여 교육 관련 지출액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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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액 자료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데 Eurostat Database
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일부 산업/기업군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지출액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2)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비용
학교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성별 및 연령별 임금자료가 필요하다.
성별 및 연령(또는 연령 그룹별)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는 앞서 소개한 Eurostat 및 OECD
Database를 통해 구할 수 있으나 교육수준별 임금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수준(교육년수)에 따른 임금자료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나 성·연령·교
육수준별로 임금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유추할 필요가 있다.

3) 감가상각률
인적자본의 성격에 따른 구체적인 감가상각률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상
당 부분 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okkinen(2010)은 Baldwin et
al.(2007)이 제시한 교육년수와 은퇴 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중
등교육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5%, 고등교육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5.5%, 대학교육의 감가상
각률을 7.5%로 가정한 바 있다. 한편 평균 은퇴 연령이나 근속가능년수와 관련한 자료는
OECD Database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에 대한 감가상각률과 관련해서는 Van Rooijen-Horsyen et al.(2008)이 산업별
로 각기 다른 평균 직무 수명(average duration of jobs)을 추정한 바 있다. 산업별로 서로 다
른 직무의 수명에 관한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한 직무 훈련의 감가상각
률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자료는 일부 산업에 대해 직무를 10여개 정도로만 구분
한 것으로 전반적인 직업 훈련의 감가상각률을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상기한 자료
는 특정 직무에 대한 수명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직무와 관련한 직업 훈련의 개시 시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감가상각 정도를 구체적으로 추정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Van Rooijen- Horsyen et al.(2008)의 자료는 일부 산업(직
무)에 대한 진부화(obsolescence)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국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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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인적자본량
초기 인적자본량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정한 가정을 통해 이를 추정하여
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투자 비용의 증가율이 일정하다거나, 인적자본산출량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초기 인적자본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영구재고법을 통해 인적자본량을 계산하는 경우 인적자본 투자액에 대한 자료가 충
분히 오랜 기간(가령 30년 이상)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다면 초기 인적자본량의 크기를 무
시할 수 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매년 축적된 인적자본량은 큰 반면 초기 인적자
본량은 대부분이 감가상각되어 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
다.18)

2. 평생소득접근법
가. 개요
평생소득접근법(Lifetime Income-based Approach)은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
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이다(Weisbrod, 1961; Graham and Webb, 1979, Jorgenson and
Fraumeni, 1989, 1992a, 1992b).
비용접근법이 인적자본에의 투입(input)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조적으로, 평생소득접근법
은 인적자본으로부터의 산출(output)에 기반을 두고 인적자본의 양을 측정한다. 다만 측정
의 대상은 인적자본의 결과물 중 인적자본의 소유자에게 사적으로 취득되는 금전적 혜택
에 국한된다.
두 방법의 결과물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19)
평생소득접근법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하므로, 투자의 기대 수
익과 관련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시각을 갖는다. 반면 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 생산
을 위해 소요된 과거 비용에 주목하는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 시각을 갖는다.
평생소득접근법의 핵심적인 가정은 ‘노동이 기여한 한계생산 만큼 임금을 받는다’ 라는
18) 가령 감가상각률이 5%일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초기 자본량은 대략 25% 정도만 남아 있게 된다. 30년 동
안 축적된 자본량을 감안할 때 초기 자본량의 25%에 해당하는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고 볼 수
있다.
19) 비용접근법이 인적자본 생산의 투입요소를 측정하고, 평생소득접근법이 인적자본 생산의 결과물을 측정한
다고 보면, 두 방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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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주요 결정요인이 교육의 정도(qualification)라는 것도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이다.20) 현실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 노동조
합, 차별 등의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평생소득접근법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나. 추정방법
인적자본의 추계를 위한 UN의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Jorgenson and
Fraumeni(1989, 1992a, 1992b; 이하 J-F)를 따르되, 개념 정의의 어려움 및 자료상의 제약 등
을 고려하여 비시장 경제활동(non-market activities)을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에 국한하여 적
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J-F에서는 가정(home) 내 생산의 귀속가치(imputed
value)도 고려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평생소득을 기반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했으나, UN의 지
침서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소득과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J-F의 방법론
경쟁적 시장(competitive market)을 가정하는 경우 특정 자산(asset)의 시장가치(market value)
는 아래와 같이 해당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 총합의 현재가치로 결정된다.


 

  


   





(식 3-6)

여기서  는  시점에서 자산의 실질 시장가치,  는 각 시기의 실질 임대소득,  는 자
산의 사용연한,  는 할인율을 각각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임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자산의 사용연한을 근로기간으로 대체하면 인적
자본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이 동
일한 사람별로 평생소득을 추산하게 된다.21)

20) 직장 내 교육(on-the-job training)도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21) 이는 특정한 성과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이    시점에 받는 근로소득이, 동일한 성과 교육수준을 지녔
으나 다른 특성을 지닌 한 살 위의 사람이  시점에 받는 근로소득과 같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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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는 연령을 생애 5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0-4세의 취학 전 연령대, 5-15세의 취학 연령
대, 16-34세의 취학 및 근로 연령대, 34-74세의 근로 연령대, 75세 이상 연령대로 구분한다.
취학 전 연령대(0-4세)의 평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J-F는 각 연령대에 속한
사람의 평생소득이 동일한 교육수준을 지닌 한 살 위 사람의 평생소득과 생존확률, 그리고
소득증가율 및 할인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식 3-7)

여기서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의 시장
평생소득을, 는 1년 생존 확률(probability of surviving)을,  는 소득증가율을,  은 할
인율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취학 연령대(5-15세)의 평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 연령대의 경우
취업은 불법이며, 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수준을 높이게 된다.

      

(식 3-8)


        






여기서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의 재
학률(school enrolment rate)을 나타낸다.
취학 및 근로연령대(16-34세)의 평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 연령대는 교
육을 받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존재한다.

         

        




(식 3-9)



여기서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의 평
균 연간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연령대(35-74세)의 평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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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0)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이미 은퇴한 연령대이므로, 평생소득은 0 이라고
가정한다. (    )
상기한 바와 같은 J-F의 방법에 따른 인적자본량의 실제 추정은 역산을 반복(backward
recursion)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은퇴연령을 75세라고 하면 75세의 평생소득은 0이
므로, 74세의 평생소득은 당해 연도 노동소득이 된다. 또한 73세의 평생소득은 74세의 평생
소득에 생존율, 소득증가율, 할인율을 적용한 값과 당해 연도 노동소득의 합계로 추정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하 연령의 평생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교육수준과 연령대에 속하는 개인의 평생소득을 추정하고 나면, 교육수준
및 연령별 인구수를 이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식 3-11)



여기서  는 인적자본 스톡의 화폐가치를,  는 특정 연령 및 교육수준에 속하는


개인의 평생근로소득을,  는 특정 연령 및 교육수준에 속하는 개인의 숫자를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근로소득은 국민계정체계에서 총피용자보수(total compensation of employees)의 개념에 해
당하며, 여기에는 임금 및 급여 뿐 아니라 고용주의 연금 기여분도 포함한다. 또한 직접세
및 간접세,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공제 등이 적용되기 전의 소득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2) 소득증가율과 할인율
J-F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미래소득의 증가율과 할인율을 설정해야 한다. 이들 변
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적자본 스톡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J-F의 경
우 소득증가율로 해로드의 중립적 생산성(Harrod neutral productivity) 증가율을 사용했으며,
할인율로는 민간부문의 장기 수익률을 사용했다.
소득증가율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Gu and Wong(2010)에서와 같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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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물적자본 심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Liu(2014)에서와 같이 단위 노동당
실질임금(real earnings)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할인율 역시 설정이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할인율은 소득의 시간가치를 나타내는 것으
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자율 또는 자본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은 단순히 시
간가치뿐 아니라 위험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J-F는 1990년 이전 미국의 민간부분 장기투자 수익률 자료를 바탕으로 4.58%를 할인율로
설정했다. 따라서 이를 모든 나라, 모든 시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장기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나 중앙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정책적 결정
이나 경제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있다. 할인율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는 램지 공
식(Ramsey formula)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회적 시간선호 또는 사회적 투자수익
률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투자 대안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
   


 

(식 3-12)

여기서  은 사회적 할인율,  는 시간선호율,  는 소비에 대한 탄력성,  는 일인당 소비
를 각각 나타낸다. World Bank(2011)에서는 램지 공식을 적용하면서  를 1.5로,  를 1로 설
정한 바 있다.

3) 요인 분해
Gu and Wong(2010)은 경제 전체의 인적자본량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해
하였다.

    
  
  
  
 

  
 

  
  

       






















































 

(식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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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경제 전체의 인적자본 스톡,  는 일인당 인적자본 또는 평생소득, 
은 해당 인구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  은 생존 확률을 나타낸다. 식의 첫 번째 항은
인적자본에 대한 총투자(gross investment), 두 번째 항은 감가상각, 세 번째 항은 재평가
(revaluation)를 나타낸다.
인적 자본에 대한 총투자 항목은 다시 근로연령(15세 이상)에 진입하는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과 교육 및 이민으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 





(식 3-14)




 

 


⊂

감가상각 항목도 연령 증가로 인한 평생소득의 변화분과 은퇴,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식 3-15)








 
    

재평가 항목은 인적자본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단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4) 기타 고려사항
Mulligan and Sala-i-Martin(2000)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임금으로 일인당 총 노동소득
을 나눈 값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노동소득이 인적자본만
반영하지 않고 가용한 물적자본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임금으로 나누어줌으로써 물적자본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암묵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인적자본이 항상 일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가정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화폐가치로 측정된 인적자본을 어떻게 실질가치로 변환하는가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이다. 사용하는 물가지수에 따라 실질 인적자본 스톡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Christian
(2011)은 소비자물가나 노동의 가격을 이용하게 되면 인적자본의 질적 변화가 인적자본 추
정치에 포함되게 되며, 인적자본 자체의 가격을 이용해야 인적자본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음

2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인적자본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

을 제기하였다. 한편 Wei(2004)는 노동소득의 주목적이 소비이므로 GDP 디플레이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더 적합한 물가지수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국가 간 또는 시점 간 인적자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금전적 가치(value)가
아닌 양적 지수(volume indices)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양적 지수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적자본의 가치를 가격지수로
나누어 양적 지수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간 비교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양적 지수를 구축하고 가치를 양적 지수로 나누어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이며 시점 간 비
교에 사용하였다. 우선 기간 간(temporal) 양적지수는 두 시점 간 구성항목들의 양적 변화에
항목별 중요성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평균한 값으로 정의된다. 여러 지수측정 방법 중 통크
비스트 지수(Tornqvist index)와 피셔지수 등과 같은 최상(superlative) 지수가 선호된다. 현행
2008 SNA 기준과의 일치성을 고려할 때 인적 자본의 양 및 가격의 연간 변화는 피셔지수
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 간 변화는 연쇄지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는 인적자본의 양적 변화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가격 변화는 파
쉐지수를 통해 측정하고 기간 간 변화는 연쇄지수 형태로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공간 간(spatial) 양적지수는 동일 시점에서 국가 간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통상적으로 PPP 환율을 이용하는데, 인적자본의 경우 교육서비스 항목의 PPP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 평생소득접근법의 구체적 사항
1) 실제 측정 상의 고려 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J-F의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측정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우선 인적자본의 측정대상 연령을 15∼65세로 한정한다. 이는 J-F의 방법에서 취학 및
근로연령대만이 인적 자본 측정대상임을 의미한다. 두 연령대의 구분 연령도 재학률
(enrollment rate) 자료의 가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퇴연령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식 3-9), (식 3-10)에서와 같이 이 연령대들의 평생소득은 현재 근로소득과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현재 근로소득은 동일한 성, 연령, 학력을 갖는 코호트의 평
균 근로소득으로 추정되며, 고용 확률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률로 조정한다.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는 동일한 성, 학력을 갖는 상위 연령 코호트의 평균 평생소득을 생존률, 소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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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 할인율, 재학률 등의 조정을 통해 추정된다.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진학과 관련하여 가용하지 않은 통계자료들이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들이 추가된다. 이미 취득한 학력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진학하며, 최
상위 학력 소유자들은 더 이상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이 1년 이상이
면 학년별로 고르게 학생들이 분포한다. 휴학이나 월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표준적인
적용방법은 인공의(synthetic) 코호트를 상정하는 셈이다. 특정 성, 연령, 학력의 코호트에 속
한 사람이    기에 받는 소득은 동일한 성, 학력을 갖는 한 살 위 코호트에 속한 사람이

 기에 받는 소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호트 내 임금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코호트 간의 임금 차이만 고려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횡단면
통계자료는 가용한 반면, 패널(longitudinal) 통계자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직장 내 교육 또는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평생소득의 증가도 개념상 중요한 부분
이다. 직장 내 교육과 공식 교육 간의 상호작용 등은 흥미로운 요소이며, Wei(2008)는 근로
경험이 평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오스트레일리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UN 가이
드라인에서는 직장 내 교육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가 가용하면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한 것
으로 간주되지만, 근로경험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비공식투자로 간주된다.

2) 통계자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평생소득접근법을 통한 인적자본량의 추정방법을 고려하면 다음
과 같은 통계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 인구 및 학력 (educational attainment)
(b) 학생 수 및 학생등록 (enrolment)
(c) 학업기간 (school duration)
(d)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labor force and employment)
(e) 근로소득 (labor income)
(f) 생존율 (survival rate)
(g) 소득증가율과 할인율 (income growth and discount rate)
(h) 양적지수 (volume index)
이 외에 선택사항으로 이민(migration), 직업훈련과 관련된 자료도 가용한 경우 활용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은 통계자료들이 성, 연령, 학력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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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통계자료들이 성과 연령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교육수준
별로 구분된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
피하게 추산(imputation)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통계자료가 단일 학력 및 연령
별로 구분되어 있기보다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수의 법칙을 따라 해당 집단 내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다양한 집단의 미래소득을 추정하려면 실제 코호트(cohort) 자료가 유용하지만, 이
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적(synthetic)으
로 만들어진 코호트를 상정하여 추정을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의 측면에서는
학교 등록 및 졸업 등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일관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각국의 학제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 학력 (Education Attainment)
학력 구분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ISCED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22) 다만 각국의
교육제도에 따라 ISCED를 세부 수준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Liu(2014)는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의 평생소득을 추산
하였다. 여기서는 성 및 5세 단위로 분류된 각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OECD 인구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하여 특정 성 및 학력별 인구를 1세 단위로 추산하였다.

나) 학생등록 (Enrolment)
성, 연령별 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OECD와 Eurostat에서 제공된다. OECD의 경우
29세까지는 1세 단위로 ISCED97 기준에 따른 교육수준별 학생 수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
며, 30-34세와 35-39세는 5세 단위로, 40세 이상은 하나의 집단으로 학생 수 자료가 분류되
어 있다. Eurostat의 경우 34세까지 1세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와 교육수준별 진학 경로에 대한 가정, 교육연한 자료, 그리고
최종 학력별 인구수 자료 등을 결합하면 학교등록률을 계산할 수 있다. 5세 단위로 학생
수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5세 단위 내에서는 각 연령별로 재학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40세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다. Liu(2014)의 경우 40세까지
만 취학률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40세 이상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

22) 현재 대부분의 자료는 ISCED97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ISCED2011에 의해 작성되는 자료는 비교적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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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령대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질적 차이 그리고 동일한 범주 안에서 하위 프로
그램의 질적 차이, 최고 교육수준 이후에 취득되는 교육 등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 이슈이다.

ISCED97 진학경로

<그림 1>
0

초등교육 이전단계

1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2

하급 중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
2A

일반 상급 중등교육(3A, 3B)으로의 진학을 위한 중등교육

2B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3C)과 연계된 중등교육

2C
3
3A

고등교육(5A)으로의 진학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

3B

직업 고등교육(5B)으로의 진학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

3C
4

노동시장 진입, 또는 Level 4로 진학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
중등교육후 비고등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4A

고등교육 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

4B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5

일차 고등교육(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5A
5B

6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중등교육
상급 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일반 대학교육 및 의치대
직업에 특화된 전문 대학교육
이차 고등교육(second stage of tertiary education)

자료: Liu(2014); UNESCO(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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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기간 (School Duration)
학제는 국가마다 구성뿐만 아니라 기간도 다르다. 60여 개국 학업 연한(study duration) 자
료가 UNESCO, OECD, Eurostat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1999년부
터 학업 연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연도의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적인(de jure) 학업 연한 자료이지 실제(de facto) 자료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고용 (Employment)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활인구, 경활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취업자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용률은 성, 연령, 교육수준별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계산된다.

마) 근로소득 (Labor Income)
근로소득은 피용자보수로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자
료가 사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 피용자의 보수로 대체
할 수 있다.
각국의 자료는 데이터 조사방법, 조사주기, 포함 항목, 부업 소득 포함 여부, 파트타임과
풀타임에 대한 조정 여부, 교육 수준 분류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Liu(2014)의 경우 OECD 교육 데이터베이스의 성, 연령그룹, 학력별 연간소득 자료를 이용
했는데, 각국의 SNA 자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OECD 국민계정의 피고용인 임금소득 자료
와의 비율을 적용하여 총합을 일치시켰다.23)

바) 생존률 (Survival Rate)
생존률은  년에 존재했던 사람이    년에도 존재할 확률이다. 생존률 자료는 통상적으
로 성과 연령별로 구분되며, 학력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연령과 성의 생존
률이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물론 학력별로 생활유형, 근로 및 생활환
경이 달라 생존률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생존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권장되며, Eurostat의 경우 최근 일부 국가에 대해 교육수준별 생존률 자료를 작성하
기 시작했다. 필요한 경우 Luy(2012)와 같이 교육수준별 생존률 자료를 간접적으로 추정하
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23) 이외에도 연령그룹별 노동소득을 1세 단위로 추정하고, 학력별 연간소득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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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득증가율과 할인율 (Income Growth and Discount Rate)
인적자본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증가율과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변수들이 국
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기존의 민감도 분석 결과들은 이들 변수 값이 인적자본의 수준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인적자본의 증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raumeni 2011, Christian 2011, Abraham 2010, Gu and Wong 2010).
국제비교를 위해 UN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증가율과 할인율을 설정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소득증가율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실질 시간당 노동보상이나 실질 일인당 노동보상의 증가율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할인율의 경우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4%를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할인율은 실질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가지수의
경우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PPP를, 국가 내 시점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나 노동가격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 양적 지수 (Volume Index)
UN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국민계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피셔 양적 지수이지
만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연쇄지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산
성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크비스트 양적 지수를 활용해 볼 수 있으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PP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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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 방안 검토

이하에서는 앞서 정리·분석한 바와 같은 인적자본량 추정 방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서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비용접근법
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통해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하는 방
법으로 통상 영구재고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가. 통계자료 및 추정 방법
영구재고법을 통해 인적자본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관련 지출뿐만 아니라
각종 사교육 지출 비용, 직장 내 직업훈련 비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
본 형태별 감가상각률 및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임
금 손실 등에 대한 기회비용 자료도 필요하다.
교육과 관련한 국내 자료로는 통계청의『교육기본통계』,『교육재정통계』,『교육통계연
보』,『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특수교육실태조사』,『평생교육통계』 등 다양한 자료
가 있으나 이들 각각의 통계들을 중복이나 누락되는 부분 없이 종합하여 국가 전체의 교
육 관련 지출 비용 총액을 집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보다는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계정 통계에서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의 최종지출 항목 중 교육비 지출액과 일반정부의 최종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액을 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정부의 교육비 지출에는 중
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을 통한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
계 및 정부 부문의 교육비 지출액을 모두 더해 보면 최근에는 연간 10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2015년 경상금액 기준 약 107조원)이다. 이 중 대략 절반 정도가 정부 지출이며, 나머
지 절반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의 지출이다. 전체 교육비 지출의
2011-2015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경상금액 기준)은 4.1%로 최근 들어 증가율이 점차 낮
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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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액 - 최종소비지출액 기준 (경상금액)
(단위: 조원)

한편 직장 내 직업훈련 비용과 관련하여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집계한 통계
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비록 포괄범위에는 다소 제한이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및『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하
고 있는『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등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기업직업
훈련실태조사』에서는 기업 규모(종사자수 기준)별로 구분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횟수나 종
업원 1인당 평균 집체훈련 비용 및 시간 등과 같은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의『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자료에서는 기업의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지출액이나 직원
1인당 교육훈련 비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자료 모두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례
로 고용노동부의『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
인 이상 기업 중 회사 법인과 개인 단독 사업체 약 4,500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내 기업 전
반에 대한 직장 내 직업훈련비 지출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기업경영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공되고 있는 자료에는 교육
훈련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기업의 교육훈련비 항목만으로 구분
된 한국은행의 내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받는 동안
의 임금 손실 등과 같은 기회비용은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로 구분된 고용 및 임금 관
련 자료와 성별 ․ 연령별로 각각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수 통계 등을 종합하여 추정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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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산 결과
이하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
을 추정하여 보았다.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인적자본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
액에 대한 시계열 자료,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에 대한 기회비용, 인적자본의 망실이나
진부화 등에 따른 감가상각률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국민계정의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일반정부의 교육비 부문
최종소비지출액(경상금액)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
체, 그리고 일반정부 부분의 교육비 지출액을 모두 더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약 107조원
규모이다.
한편 직장 내 직업훈련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직업훈련비(기회비용
등 포함)를 포괄적으로 추정한 적절한 통계자료가 없음을 감안하여 Chun & Nadiri(2016)에
서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24) 상기한 연구에서는 Corrado et al.(2005, 2006)에서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무형자산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전체 무형자산
투자를 전산 및 정보 관련 투자(CI, Computerized Information), 연구개발 등 혁신을 위한 투
자(IP, Innovative Property),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EC, Economic Competencies)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기업의 직업훈련 관련 투자는 주로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자료에 기초하여 Corrado et al.(2005, 2006)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추정되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EC)는 크게 광고 및 홍보 등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기업특화 자산(Firm-Specific Resources)의 확충과 관련한 투자
로 구분되는데 기업의 직업훈련 관련 투자의 경우는 기업특화 자산의 확충과 관련한 투자
에 포함된다. 추정 결과 기업특화 자산의 확충과 관련한 투자 규모는 1991-2000년 기간 중
에는 대략 GDP의 1.65% 수준, 2001-2008년 기간 중에는 대략 GDP의 1.61% 수준인 것으로
24) 직장 내 직업훈련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의 1인당 평균 집체훈련비
용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기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기간 중 종업원 1인당
집체훈련비용은 연평균 약 22만 3천원, 집체훈련 시간은 연평균 약 23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집계훈련 비용에는 수강료, 시설비 및 기타 부대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적자본량 추정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 전체의 직업훈련비용 자료가 필요하므로 1인당 평균 훈련비용에 국내 기업 종사자 수를 곱하
여 총 훈련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국내 취업자 수가 총 2,6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국내 총 직업
훈련 비용은 연간 대략 5-6조 원 가량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경우 실제 직업훈련 비
용 지출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량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큰 데, 이는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에 포함되
지 않는 직업훈련 항목 및 관련 지출 규모가 상당하고 또한 상기한 방법에는 직업훈련을 위한 근로시간
감소 등 관련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직업훈
련 관련 지출을 보다 폭넓게 추정한 Chun & Nadiri(201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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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기업특화 자산의 확충과 관련한 투자에는 기업의 직업훈련 관련 투자뿐만 아
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도 포함되기는 하나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기업특화 자산의 확충과 관련한
투자액 모두를 기업의 직업훈련 관련 투자로 간주하고 상기한 Chun & Nadiri(2016)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비 지출 규모를 산출하였다. 상기한 직업훈련비 지출
에는 훈련을 위한 수강료나 시설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한편 대학 및 대학원 교육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따른 기회비용은 연도별 대학(일반대 및
전문대) 및 대학원 재학생 수 자료와 본고의 평생소득접근법에 따른 인적자본량 추정 시
사용한『임금구조기본통계』자료의 연령별 연평균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국내 전문대 재학생 수는 총 720,466명, 일반대
재학생 수는 총 2,113,293명, 대학원 재학생 수는 총 333,478명으로 여기에 해당 연령(전문대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8세 등)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곱하여 교육에 따른 임금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연령의 경우 대부분
직업을 갖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학교 교육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대학
생 이상의 경우는 시간제 근로 등의 형태로 일정 부분의 임금소득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25)
또한 연령 ․ 학력별 실업률 수준도 감안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상
기한 방법을 통해 계산된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은 2015년의 경우 연간 약 80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원칙적으로는 인적자
본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자료의 제약과 감가상각률 추정 작
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문헌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괄적으로 6%를 적용하였다. 이는
Kokkinen(2010)에서 교육 투자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교육 형태별로 대략 5%-7.5%(경상금
액 기준)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점과 기타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대체로 4%(실질금액 기
준) 수준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구재고법을 통해 인적자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량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다. 초기 자본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적자
본 투자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식 3-4)과 인적자본-산출액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식

25)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동일 연령의 취업자에 비해 일정 비율(가령 20% 수준 등)의 시간제
근로에 따른 임금 소득이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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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등이 있다. 다만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초기 자본량을 추정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인적자본-산출액 비율을 이
용하는 방법을 통해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산출액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하
다. 이러한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 이후의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율을
그려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
율은 일정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초기자본량을 추
정하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3>

우리나라 연간 인적자본투자액 증가율 추이 (경상금액 기준)
(단위: %)

한편 교육비 지출, 직업훈련비(기회비용 포함), 교육에 따른 임금손실 등 인적자본 투자
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투자액 비중은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인적자본 투자액의 비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초기 인적자본량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본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인적자본 투
자액의 GDP 비중을 통해 인적자본-산출액 비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초기 인적자본량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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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인적자본투자액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아래의 <그림 5>는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은 대략 2,079조원(경상
금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3-2015년 기간 중 인적자본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보면 대략 평균 6.5% 수준이다.26) 이상에서 논의한 통계자료 및 추정방법 그
리고 향후 개선사항 등은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6) 한편 인적자본 투자액 증가율(연평균 6.8%)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의 초기자본량을 구해서 추정해 보면 2015
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은 대략 2,030조원, 2003-2015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7.2%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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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 인적자본량 추정 - 비용접근법 (경상금액 기준)
(단위: 조원)

<표 1>

비용접근법 추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개선사항

변수

통계자료

내용

향후 개선 사항

교육비 지출

국민계정
최종소비지출
(교육비)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일반정부의 교육비 지출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비
지출 포함 여부 검토

직업훈련비

Chun &
Nadiri(2016)

직업훈련의 직접 비용
및 기회비용 포함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훈련비 자료 보완

학생 수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연령별 재학생 수를 고려
석/박사 과정 구분

근로소득

임금구조
기본통계

연령별 임금

시간제 근로소득 및 실업률 감안

감가상각률

기존 문헌
참조

6% 적용

인적자본 형태별 감가상각률 적용

초기
인적자본량

추정값

인적자본 투자액의
GDP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시계열 연장을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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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소득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지수는 작성하지 않고 일단 경상금액 기준으로 UN의 지침서에서 제
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생소득접근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양을 대략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 통계자료 및 추정 방법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남성 및 여성의 1세 단위 추계인구의 연간 자료는 제공
하고 있지만 성 ․ 연령별 인구의 학력 구성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성․연령인구의 학력 구성을 결합하여 성 ․ 연령 ․학력별 인구를 산출한다.27) 여기에 경제
활동인구조사의 성 ․ 연령 ․ 학력별 취업자를 적용하면, 성 ․ 연령 ․ 학력별 고용률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대상을 5세 단위로 층화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5세
단위 내에서 각 연령별 구성의 신뢰성은 낮을 수 있다.
한편 성 ․ 연령 ․ 학력별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년 이전까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임금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28) UN 가이드라
인에서는 피용자보수가 좀 더 적합한 자료로 권장하고 있으나, 성 ․ 연령 ․ 학력별 자료가 없
으므로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다.2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도 5세 단위로 층화하여 구성
됨에 따라 5세 단위 내에서 각 연령별 임금 수준의 신뢰성은 보장되지 않는다.30) 특정 연
령의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연령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였다.
2015년 성 ․ 학력별 코호트의 연령별 임금 추이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고연령대의
중졸이하와 고졸을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고졸은 30대 중
27) 경제활동인구조사에도 성 ․ 연령 ․ 학력별 인구수가 존재하지만 군대입대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장래인
구추계의 인구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장래인구추계 모두 2009년
이후 90일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는데, 이를 정확히 조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총수는
출입국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성 ․ 연령 ․ 학력별로 외국인수, 취업, 취학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다.
28)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Gu and Wong(2010)과 같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 ․ 연령 ․ 학력별 자영업자의 비율은 경제활동인
구조사로부터 구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근로자의 소
득에 일정 비율을 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 향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구분하는 경우, Liu(2014)와 같이 임금 총액이 국민계정 상 피용자보수와 일
치하도록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0)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세 단위로 임금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관측되므로, 회귀분석 등을 통해
평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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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문대졸 이상은 40대 초중반에서 임금이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의 경우에는 대졸과 대학원졸은 30대 초반까지 임금이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되는 모습이
며, 고졸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성 ․ 학력별 코호트의 연령별 임금 (2015년)
(단위: 천원)

2002년 이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학력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되어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력 구분을 이용하였다. 취학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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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으로 교육통계연보의 각 급 학교의 성 ․ 연령별 재적 학생 수를 이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교육통계연보에는 재적 학생의 직전 교육수준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여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전문대’, ‘고등학교-대학교’, ‘대학교-대
학원’로 진로경로를 단순화 시켰다. 전문대학 졸업자 중 대학교 진학자의 전체 숫자 및 성
별 구성은 2008년 이후 기간에 한해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에 제시되어 있지
만, 연령별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전문대학 졸업자 중 대학교
진학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4년 현재 3% 수준이다.
한편 교육통계연보의 연령 구분 중 주 연령층은 1세 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나, 최저 연
령은 ‘몇 세 이하’로, 최고 연령은 ‘몇 세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최저 연령 구분의 학생
수는 상한 연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최고 연령 구분의 학생 수는 연령에 따라 학
생 수가 감소하도록 배분하였다. 배분된 학생 수의 합과 최고 연령 구분의 학생 수가 같아
지려면 최고 취학연령을 설정해야 하는데, Liu(2014)의 40세를 기준으로 하되 직전 연령에
비해 학생 수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는 25세, 전문대와 대학교는
40세, 대학원은 55세로 설정되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최고연령 구분에 해당되는 전문대 학
생 수가 많아 전문대 취학연령이 45세로 설정되었다.
18세의 경우 고졸 인구보다 전문대 및 대학교 학생 수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자료상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학력 구분
이 수정되지 않은 결과로 생각하여, 18세 학생 중 전문대 및 대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과 18세 추계인구 중 고졸인구의 비중이 같아지도록 고졸 인구를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 후에도 고졸 인구보다 전문대 및 대학교 학생 수가 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
등학교-전문대’와 ‘고등학교-대학교’ 등록율의 합이 1이 되도록 각각을 비례 조정하였다. 교
육 연한의 경우 휴학기간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31)을 가정하였으며, 성 ․ 연령별 생존율은 통계청
의 생존표를 이용하였다. 할인율은 앞서 비용접근법에서 사용한 감가상각률을 참조하여
6%를 적용하고, 소득증가율은 Liu(2014)의 3.98%를 이용하였다.32)
평생소득을 추산하는 앞장의 (식 3-9)와 (식 3-10)을 실제 계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Liu(2014)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연령대의 평생소득 계산식은 고용
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3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 수의 비율이 대략 6:4이므로, 석사 2년과 박사 5년을 가정하면 평균 교육연한이
약 3년 정도로 계산된다.
32) Liu(2014)는 각국의 1960⁓2007년 기간 중 취업자 일인당 실질 보수의 기하 평균증가율을 산출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3.98%로 계산되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일인당 소득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시기별로 다른 할인율과 소득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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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


    






여기서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의 시장
평생소득을,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의
고용률을,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이 고
용된 경우 받은 연간 노동소득을, 는 1년 생존 확률(probability of surviving)을,  는
소득증가율을,  은 할인율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취학 및 근로연령대의 평생소득은 교육연한과 복수 진학경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식 4-2)



여기서  는 특정 연도( )에 특정 연령(), 성( ),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이
상위 교육(  )에의 등록율을,   는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이 상위교육(  )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연한을 각각 나타낸다.33) 다만 일부 초기 연령에서는 교육연한 내 일부
연령에 대해서만 상위 교육의 인적자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자
료가 가용한 기간 동안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논의 한 통계자료 및 추정방법 그
리고 향후 개선 사항 등이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33) 식 4-2는 각 연령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각 학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Gu
and Wong(2010)은 특정 학력 및 연령에 대한 가정들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22세의 대졸자가 대
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1학년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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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통계자료

내용

인구

장래인구추계

성 ․ 연령별 인구

학력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의
성 ․ 연려별 인구에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학력별 구성을 적용

5세 단위로 층화되어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1세
단위로 평탄화

생존률

통계청

성 ․ 연령별 생존률

학력별 생존률 차이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1세 단위 평탄화

근로소득

임금구조기본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연령별 임금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구분,
1세 단위 평탄화, 피용자보수

교육통계연보

학생 수
(최저 연령대 및 최고 연령대 학생
수 연령별 배분, 18세 학생 수
조정)

전문대-대학 진학경로 추가

교육연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가정

실제 교육연한 반영

할인율

6% (비용접근법의 감가상각률과
일치)

취학률

소득증가율

Liu(2014)

향후 개선 사항

3.98%

나. 시산 결과
지금까지 검토한 평생소득 접근법을 2003∼2015년 기간의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한 결과
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34)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경상금액 기준)은 2003년에 13,815
조원에서 2015년 22,524조원으로 완만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경상 소득 증가율과 고용률이 낮았던 2009년만 예외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인적자본에서 남성의 비중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인구 구성에
비해 남성의 인적 자본 비중이 큰 것은 주로 임금 및 고용률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력 구성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학력의 비중이 큰 편이다.
34) 2003년 이전 기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대학원졸 인구가 별도로 조사되지 않고 중졸이하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와 중졸로 구분되어 있다. 2003년 자료에서 대학원졸을 대졸에 포함시켜 인적자본을 측정한 결과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원졸을 대졸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대졸의 평
균 임금 상승 효과보다 대학원으로의 진학 가능성을 통한 인적자본 상승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평생소득접근법의 추정 결과는 학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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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성별 구성 - 평생소득접근법 (경상금액)
(단위: 조원)

한편 <그림 8>에는 학력별 인적자본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중졸 이하의 비중이 2003
년 16%에서 2015년에는 11%로 낮아지고, 고졸 및 전문대졸의 비중도 54%에서 50%로 낮아
진 반면 대졸 및 대학원졸의 비중은 30%에서 39%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8>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학력별 구성 - 평생소득 접근법 (경상금액)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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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의 학력 구성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비중 변화의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중졸 이하의 비중은 2003년 27%에서 2015년 17%로 낮아진 반면 대졸 및
대학원졸의 비중은 18%에서 27%로 높아졌다. 다만 고졸 및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인구 비
중이 5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여 인적자본 비중의 하락이 상대임금이나 진학률 등 다른
요인에 주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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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지닌 능력, 숙련도, 지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노
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기술진보를 이루는 기본적
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나 인적자본이 지닌 개념적 모호성과 정량적 측정의 어려움 등으
로 현행 국민계정체계(2008 SNA) 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추계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에서는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전담 연구기구를 구성하여 인적자본의 추계 및 국민계정체계와 부합하는 인적자본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구축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연구 결과를 발간·배포한 바 있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인적자본의 추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 최근 UN에서 발간한 지침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적자본의 개념
및 추정 방법론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인적자본
추정 방안을 검토해 보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을 시산하여 보았다.
인적자본량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본의 정의와 개념, 포괄범위 등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UN 지침서(2016)에서는 현재 인적자본이 국민계정체계에 편입
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포괄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인적자본이 후생 수준(well-being)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를 추계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 등이다. 인적
자본량의 추계를 위해서는 이 외에도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기회
비용, 노동자의 해외 이주(emigration)나 이민(immigration), 양적지수 산출을 위한 실질화의
문제 등에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지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다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UN 지침서(2016)에서 인적자본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비용
접근법(Cost-based Approach)과 평생소득접근법(Lifetime-based Approach) 등 두 가지이다. 비용
접근법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사용된 각종 공적 ․ 사적 교육비와 직장에서의 직업훈련
(on-the-job training) 비용 및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을 구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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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인적자본의 상실이나 진부화(obsolescence) 등에 따른 감가상각 정도를 감안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으로서 통상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통해
구해지는데 이는 현행 국민계정체계에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축적된 각종 무형자산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편 평생소득접근법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개인이 이를 통해 향
후 얻게 되는 미래 소득의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서 여기에는 성별 ․ 연령별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수준, 근속기간 등의 자료가 이용된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을 추정하여 보았다. 먼
저 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적자본량은 2015년 기준으로 대략 2,079
조원(경상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평생소득접근법을 통해 추정된 우리나라
의 인적자본량은 2015년 기준 대략 22,524조원(경상금액)으로 앞서 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
된 양의 10배 정도 더 크다. 이와 같이 추정 방법에 따라 추정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기한 두 가지 추정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접근법
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투입(input)된 비용에 기초하는 방법인데 비하여 평생소득접근법
은 인적자본을 통해 얻게 되는 산출(output)에 기초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한다는 데 본
질적인 차이가 있다. 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기
초하여 인적자본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현행 국민계정체계의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시 국가
자산총량을 추정하는 방식과 유사하여 국민계정체계와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순히 투자 비용만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질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비용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
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평생 얻게 되는 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용접근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인적
자본이 지닌 다양한 종류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나 경제적 지대(Rent)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
되지 않는 반면 평생소득접근법은 이러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UN 지침서에서는 비용접근법과 평생소득접근법 모두를 이용하여 인적자본량을 추정
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적자본량을 추정한 외국의 사
례를 살펴보면 평생소득접근법에 따른 인적자본 추정량이 비용접근법에 따른 추정량 보다
대체로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소득접근법에 따라 인적자본량을 추정한 연
구가 다수 있으나 비용접근법에 따라 추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Kendrick(1976)의 경우 비용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지출이나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본고에서의 추정량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35) 앞서 살

35) Christian(2016)은 미국의 경우 평생소득접근법에 따른 인적자본 추정량이 비용접근법에 따른 추정량에 비해

44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인적자본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

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접근법에 의한 인적자본량이 GDP의 1.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도 해당 국가의 GDP 대비 국민계정 최종소비지출 항
목의 교육비 지출액 규모를 감안하면, 본고와 같은 방식과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
우 대체로 비용접근법에 따른 인적자본량이 GDP의 1-2배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고에서 평생소득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 인적자본량은 대략 GDP의 15.5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인적자본량 규모가 대
체로 GDP의 10~12배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Liu(2014)가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네덜란드의 인적자본량이 GDP 대비 8.3배로 가장
낮았으며 우리나라가 16.3배로 가장 높았다. 한편 물적자본(생산자산 순자본스톡) 대비 인
적자본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1배 정도인데, Liu(2014)가 추정한 10개국 평
균은 대략 4.7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적자본량 규모가 물적자본
량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추정한 인적자본량은 대략적인 규모를 시산해 보기 위한 매우 초기 단계의 작
업으로서 향후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엄정한 추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접근법의
경우 첫째, 현행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인적자본 관련 투자 통계를 확보하여 인적자본
량 추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UN 지침서에는 인적자본 추계가 초기 단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Kendrick(1976)의 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인적자본량을 추정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본고에서의 인적자본량
추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의 경우도
관련 통계를 확충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Chun & Nadiri(2016)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관련 투자 규모가 GDP의 1.61% 수준으로 미국(4.07%)이나 영국(4.20%) 등
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교육 기간에 따른 임금손실 등 기회비용
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UN 지침서의 기준대로 연령별·학력별·업종별 등으로 보다 세분
화한 임금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이와 같은 세분화된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
를 통한 소득이나 실업률 등을 적절히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자본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률을 보다 엄정히 추정하는 한편 보다 많은 시계열을 확보하여 초기 인
적자본량 추정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생소득접근법의 경우 근로소득, 교육, 외국인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

3-4배 가량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Kendrick(197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추정한 것으로 인적자본
투자의 포괄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본고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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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첫째,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미시자료에서
는 자영업자의 전체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즉 인적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
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른 과대추계
의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통계조사가 5세 단위로 설계됨에 따라 1세 단위 임
금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회귀식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등록률 등 진학경로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로가 누락되어 있으며 재수, 휴학, 입대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미시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학력 구분 변화를 고려할 때, 인적자본 추계에서 어떤 학력 구분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에 90일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연령․
학력별 구성이나 취학․취업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는 비중이 작아 전체 추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인구고령화로 인해 외국인의 비중이 향후 증가할 수
도 있으므로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계에 사
용되는 할인율과 소득증가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들 변수가 안정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추세적인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은 경제성장 및 기술진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제
4차 산업혁명 등 향후 지식기반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인적자본 추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
의에 맞추어 앞으로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인적자본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 한국은행,『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2014.
․ Abraham, “Accounting for Investment in Formal Education,” Survey of Current Business, Vol. 96,
No. 6, 2010.
․ Barro, R. J.,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Cambridge. MA:
MIT Press , 1997.
․ Becker, G.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 Christian, M., “Human Capital Accounting in the United States: 1994-2006,”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2011.
․ Christian, M., “Net Investment and Stocks of Human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1975-2013,” Manuscript,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6.
․ Chun, H. and M. I. Nadiri., “Intangible Investment and Changing Sources of Growth in
Korea,”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Vol. 67, No. 1, 2016.
․ Corrado, C., C. Hulten and D. Sichel., Measuring Capital and Technology: An Expanded Framework.
University Chicago Press, 2005.
․ ————, “Intangible Capital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11948, 2006.
․ ————, “Intangible Capital and U.S. Economic Growth,”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5, No. 3, 2009.
․ Graham, J. W. and R. H. Webb, “Stocks and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New Evidence
from a Present-value Perspectiv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5, No. 2, 1979.
․ Fraumeni, B. M., “Human Capital Accounts: Choice of Rates and Construction of Volume
Indices,” NBER Working Paper, No. 16895, 2011.
․ Gu, W. and A. Wong, “Estimates of Human Capital in Canada: The Lifetime Income
Approach,” Statistics Canada Economic Analysis Research Paper Series, No. 62, 2010.
․ Jenkinson, G., “The Use of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in the UK; Practices and
Problems,” Canberra Conference on Capital Stock Statistics, 10-14 March 1997a.
․ ————, “An Account of the UK’s Research into Direct Collec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pital Stock Statistics, 10-14,
March 1997b, Canberra.
2nd 2018

47

․ Jorgenson, D. W. and B. M. Fraumeni, “The Accumulation of Human and Non-human
Capital, 1948-1984,” in The Measurement of Savings, Investment and Wealth edited by R.
E. Lipsey and H. S. Tice,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 “Investment in Education and U.S. Economic Growth,”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4, Supplement, 1992a.
․ ————, “The Output of the Education Sector,” in Output Measurement in the Service Sectors,
edited by Z. Griliches,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5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b.
․ Kendrick, J. W., The Formation and Stock of Total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 Kokkinen, A., “Human Capital and Finland’s Economic Growth in 1910-2000,” 30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Portoroz, Slovenia, 2008.
․ Gibson, T. J. and L. Oxley., “Cost and Income Based Measures of Human Capital,”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 17, No. 3, 2003.
․ Li, H. and others, “China’s Human Capital Measurement and Index Construction,” Economic
Research Journal, 2010.
․ Liu, Gang,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for Comparative Analysis: An Application
of the Lifetime Income Approach to Selected OECD Countries,” Statistics Working
paper, No.6, Paris: OECD, 2011
․ ————,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for International and Intertemporal
Comparisons,” in Measuring Economic Sustainability and Progress edited by D. W.
Jorgenson, J. Landefeld and P. Schrey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 ————, “A Stylized Satellite Account for Human Capital,” Discussion Papers, No.815, Statistics
Norway Research Department, 2015.
․ Lucas, R. E.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1988.
․ Luy, Marc, “Estimating Mortality Differences in Developed Countries from Survey Information
on Maternal and Paternal Orphanhood,” Demography, Vol. 49, No. 2, 2012.
․ Mankiw, N. G., P. Romer, and D. N. Wei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1992.

4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인적자본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

․ Mulligan, C. B. and X. Sala-i-Martin, “Measuring Aggregate Human Capital,”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 No. 3, 2000.
․ Pritchett, L. “Where Has All the Education Gon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
No. 3, 2001.
․ Romer, P.,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1986.
․ Sala-i-Martin, X., “I Just Ran Two Million Regress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 Schultz, T. W.,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8, No. 6,
1960.
․ UNECE, Guide on Measuring Human Capital, United Nations, 2016.
․ UNESCO, ISCED 1997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Paris: UN, 2006.
․ Ward, M., The Measurement of Capital; The methodology of capital stock estimat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1976.
․ Wei, Hui, “Measuring the Stock of Humna Capital for Austrailia,” Working Paper No.
1351.0.55.00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
․ Weisbrod, Burton A., “The Valuation of Human Capit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9,
No. 5, 1961.
․ World Bank,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Washington D. C.: World Bank, 2006.
․ ————, 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ew Millennium,
Washington D. C.: World Bank, 2011.

2nd 2018

49

<부록>
우리나라 인적자본량 추정 결과 (경상금액 기준)
(단위: 십억원)

비용접근법
교육비

50

직업
교육
훈련비 기회비용

평생소득접근법
합계

중등이하

고등 및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

합계

2003

474,396 113,669 388,401

2004

508,055 121,339 415,449 1,044,843 2,247,547 7,970,700 4,577,382 14,795,629

2005

544,689 129,279 444,309 1,118,277 2,335,061 8,358,933 5,037,111 15,731,104

2006

585,179 137,515 472,089 1,194,783 2,475,704 9,005,863 5,697,556 17,179,124

2007

628,364 146,528 504,955 1,279,846 2,551,459 9,321,789 5,819,526 17,692,774

2008

677,798 156,016 539,211 1,373,025 2,680,756 9,813,304 6,217,878 18,711,938

2009

728,390 165,727 572,207 1,466,324 2,619,349 9,547,460 6,221,945 18,388,754

2010

774,976 176,718 607,824 1,559,518 2,624,129 9,743,106 6,521,814 18,889,048

2011

826,317 188,171 650,269 1,664,757 2,692,940 10,311,127 6,963,379 19,967,446

2012

878,708 199,697 691,638 1,770,043 2,695,972 10,682,865 7,274,457 20,653,294

2013

931,801 211,408 729,879 1,873,088 2,701,859 11,238,978 7,804,768 21,745,605

2014

984,850 223,367 769,594 1,977,811 2,601,526 11,541,141 8,330,457 22,473,123

2015

1,036,269 235,906 806,381 2,078,556 2,498,913 11,265,036 8,760,424 22,52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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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466 2,168,623 7,482,577 4,164,195 13,815,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