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에 대한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 OECD 국민계정 관련 실무그룹(WPNA) 회의 (2018.11, 파리) 결과 1)
＊

이관교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체계 하에서 암호화폐의
등장, 웰빙 등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및 공유 경제의 확산 등과 같은 국민경제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
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OECD는 회원국 및 여
타 국제기구(UN, IMF, UNECE 등)와 함께 국민계정 관련 실무그룹(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WPNA) 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그간의 논의 및 주요 국가들의 사
례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 자료는 2018년에 개최된 OECD WPNA 회의 등에서 이루어진 국민계정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국민계정상 분류기준, 서비스의 새
로운 가격/물량 측정방법, 국민계정체계와 웰빙(Well-being)간의 조화, 마이크로 데이
터의 국민계정체계로의 편입, 인적자본 측정을 위한 최근 활동, OECD 회원국의 분
기 경제성장률 수정(Revision) 이력, 디지털경제의 측정, 국민계정에서의 “데이터” 개
념 등과 같은 이슈가 최근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한국은행은 한국의 국민계정 편
제기관으로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논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Ⅰ. 배경
Ⅱ. 주요 논의내용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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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체계 하에서 암호화폐의 등장,
웰빙 등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및 공유 경제의 확산 등과 같은 국민경제를 둘러싼 여
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OECD는 회원국 및 여타 국제기구(UN, IMF,
UNECE 등)와 함께 매년 개최되는 국민계정 관련 실무그룹(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WPNA) 회의 등1)을 통해 그간의 논의 및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서로간에 공유하
는 기회를 가졌다.

1) 국민계정 관련 실무그룹(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WPNA) 회의는 OECD 사무국 주관으로 금융통
계 관련 실무그룹(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 회의,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합동회의(WPFS & WPNA
Joint Meeting), 디지털경제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sed economy) 회의와 함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1월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동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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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논의내용

2018년에 개최된 OECD WPNA 회의 등2)에서는 암호화폐의 국민계정상 분류기준, 서비
스의 새로운 가격/물량 측정방법, 국민계정체계와 웰빙(Well-being)간의 조화, 마이크로 데이
터의 국민계정체계로의 편입, 인적자본 측정을 위한 최근 활동, OECD 회원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Revision) 이력, 디지털경제의 측정, 국민계정에서의 “데이터” 개념 등과 같은
이슈가 논의되었다.

1. 암호화폐3)의 국민계정상 분류기준
현재 OECD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암호화
폐가 금융자산인지 또는 비금융자산인지, 비금융자산이라면 생산자산인지 또는 비생산자산
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암호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
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생산자산 또는 비생산자
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현재까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암호화폐에 대응되는 부채가 있는 경우4) 현금과
마찬가지로 통화(Currency)로 기록하며 중앙은행의 부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응되는 부채가 없고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금과 같이 통화5) 및
예금의 하위항목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여타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화
폐에 대응되는 부채가 없어 암호화폐의 채무 디폴트 및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사
회적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응되는 부채가 없고 비금융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생산자산으
로 인식하거나 또는 비생산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데 소프트
웨어 개발이 필요하고 채굴과정에 지적재산권 및 컴퓨터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2) 본 자료는 OECD WPNA 회의뿐만 아니라 WPFS 회의,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합동회의, 디지털경제 자문그
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3)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란 강력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보호(Secure)하고, 추가 발행을 제한
(Control)하며, 가치의 이전을 확인(Verify)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4)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거나 승인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5) 현재 암호화폐는 보편적 교환가치 부재, 높은 변동성, 낮은 유동성 등으로 전통적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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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생산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이미 존재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서비스는 생산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생산자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OECD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실제 통계를 편제하는 경우 거래의 익명
성 등으로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서비스의 새로운 가격/물량 측정방법
유로통계청(Eurostat)이 주도하고 유로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서비스 가격/물량 측정
TF’(Task Force on Price and Volume Measures for Service Activities)는 다음과 같이 건설업, 비
시장 교육서비스, 비시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새로운 가격/물량 측정 움직임을 소
개하였다.
우선 건설업의 산출액 디플레이터 측정을 위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기존의 비용접근
법6) 대신 주거용건물의 경우 Hedonic Model7) 등을 이용하여 직접 산출액 디플레이터를 추
정하였으며, 영국은 건설업체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잉여를 상승(Mark-up)시킴으로써 명
목 산출액 및 산출액 디플레이터를 조정하였다.
또한 비시장 교육서비스의 산출액 디플레이터 측정을 위해 스웨덴, 영국은 학생 성적과
같은 품질을 반영한 가격 및 물량 지수를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시장 의료서비스의 경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의료성과를 품질
로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중 덴마크8)는 의료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
술/입원중 사망(입원 및 외래 환자 대상), 30일 이내 재입원 여부(입원 환자 대상)를 의료서
비스의 품질로 인식하여 이를 반영한 의료서비스의 실질 산출액을 시산하였다. 시산 결과
덴마크의 의료서비스 품질은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에게 있어서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반영한 덴마크의 비시장 의료서비스 실질 산출액은
기존의 의료서비스 산출액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 건설업의 산출액을 구성하는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각각의 디플레이터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액 디플레이터
를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동 방법으로 건설업의 산출액 디플레이터를 계산하고 있다.
7)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상승분 일부를 가격 상승이 아닌 품질 개선으로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세(소득의 약 8%)를 재원으로 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
써 98%의 의료서비스가 공공으로 제공(GDP의 약 5%)되어 전산을 이용한 일괄적인 자료 입수, 처리 및 분
석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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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덴마크 의료서비스
실질 산출액(입원환자)

<그림 2>

(증가율 차이)

<그림 3>

덴마크 의료서비스
실질 산출액(외래환자)

<그림 4>

(증가율 차이)

3. 국민계정체계와 웰빙(Well-being)간의 조화
OECD는 국민계정 통계는 주관적 웰빙이 아닌 객관적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
용 가능하며, 현재의 국민계정체계 하에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이 가계관련 지표에 보다 관심을 가지거나, 무보수 가계생산을 고려하거나, 환경경제
계정(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을 보다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 대
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웰빙과 관련된 가계관련 지표로는 가계 처분가능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HDI), 가계 웰빙 대쉬보드(Dash Board)가 있을 수 있다. 가계 웰빙 대쉬보드란 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순자산, 고용상황,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
를 의미한다. 또한 무보수 가계생산은 대체비용접근법9)(Replacement Cost Approach)과 기회
9) 가계생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가계생산의 시장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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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접근법10)(Opportunity Cost Approach)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캐나다, 영국, 미국의 경우
무보수 가계생산을 반영할 경우 이를 포함한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변동폭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제계정(SEEA)을 활용함으로써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자원의
이용과 국민경제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로는 감모11)
를 조정한 GDP(Depletion adjusted GDP)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국민계정과
연계된 환경계정(Environmental Accounts)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경제활동
(Activities) 또는 수입(Imports)의 관련 세율을 높이거나, 고탄소 운송수단을 저탄소 운송수단
으로 대체할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소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정책과 조화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계정과 연
계된 환경계정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공식 경제성장률과 무보수 가계생산을 반영한
경제성장률간 차이(캐나다, 영국, 미국)

<표 1>

Period
Canada

81-86 86-92 92-98 98-05

05-10 10-15

81-15

Official

2.39

1.60

4.93

3.31

1.14

2.24

2.39

Replacement

2.26

1.54

4.57

3.04

1.35

2.02

2.25

Opportunity

1.98

1.34

3.90

2.51

1.57

1.58

1.96

Period

95-00 00-05 05-14

United Official
Kingdom Replacement
Opportunity
Period
United Official
States Replacement
Opportunity

75-85 85-98
3.50

3.26

95-14

3.32

2.76

1.08

2.10

3.38

1.92

1.03

1.88

3.60

0.97

0.99

1.66

98-03 03-08 08-10 10-14 14-16 75-16
2.86

2.25

-0.16

2.02

2.17

2.80

3.02

2.96

2.36

1.85

-0.05

1.66

2.32

2.46

2.60

2.70

1.85

1.47

0.07

1.33

2.46

2.15

10) 가계생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무보수 가계생산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손실분을 반영한다.
11) 감모(Depletion)는 비생산자산(자연자원 등)을 사용(생산활동에 원자재로 사용)함으로써 동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부분을 의미하며, 감가상각(Depreciation)은 생산자산을 사용(생산활동에 자본으로 사용)하거나 보유
(시간의 흐른 데 따른 노후화)함으로써 동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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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크로 데이터의 국민계정체계로의 편입
영국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거시경제통계인 국민계정체계로 편입하여 소득분위별 가계의
소득, 소비를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편제하는 작업의 진척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가계의 소득, 소비 하위부문별로 마이크로 데이터의 국민계정 커버리지 비율을 계산한
후, 동 커버리지의 비율이 높고 체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조정계수(Adjustment Factor)를
적용하여 국민계정체계 하에서 가계의 분위별 소득 및 소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현재 마
이크로 데이터의 국민계정 커버리지 비율은 소득의 경우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은 낮으
나 임금, 세금 등은 높은 편이며 소비의 경우 술·담배는 매우 낮으나 통신, 가구 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국은 국민계정 커버리지 비율이 낮고, 많은 전문가들이 마이크로 데이터의 문제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재산소득 등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행정자료 등을 활용
하여 자본소득(Investment Income), 연금 현재가치(Pension Accruals) 등의 자료를 확보할 계획
임을 밝혔다.

<그림 5>

마이크로 데이터의 국민계정 커버리지 비율(영국)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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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자본 측정을 위한 최근 활동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Stock) 측정12)을 위해 Eurostat,
UN, UNESCO 등 국제기구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함께 활동중인 SAET(Satellite
Accou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 TF의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SAET의 하위부문은 크게 1) 정규 교육 ․ 훈련(Teaching, Administrative and Other Activities in
Formal Education /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2) 비정규 교육·훈련(Non-formal (Cultural,
Recreational and Sport)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3) 도제훈련(In-house Training by
Employers), 4) 교육 ․ 훈련 관련상품(Education and Training Associated Product)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SAET에서 1) 급여를 지급받지 않거나 매우 저렴한 급여를 받는 견습생(Apprenticeship)
은 인적자본에 포함되나 인턴(Internship)은 제외되고, 2) 군사훈련(Military Training)도 포함되
고, 3) E-learning은 비시장생산자에 의한 무료공급의 경우 측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개념
적으로는 포함될 것이다.

6. OECD 회원국의 분기 경제성장률 수정(Revision) 이력
OECD가 2008 SNA를 이행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기성장률의 수정(Revision) 이
력을 조사한 결과 Mean Revision13)은 대부분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소폭(0.05 내외) 상향 조
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터키는 평균보다 큰 폭(0.1 이
상) 상향 조정되었다. Mean Absolute Revision14)은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
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이 매우 작았으나(0.5 이하), 아일랜
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터키는 매우 컸다.(1.0 이상) 한편 지출항목 수정 이력의 주요 특
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1) 민간소비의 수정이 가장 작았고, 2) 정부소비 및 수출입
은 상향 수정되고, 3) 총고정자본형성은 수정 폭이 가장 크고 상향 수정되는 모습을 나타
내었다.

12) 현재 ‘인적자본’의 개념은 국민계정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은 SAET(Satellite
Accou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 SAHC(Satellite Accounts on Human Capital)와 같은 위성계정으로 ‘인적자
본’의 개념과 국민계정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13) Mean revision : 
       
  



 
14) Mean absolute re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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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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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분기 전기대비 GDP성장률의 Mean Revision

OECD 회원국의 분기 전기대비 GDP성장률의 Mean Absolut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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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경제의 측정
OECD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공급 및 사용 채널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부문분류15), 측
정방법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을 제
외한 대부분 국가들에게 있어 핵심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해외기업(주로 미국기업)인 이유
등으로 통계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근
의 혁신적인 기초자료 수집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서베이가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6) 또한 OECD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경제구조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재 OECD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공급사용
표17)(Supply Use Table, SUT)를 소개하였다. OECD는 디지털경제의 대표적인 실례인 UBER
를 이용한 거래를 디지털 공급사용표에서 기록하는 옵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기
록의 편의, 제공서비스의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옵션2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전통적인 호텔/항공사가 모든 예약 및 거래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경우 디지털 산업에 속하는지 등과 같은, 향후 특정 상품/산업을 디지털 상품/산업
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있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옵션

처리방법

1

UBER가 운전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승객이 이를 구매

2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운전자는 UBER에 중개수수료를 중간소비로 지불

3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운전자는 UBER에 중개수수료를 중간소비, 디지털
마진으로 지불

4

승객이 운전자와 UBER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운전자가 UBER에 중개수수료를 중간소
비로 지불

15) 한편 미국의 국민계정 편제기관인 BEA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부문분류를 제안하였다.
- E-commerce(Amazon), Resource-sharing Platform(Booking.com), E-financial Service(Ant Financial), Social Network
Service(Likedin), Auction/Matching(eBay), Competitive Crowdsourcing(Topcoder), Non-competitive Crowdsourcing
(Waze), Web Search(Google Search)
16) 캐나다는 가계 서베이를 통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서베이 결과 캐나다 성인중 28%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중고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5개의 신규 상품(Digital Goods, Digital Services(except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digital
intermediary service products), Digital Intermediary Service Products, Cloud Computing Services, Free Digital
Services)과 10개의 전통 상품(숙박업, 음식업, 육상운송업, 관광업, 광고 및 시장조사업, 교육서비스업, 영상
제작업, 금융보험업, 도박업, 소매업)을 포함하고, 6개의 디지털 산업(Digitally Enabling Industries, Digital
Intermediary Platforms, Firms Dependent on Intermediary Platforms, E-sellers, Digital Only Firms Providing
Finance, Other Digital Businesses)을 신규로 포함한, 기존 공급사용표의 확대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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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계정에서의 “데이터” 개념
캐나다는 최근 데이터 수집방법의 변화, 경제에 미치는 데이터의 영향력 확대18) 등을 고
려하여 현재 2008 SNA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대한 개념 및 특징이 변경되거
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2008 SNA에서 경제적 자산으
로 처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향후에는 “유용한 정보(Information Used to Devise
New Application)”로 확대 및 개편하는 등 국민계정상 데이터와 관련된 개념 및 특징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하는 작업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08 SNA에서의 데이터 관련내용

향후 변경내용(캐나다 주장)

·국민계정에서 인식하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국민계정에서 인식하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데이터
- 유용한 정보(Information used to devise
- Databases
new applications)
·종류(Types)
- product, customer, employee lists
- financial transactions

·종류(Types)
- product, customer, employee lists
- financial transactions
- physical measures, equipment monitoring,
behavioral information

·Software/Hardware
·Software/Hardware
- used to store collected information in a
- used to collect and store information in a
digital form
digital form and then automatically use
the information to perform a function
·Uses
·Uses
- retrieval of information, business intelligence,
- retrieval of information, business intelligence,
reports,
efficiency
analysis,
assess
reports, efficiency analysis, assess financial
financial performance
performance
- prediction, direct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Origin / User
·Origin / User
- mainly internal
- internal and external
- collection was manual or involved some
- collection is automatic and does not
form of manual intervention
require manual intervention
- relatively small amounts of information
- massive amount of information collected
collected at discrete intervals

18)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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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국민계정 편제기관은 국민계정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국민계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이 국제기준 제정 및 변경으로 결실을 맺는 데 있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
제기관으로서 한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논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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