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Information on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경제통계시스템(ECOS) 수록 통계
No
1

통계명칭

내

용

통화 및 유동성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주요 통화금융지표

본원통화

본원통화 구성내역(말잔)
본원통화 구성내역(평잔)

M2(광의통화)

M2 상품별구성내역(말잔)
M2 상품별구성내역(평잔)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말잔)
M2 경제주체별 보유현황(평잔)
M2 기관별구성내역(말잔)
M2 기관별구성내역(평잔)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종합표, 말잔)

중앙은행 개관표(말잔)

Lf(금융기관 유동성) 관련통계

Lf 상품별 구성내역(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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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계절조정계열)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원계열)

2

3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화폐발행잔액

화폐발행잔액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평잔, 신, 2008.2월 상반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말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말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예금/대출금/기타금융
예금은행 수신

예금은행 종별예금(말잔)
예금은행 종별예금(평잔)
예금은행 예금주별예금(말잔)
예금은행 기간별 정기예금(말잔)
예금은행 총수신(말잔)
예금은행 총수신(평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말잔)

산업별 대출금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비은행금융기관 수신(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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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지역별 여수신

가계신용

기타금융통계

4

내
용
비은행금융기관 수신(평잔)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말잔)
예금은행 수신 및 여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 및 여신
생명보험회사 수신 및 여신
가계신용(분기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월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월별)
예금은행 예금회전율
금융기관 점포 및 인원현황
은행대출금 연체율
보험계약실적
예금규모별 계좌 및 금액

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일별)
시장금리(월, 분기, 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
대출금리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 금리연동대출 비중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5

지급결제
어음교환 및 부도
한은금융망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BIS기준통계
전자금융통계

회계시스템통계

신용카드
6

58

증권/재정
증시자금 조달상황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어음교환 및 부도
지역별 부도율
한은금융망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결제시스템별 통계
지급수단별 통계
인터넷뱅킹
전자어음
전자화폐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오전/오후 차액결제표
일일지급결제동향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증시자금 조달상황
주식시장(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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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내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용

투자자별 주식거래
증시주변자금동향
소유자별 주식소유현황
주가지수선물거래

7

채권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채권거래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

재정

통합재정수지
조세징수액

물가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특수분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2010=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1910~1964)(2010=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0=100)

총산출물가지수(2010=100)

총산출물가지수(2010=100)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소비자물가지수(2010=100)(전국)
소비자물가지수(2010=100)(전국, 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2010=100)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2010=100)
수출물가지수(특수분류)(2010=100)
수출물가지수(품목별)(2010=100)

수입물가지수(2010=100)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2010=100)
수입물가지수(특수분류)(2010=100)
수입물가지수(품목별)(2010=100)
수입물가지수(용도별)(2010=100)

기타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KB)
주택전세가격지수(KB)
지역별 지가변동률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상권별 오피스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중대형매장용부동산임대가격지수

8

국제수지/외채/환율
국제수지

국제수지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경상수지 S.A.)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결제통화
수입결제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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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내

지역별 국제수지

지역별 경상수지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수출금액지수

용

지역별 자본수지·금융계정
수입
수출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수입물량지수
교역조건지수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IIP)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무/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순대외채권

환율

일일환율
평균환율, 기말환율

해외투자/차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외국인투자(신고기준)

9

기업경기 / 소비자동향 / 경제심리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 전기간)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전국)(2009.8~)
기업경기실사지수(지역)

소비자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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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

10.1 국민계정(2010년 기준)
주요지표

연간지표
분기지표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 규모

경제활동별 GDP 및 GNI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GDP 디플레이터

생산, 지출, 자본, 국외거래(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
자본거래(명목, 연간)
국외거래(명목,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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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제도부문별 생산, 소득, 자본계정

내

용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총자본형성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주체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충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및 투입,
산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계정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명목, 연간)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총저축과 총투자(계절조정, 명목, 분기)
총저축과 총투자(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정보통신산업(실질)

정보통신산업(계절조정, 실질, 분기)

국민대차대조표

자산별 자본스톡

정보통신산업(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10.2 국민계정(2005년 기준)
주요지표

연간지표(2005년 기준, 1970년 이후)

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명목, 연간)

분기지표(2005년 기준, 1970년 이후)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
자본거래(명목, 연간)
국외거래(명목,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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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제도부문별 계정

내

용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부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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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별 재화 수출입
국외거래(명목, 연간)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정보통신산업(실질)

11

자금순환
2008 SNA기준

금융거래표(2009~)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8~)

1993 SNA기준(2002~2013)

금융거래표(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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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수조사)
기업경영분석지표(2007~2010)
기업경영분석지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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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성장성에 관한 지표

내

용

성장성에관한지표(2009~,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2007~2010)
성장성에관한지표(1998~2007)
성장성에관한지표(1990~1997)

손익의 관계비율

손익의관계비율(2009~, 전수조사)
손익의관계비율(2007~2010)
손익의관계비율(1998~2007)
손익의관계비율(1990~1997)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관계비율(2009~, 전수조사)
자산·자본의관계비율(2007~2010)
자산·자본의관계비율(1998~2007)
자산·자본의관계비율(1990~1997)

자산·자본의 회전율

자산·자본의회전율(2009~, 전수조사)
자산·자본의회전율(2007~2010)
자산·자본의회전율(1998~2007)
자산·자본의회전율(1990~1997)

생산성에 관한 지표

생산성에관한지표(2009~, 전수조사)
생산성에관한지표(2007~2010)
생산성에관한지표(2002~2007)
생산성에관한지표(1998~2006)
생산성에관한지표(1990~1997)

부가가치의 구성

부가가치의구성(2009~, 전수조사)
부가가치의구성(2007~2010)
부가가치의구성(2002~2007)
부가가치의구성(1998~2006)
부가가치의구성(1990~1997)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9~,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8~2010)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0~2007)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9)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7~1998)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0~1996)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2009~, 전수조사)
손익계산서(2008~2010)
손익계산서(2000~2007)
손익계산서(1999)
손익계산서(1997~1998)
손익계산서(1990~1996)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2009~,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8~2010)
제조원가명세서(20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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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내

용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1990~199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9~, 전수조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7~201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0~200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1990~1999)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2012~)
현금흐름표(2008~2011)
현금흐름표(1995~2007)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12~)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2008~2011)
현금흐름관련 기타주요재무항목(1995~2007)

현금흐름비율

현금흐름비율(2012~)
현금흐름비율(2008~2011)
현금흐름비율(1995~2007)

기업경영분석(분기)

성장성에 관한 지표
손익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의 회전율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1분위
2분위(중위수)
3분위

13

산업연관표

14

대출행태서베이

15

대출태도

대출태도

신용위험

신용위험

대출수요

대출수요

산업 및 고용
산업일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산업 생산지수(농립어업제외)
설비투자지수
경기종합지수

농림어업

농림생산지수
어획량
농어가인구 및 가구수
경지면적
농어가 자산 및 부채

광업 및 제조업

산업별 생산·출하·재고지수
재별 제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
중소제조업생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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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광업 및 제조업

내

용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
기계수주액
품목별 광공업 생산·출하·재고·내수·수출량
제조업재고율지수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부문별 전력사용량
발전전력량
에너지소비량
석유제품수급
국내건설수주액
건축허가현황
건축물착공현황
건설기성액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및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현황

서비스업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소비재수입액
여객수송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실적

고용, 임금, 가계, 사회

경제활동인구
추계인구
고용보험가입현황
농가가계수지
실업급여수급실적
산업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총액(5인 이상)
직종별평균임금
노동생산성지수
단위노동비용지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지니계수

16

거시경제분석 지표

17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중앙은행할인율
주요국제금리
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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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주요국제통계

내

용

국제상품가격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산업생산지수(계절변동조정)
실업률(계절변동조정)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1인당 GNI
국내총투자율
총저축률
국내총생산(PPP적용)
PPP환율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남북한 주요지표비교(총량)
남북한 주요지표비교(남한/북한 배율)

북한GDP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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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통계공표일정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공표일

시각

2016.07.01(금)

08:00

2016.5월 국제수지(잠정)

대상통계

2016.07.13(수)

06:00

2016.6월 수출입물가지수

2016.07.13(수)

12:00

2016.5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6.07.13(수)

12:00

2016.5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6.07.19(화)

06:00

2016.6월 생산자물가지수

2016.07.25(월)

12:00

2016.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6.07.26(화)

08:00

2016.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16.07.26(화)

12:00

2016년 2/4분기중 결제통화별 수출입(잠정)

2016.07.27(수)

06:00

2016.7월 소비자동향조사

2016.07.28(목)

12:00

2016.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6.07.29(금)

06:00

2016.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6.08.01(월)

08:00

2016.6월 국제수지(잠정)

2016.08.04(목)

12:00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2016.08.10(수)

12:00

2016.6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6.08.12(금)

06:00

2016.7월 수출입물가지수

2016.08.19(금)

06:00

2016.7월 생산자물가지수

2016.08.23(화)

12:00

2016.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6.08.24(수)

12:00

2016년 1/4분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16.08.25(목)

12:00

2016.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016.08.26(금)

06:00

2016.8월 소비자동향조사

2016.08.26(금)

12:00

2016.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6.08.29(월)

12:00

2016.2/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2016.08.30(화)

08:00

2016.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16.08.31(수)

06:00

2016.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6.09.01(목)

08:00

2016.7월 국제수지(잠정)

2016.09.02(금)

08:00

2016.2/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6.09.08(목)

12:00

2016.7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6.09.08(목)

12:00

2016.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6.09.13(화)

06:00

2016.8월 수출입물가지수

2016.09.21(수)

06:00

2016.8월 생산자물가지수

2016.09.23(금)

12:00

2016.2/4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

2016.09.26(월)

12:00

2016.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6.09.28(수)

12:00

2016.2/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2016.09.29(목)

6:00

2016.9월 소비자동향조사

2016.09.29(목)

12:00

2016.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6.09.30(금)

6:00

2016.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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