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물가지수 작성에 대한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1)
＊

김선임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산업이 등장하면서 이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통계지표 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UN 산하 서비스통계 전문
가그룹인 Voorburg Group도 2018년 회의를 통해 디지털경제에서의 물가지수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각 국의 물가지수 작성 및 품질조정 사례
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자료는 2018년 Voorburg Group 회의의 주요 의제인 디지털경제에서 새롭게 등
장한 서비스의 통계지표 반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물가지수 작성에 대한
최근 국제적인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경제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작은데다 명확한 작
성기준이 없고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물가지수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중인 국가는
드문 상황이나 향후 디지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물가지수 반영논의가 진전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행도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다.

Ⅰ. 배경

Ⅲ. 맺음말

Ⅱ.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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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산업이 등장하고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경제지표 작성의 필요성이 커지
고 있다. IMF1)는 디지털경제를 포괄할 수 있는 산업 분류기준을 개발하고 빅데이터와 같
이 새로운 유형의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디지털거래 관련 통계 작성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지수 작성시 ICT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신규 디지털 상품이 물가지수 품목범주에 적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통계작성 논의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
운데 UN 산하 서비스통계 전문가그룹인 Voorburg Group2)도 2017년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e-commerce)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 측정사례를 논의하였고 향후 논의대상을 여타 산업분
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금번 2018년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하 물가지수 작성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실제 각 국의 물가지수 작성 및 품질조정3) 사례
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본 자료는 2018년 Voorburg Group 회의의 주요 의제인 디지털경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
비스의 통계지표 반영에 관한 논의내용과 함께 실제 물가지수 작성 및 품질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초통계
자료의 적시 입수와 정확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주요 기업들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IMF(2018)
2) 서비스경제의 개념 및 분류체계 연구, 서비스 산출액(turnover) 및 물가지수(SPPI) 측정방법 개발 등에 대한 논
의를 목적으로 하며 1987년 네덜란드 Voorburg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3)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성능이 좋아지거나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이는 물가상승이 아
닌 경제의 질적인 성장으로 봐야하므로 물가통계 작성기관은 순수한 가격변동(pure price change), 즉 동일한
제품 또는 품질하에서의 가격변동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한 작업을 품질조정(quality
adjustment)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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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논의 내용

1.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통계지표 작성
디지털경제에서의 통계작성에 대한 세부이슈를 논의하기에 앞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개
념과 논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OECD의 디지털경제 측정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zed
Economy)은 디지털경제를 정의함에 있어 디지털 재화 또는 생산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디지털경제 전반을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거래 방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4) 디지털거래(digital transaction)란 재화와 서비스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디지털방
식으로 주문되거나(digitally ordered) 온라인중개플랫폼으로 거래되고(platform-enabled)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같이 디지털방식으로 전송되는 거래(digitally delivered) 등을 의
미한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과 숙박서비스는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속하지 않지만 온라
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디지털경제의 범주에 해당한다.
Voorburg Group은 OECD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기초로 디지털경제 관련 서비스 분류체
계, 산출액 및 물가지수 측정에 관한 논의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비디지털서비스(eg. Airbnb를 통한 숙박)
②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비디지털서비스(eg. 자사 웹사이트를 통한 숙박)
③ 온라인 상품 판매(eg. Amazon)
④ ICT 서비스 부문(eg. 소프트웨어공급, 웹포탈, 클라우드컴퓨팅)
⑤ 디지털방식으로 전송되는 유 ․ 무료 컨텐츠 및 미디어(eg. Netflix, Wikipedia)
이 중에는 과거부터 제공되어온 서비스로 현재 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공유경제의 영역에 해당하거나 무료제공 등으로 산출액과 가격 측정이 어
려운 서비스도 있다. 따라서 개별 주제에서의 세부 과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공통적
으로 제기되는 서비스물가의 분류, 산출액, 물가지수 작성에 대한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4) Ribarsk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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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통계분류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Classifications)은 산업유형별로 작성된 국제표
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디지털경제도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속한 산업유형을 기준으로 ISIC내에 포함･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5)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산출액과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은 달라지겠으나 산업분류는 그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공급서비스｣(ISIC5820)로 동일
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경로와 방식이 다양해졌음에도 해당 서비스가 속한 산업을 기초
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명확한 결론을 갖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산출액 측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다. 우선 정확한 국내모집단
추계를 위해 디지털플랫폼 운영자의 국외소재여부를 파악하고 품목단위별 물가지수의 내
부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온 ․ 오프라인 산출액을 별도로 집계하는 한편 결합형서비스의
산출액 추계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래유형이 다양해지고 추계대상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과거보다 정확하고 방대한 자료 입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법률상 제약으로 필요
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업자등록이 안된 개인이 제공하는 공유경제서비
스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지수 작성과 관련하여 신상품의 적시 반영과 정교한 품질조정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상품과 서비스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주력제품 대
체가 활발해지고 신상품 등장주기가 단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물가지수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신제품 반영시 지수가 과대 측정되지
않도록 품질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간 Voorburg Group 연례 회의를 통해 상기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으나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진전 속도가 다른데다 작성 사례가 많지 않아 해결방안
을 도출하기보다는 향후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OECD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Voorburg
Group은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물가지수 작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국의 사례를 공
유하고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5) 2017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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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처리 및 호스팅서비스 지수 작성사례
디지털경제 영역의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정보처리 및 호스팅서비스｣(ISIC6311)는 웹호스
팅, 스트리밍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공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총칭하며 당행은 해당
산업에 대해 ｢정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산업 특성
상 기술진보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등장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중인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미국 BLS는 최근 IT서비스 분야에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6) 서비스를 ｢Hosting, ASP7) and other IT infrastructure provisioning services｣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제공기업은 이용자 수, 서비스품질수준 등을 바탕으로 개
별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고 고객이 실제 이용한 시간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요금 구조가 기업들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BLS의 물가지수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기업들로부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평균적인 서비스 내역(a
representative bill)과 월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는다. 다음으로 각 서비스별로 기업이 벌어들
인 총 영업이익을 총 서비스 제공량으로 나누어 서비스별 평균요금을 계산한다. 마지막으
로 앞서 얻은 서비스 제공내역과 평균요금을 이용하여 당월 가격을 산출하고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가격조사표 작성 예시

6) 이용자들이 IT자원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다양한 네트워크, 서버, 저장소, 어플리케이션 등이 총체적
으로 집결된 리소스에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7)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로 인터넷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을 임대 ․ 관리해주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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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ing, ASP and other IT infrastructure provisioning services｣ 지수 추이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물가지수는 제품의 순수한 가격변동분만 포착해야하기 때문에 정보서비스 분야와 같이
품질 개선속도가 빠른 산업에서의 품질조정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BLS는 해당 물가지수
의 품질조정을 목적으로 미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램(RAM), 저장용량, 운영체계(OS), SSD, vCPU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헤도닉 기법을 개발
중이다.
일본은행도 서비스 가격변동분에서 품질변화분을 제외하기 위해 개별 품목의 특성에 맞
춰 다양한 방식으로 품질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제공서비스｣의 경우 조사대
상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품질향상에 투자된 비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을 조사한 뒤 비용평가법(cost estimation method)8)으로 품질을 조정하
여 지수를 작성한다. ｢웹포탈 서비스｣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하는 요
금을 조사하는데 요금은 보통 웹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금
액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업체의 매출액이 늘어나면 수수료 증가로 물가지수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방문객 유인을 위해 웹사이트를 리뉴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리뉴얼, 즉 웹사이트의 품질향상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효과가
배제되지 않으면 물가지수가 과대 측정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의 품질과 방문자수가 비

8)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향상에 소요된 생산비용을 품질변화분으로 산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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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한다는 가정하에 품질조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품질조정된 물가지수는 조정전 지수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플리케이션 제공서비스의 품질조정

｢웹포탈 서비스｣ 지수 품질조정 전 ․ 후

자료 : Bank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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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각화 대기업(Large and complex enterprises)에 대한
자료수집 방안
앞의 사례와 같이 정교한 물가지수 품질조정이 가능하려면 기업들로부터 매출액, 투자비
용, 이용자수 등 다소 민감한 자료들을 제출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계작성목
적의 자료입수권한 강화는 물론 자료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특히 소수
대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동함에 따라 이들 기
업의 경영방식과 가격결정이 물가지수를 비롯한 주요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통계청은 2006년부터 기초통계자료의 적시확보와 품질유지를 위해 주요 조사대상
기업들을 관리하는 EPM(Enterprises Portfolio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기
업들은 활동 산업범위, 매출액, 고용규모, 자회사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현재 총
300여개의 기업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년마다 재선정 및 신규기업 추가여부를
점검한다. 10명의 매니저는 각자 전담하는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
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응답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초자료의 원활한 입수에 주력한
다. 이와 더불어 9명의 분석전문가들은 통계 품질유지를 위해 입수된 자료의 정합성을 점
검한다. 그 결과 기한내 자료입수율이 95%에 이르고 통계품질이 개선되는 한편 자료수집
창구의 일원화로 기업들의 응답부담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 입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경영환
경변화 및 신산업진출 동향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이탈리아통계청은 140여개의 주요그
룹사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인 LCU(Large Case Unit)를 설치하여 이들 기업과 관련된 국내외
뉴스, 웹서핑, 행정자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검토하고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기관내에 공유하여 통계작성에 참고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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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금번 회의에서는 공유경제의 확산 및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
를 물가지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신상품 등장주
기가 단축되고 상품 및 서비스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물가지수의 품질조정과 기초통계
자료 입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도 주된 관심사항이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경제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작은데다 명확한 작성기
준이 없고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물가지수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중인 국가는 드문 상황
이다. 다만 향후 디지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물가지수 반영논의가 보다 구체적으
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행도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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