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Information on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은 IMF의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따라 국민소득, 기업경기조사, 생산자
물가, 중앙은행계정, 은행계정, 이자율,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 외환보유액, 외채통계
등의 사전공표일정 및 통계자료를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ecos.bok.or.kr)에 수록
하고 있습니다.”
“Advance release calendars and the data for various statistical series - National accounts,
Business survey index, Producer prices, Analytical accounts of the central bank, Analytical
accounts of the banking sector, Interest rates, Balance of payment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nternational reserves, Gross external debt position, and etc. - that meet the SDDS
requirements of the IMF are posted on the Bank of Korea's Internet site (http:// 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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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계정, 국제수지, 생산자물가 등)의 발표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공표 이전에는
통계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범위, 조사방법, 가중치 등 통계작성 방법은 가
능한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나은 통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경제통계 안내센터(☎02-759-4400)를 설치, 통
계관련 제반 문의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신규통계의 개발, 공표
시기의 단축, 통계자료 제공방법의 확충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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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시스템(ECOS) 수록 통계
No
1

통계명칭

내

통화 및 유동성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본원통화

본원통화 구성내역(말잔)

M2(광의통화)

본원통화 구성내역(평잔)
M2 상품별구성내역(말잔)

용

M2 상품별구성내역(평잔)
M2 기관별구성내역(말잔)
M2 기관별구성내역(평잔)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종합표, 말잔)
Lf(금융기관 유동성) 관련통계

중앙은행 개관표(말잔)
기타예금취급기관 개관표(말잔)
Lf 상품별 구성내역(말잔)
Lf 상품별 구성내역(평잔)
Lf 기관별 구성내역(말잔)
Lf 기관별 구성내역(평잔)

2

3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한국은행 주요계정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화폐발행액

화폐발행액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한국은행 대출금(말잔)

한국은행 대출금(말잔)

본원통화 부분별 공급내역(말잔)
예금/대출금/기타금융

본원통화 부분별 공급내역(말잔)

예금은행 수신

예금은행 종별예금(말잔)
예금은행 종별예금(평잔)
예금은행 예금주별예금(말잔)
예금은행 기간별정기예금(말잔)
예금은행 총수신(말잔)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산업별 대출금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예금은행지역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비은행금융기관 수신(말잔)
비은행금융기관 수신(평잔)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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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지역별 여수신

내

용

예금은행 수신 및 여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및 여신
생명보험회사 수신 및 여신

가계신용

가계신용(분기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월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월별)

기타금융통계

예금은행 예금회전율
금융기관 점포 및 인원현황
은행대출금 연체율
보험계약실적
예금규모별 계좌 및 금액

4

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일별)
시장금리(월, 분기, 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
대출금리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금리연동대출 비중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금리연동대출 비중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5

지급결제
어음교환 및 부도

어음교환 및 부도

한은금융망
지로시스템

한은금융망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은행공동망

BIS기준통계

결제시스템별 통계

전자금융통계

인터넷뱅킹

지역별 부도율

지급수단별 통계
전자어음
전자화폐
회계시스템 통계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오전/오후 차액결제표
일일지급결제동향

신용카드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신용카드

6

증권/재정
증시자금조달상황

증시자금조달상황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주식시장(일별)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투자자별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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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내

용

증시주변자금동향
소유자별 주식소유현황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코스닥거래

채권거래

채권거래

주요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
재정

주요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
통합재정수지
조세징수액 및 조세부담률

7

물가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05=100)
생산자물가지수(특수분류)(2005=100)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2005=100)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1910~1964)(2005=100)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
수출물가지수(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품목별)

수입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
수입물가지수(특수분류)
수입물가지수(품목별)
수입물가지수(용도별)

기타가격지수

농가판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가변동률

8

국제수지/무역/외환
국제수지

국제수지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경상수지 S.A.)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지역별 국제수지

지역별 경상수지
지역별 자본·금융계정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

무역지수/교역조건

수입
수출단가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단가지수
수입물량지수
교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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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외환보유액
국제투자대조표(IIP)

내

용

외환보유액
국제투자대조표(IIP)
지역별국제투자대조표
통화별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무/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순대외채권

환율

일일환율
평균환율, 기말환율

해외투자/차관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차관도입 및 상환

9

기업경기 및 소비자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 전기간)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기업경기실사지수(지역)
기업경기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2008.7)
기업경기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2008.7~)
중소기업건강도지수(중소기업중앙회, ~2010.1)
중소기업건강도지수(중소기업중앙회, 2010.2~)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전국)(분기)(1995년 3분기~2008년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전국)(월)(2008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기대인플레이션율)(전국)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지역)(월)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통계청)

10

국민계정
주요지표

연간지표(2005년 기준, 1970년 이후)
분기지표(2005년 기준, 1970년 이후)
1969년 이전 연간지표(1975년 기준)

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명목, 연간)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
자본거래(명목, 연간)
국외거래(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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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부속표

내

용

경제활동별 GDP 및 GNI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명목, 연간)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연간)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주체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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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래(명목, 연간)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정보통신산업(실질)

11

자금순환
1993 SNA기준

금융거래표(2003~)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2~)

1968 SNA기준(1975~2005)

금융거래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1968 SNA기준(1969~1974, 연간)

금융거래표(1970~1974)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9~1974)

1953 SNA기준(1962~1970, 연간)

금융거래표(1963~1970)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2~1970)

12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지표

기업경영분석지표(2007~)
기업경영분석지표(~2007)

성장성에관한지표

성장성에관한지표(2007~)
성장성에관한지표(1998~2007)
성장성에관한지표(1990~1997)

손익의관계비율

손익의관계비율(2007~)
손익의관계비율(1998~2007)
손익의관계비율(199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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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자산·자본의관계비율

내
자산·자본의관계비율(2007~)

용

자산·자본의관계비율(1998~2007)
자산·자본의회전율

자산·자본의관계비율(1990~1997)
자산·자본의회전율(2007~)
자산·자본의회전율(1998~2007)

생산성에관한지표

자산·자본의회전율(1990~1997)
생산성에관한지표(2007~)
생산성에관한지표(2002~2007)
생산성에관한지표(1998~2006)
생산성에관한지표(1990~1997)

부가가치의구성

부가가치의구성(2007~)
부가가치의구성(2002~2007)
부가가치의구성(1998~2006)
부가가치의구성(1990~1997)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2008~)
대차대조표(2000~2007)
대차대조표(1999)
대차대조표(1997~1998)
대차대조표(1990~1996)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2008~)
손익계산서(2000~2007)
손익계산서(1999)
손익계산서(1997~1998)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1990~1996)
제조원가명세서(2008~)
제조원가명세서(2000~200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1990~199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0~200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1990~1999)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2008~)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

현금흐름표(1995~2007)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08~)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1995~2007)

현금흐름비율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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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비율(2008~)
현금흐름비율(1995~2007)

산업연관표
대출행태서베이
대출태도

대출태도

신용위험

신용위험

대출수요

대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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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

통계명칭

내

용

산업 및 고용
산업일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6)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설비투자지수
경기종합지수

농림어업 및 광업

농업생산지수
임업생산지수
어획량
농어가인구 및 가구수
경지면적
농어가 자산 및 부채
주요 광산물 생산량

제조업

특수분류별 제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중소제조업생산지수
기계수주액
주요공산품생산량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부문별 전력사용량
발전전력량
에너지소비량
석유제품수급
국내건설수주액
건축허가
건축착공실적
건설기성액
주택건설실적 및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수
중간재 내수출하지수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지수
여객수송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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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고용, 임금, 가계

내

용

경제활동인구(구분류, ~2008)
경제활동인구(신분류, 2004~)
고용보험가입현황
농가가계수지(~2008)
농가가계수지(2009~)
실업급여수급실적
광공업평균 상용임금총액 및 상용근로일수
직종별평균임금(~2008)
직종별평균임금(2009~)
노동생산성지수
단위노동비용지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구분류, ~2008)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2003~)
산업별 임금총액(기간평균)

16

거시경제분석 지표

17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중앙은행할인율
주요국제금리
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상품가격
무역(수출)
무역(수입)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산업생산지수(계절변동조정)
실업률(계절변동조정)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1인당GNI
국내총투자율
총저축률
국내총생산(PPP적용)
PPP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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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남북한 주요지표비교(총량)
남북한 주요지표비교(남한/북한 배율)

북한GDP 관련통계

북한GDP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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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4분기 통계공표일정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공표일

시각

2011. 4. 8

06:00

대상통계
2011.3월 생산자물가지수

2011. 4. 11

12:00

2011.2월 통화 및 유동성

2011. 4. 14

12:00

2010년 상장기업 경영분석

2011. 4. 15

06:00

2011.3월 수출입물가지수

2011. 4. 15

12:00

2011.2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1. 4. 21

12:00

2010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2011. 4. 26

06:00

2011.4월 소비자동향조사

2011. 4. 27

06:00

2011.4월 기업경기조사

2011. 4. 28

08:00

2011.3월 국제수지

2011. 4. 29

12:00

2011.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N L T 2 81 )

╶

201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11. 4월중

╶

2009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11. 5. 11

06:00

2011.4월 생산자물가지수

2011. 5. 12

12:00

2011.3월 통화 및 유동성

2011. 5. 16

06:00

2011.4월 수출입물가지수

2011. 5. 16

12:00

2011.1/4분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1. 5. 24

12:00

2011.3월 국제투자대조표(대외채권·채무통계)

2011. 5. 25

12:00

2011.1/4분기 가계신용

2011. 5. 26

06:00

2011.5월 소비자동향조사

2011. 5. 27

08:00

2011.4월 국제수지

2011. 5. 30

12:00

2011.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1. 5. 31

06:00

2011.5월 기업경기조사

2011. 6. 8

08:00

2011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1. 6. 9

12:00

2011.4월 통화 및 유동성

2011. 6. 10

06:00

2011.5월 생산자물가지수

2011. 6. 14

12:00

2010년중 지역별·국가별 경상수지

2011. 6. 15

06:00

2011.5월 수출입물가지수

2011. 6. 15

12:00

2011.1/4분기 자금순환표

2011. 6. 16

12:00

2011.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1. 6. 21

12:00

2011.1/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2011. 6. 24

06:00

2011.6월 소비자동향조사

2011. 6. 28

08:00

2011.5월 국제수지

2011. 6. 29

12:00

2011.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1. 6. 30

06:00

2011.6월 기업경기조사

2011. 6월중

╶

2009년 고용표 작성결과

1) ‘NLT(No Later Than)28’은 통계작성 대상 기간 종료 후 28일까지 발표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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