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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대표성 평가와 무응답 대체*
1)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는 표본조사는 일부 자료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표본오차(sampling error)가 발생한다. 표본오차는 표본 설계 당시 크
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표본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는 크기 파악이 어려우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응답과
이상점에 의해 발생한 오차이다. 따라서 조사에서 발생하는 무응답과 이상점을 적절
히 처리함으로써 추정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는 CSI, BSI 그리고 외감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R지수를 구한 후, 월별 또는 분기별 변화를 확인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진단하였다. R지수는 편향(bias)과 관련된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R-지수가 높으면 대표성과 정
확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반면 무응답이 일정 패턴을 갖는다면 편향이 발생하게 되
므로 R-지수 값은 낮아진다. 따라서 R-지수를 이용해 대표성을 평가함으로써 무응답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외감기업 자료처럼 관심변수가 연속형 자료이고 관
심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응답 대체법
을 연구하였다. 특히 연속형 자료인 경우 이상점의 존재는 추정의 정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 이상점 탐지(outlier detection) 및 처리 방법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모두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감기업 자료의 경우 이상점 처리 후 대체법을 사용한다면 더욱 우수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론
Ⅱ. R-지수 및 대표성 기본 개념
1.
2.
3.
4.

R-지수
R-지수 분석에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
분석에 사용된 비교통계량
가중치 보정법과 대체법

Ⅲ. R-지수를 이용한 정확성 진단
1. CSI 분석 결과

2. BSI 자료 분석 결과
3. 외감기업 자료 분석 결과

Ⅳ. 외감기업 자료의 이상점 처리와 무응답
대체법
1. 무응답 대체법에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
2. 이상점 처리 후 대체 결과
3. 외감기업 자료의 이상점 처리 및 대체법 결론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신기일 교수, 한국은행 황희진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본고의 내용은 집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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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는 표본조사는 일부 자료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표본오차(표집오차)라고 한다. 대부분의 표본조사에서 표
본오차는 표본 설계 당시에 어느 정도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실제 조사에서 발
생하는 비표본오차는 그 크기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 비표본오차의 매우 큰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이 무응답에 의해 발생한 오차이다.
무응답은 표본 수를 감소시켜 추정의 정밀도(precision)와 정확도(accuracy)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줄여 추정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가중치 보정법과 무응답 대
체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응답이 작은 조사는 추정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조사의 품질을 무응답 비율 또는 응
답률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무응답률 또는 응답률을 수
록하여 이를 조사 품질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률을 조사 결과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확도 지표로 사용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작은 수의 무응답이라도 특정 패턴에 따라 발생하게 되면
모수 추정 시에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Bethlehem(2008)을 참조하
기 바란다.
모수 추정의 우수성은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균제
곱오차는 분산(variance)과 편향(bias)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산이 작으면 정밀도(precision)가
높다고 하고, 편향이 작으면 정확도(accuracy)가 높다고 표현한다.
정밀도의 경우 자료 수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모수 추정량의 분산 추정
량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무응답 비율이 작아지게 되면 분석에 사용된 자료
의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표본 설계 당시 예상되었던 정밀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따
라서 무응답 비율 또는 응답률을 정밀도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도의 경우에는 자료의 수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정확도는 편향과 관계가 있고, 조사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되면 편향은 없어지므로 정확도는 표본의 대표성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최근 표본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R-지
수(R-indicator: representativeness indicator)라 부른다. Kruskal and Mosteller(1979)는 표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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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개념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최근 Schouten et al.(2009), Schouten et al.(2011)이 응답 대표성
(response representativeness)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이 개념
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R-지수의 기본 개념과 R-지수의 추정 방법이 연구되었
다. 이후 R- 지수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붓스트랩 방법 대신 선형 근사 분
산 추정량이 Schouten et al.(2012)에서 제안되었다. 또한 Ouwehand and Schouten(2014)은 R-지
수를 이용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outen et al.(2013)에서도 R-지수를 이용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는 CSI, BSI 그리고 외감기업 자료의 R-지수를 구하여 현
재의 자료가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진단하였다. 특히 각 자료에서 얻어진 R-지수는 통
계간 비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의 시점 간에 R-지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표
성의 하락 또는 상승을 진단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월별 또는 분기별 자
료의 R-지수 변화를 파악하여 대표성을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무응답 대체를 위한 이상점 처리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상점은 보조변수와 관
심변수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다중대체 시 분산을 크게 하여 무응답 대체의 효율을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무응답 대체 전에 이상점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대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대체 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연속형 자료인 외감
기업 자료의 V7, V8 자료를 관심변수로 하여 이상점 처리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때 보조변
수로는 V6이 사용되었다. 먼저 외표준화잔차를 이용하여 이상점을 탐지한 후 탐지된 이상
점을 적절히 처리하여 이상점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이상점의 영향력 축소에 사용된 방
법에는 각 자료가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을 사용한 결
과 무응답 대체 성능이 매우 향상된 것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R-지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였다. 특히 R지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모형인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설명
하였고 R-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본 R-지수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R-지수를 CSI, BSI, 그리고 외감기업 자료에 적용하여 얻어진 R-지수 진단 결과를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외감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이상점의 처리 유무가 무응답 대체에 얼
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 5장에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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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지수 및 대표성 기본 개념

1. R-지수(representativeness indicator)
가. R-지수(population R-indicator) 개념
대표성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강한 대표성(strongly representativ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이는 모든 자료에서 특정  번째 자료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을 때 응답 확률이 모두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에 해당되는 경우로 무응

답으로 인해 발생한 결측이 모수 추정에 편향을 발생시키지 않아 대표성이 유지된다.
반면 약한 대표성(weakly representative)은 모집단이  개의 층으로 나누어졌다는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즉 층별 응답 확률의 평균이 층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제 각각의 응답 확률

    ⋯  가 모든 원소에서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면 응답 확률의 표준편차는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R-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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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응답 확률 의 표준편차    는  ≦    ≦  를 만족하므로 R-지수의 범
위는 항상  ≦    ≦  이 된다.
따라서 응답 확률 가 각 자료에 따라 많이 다르게 되면 표준편차    가 커지게 되
므로 R-지수는 작아지게 되며 결국 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값이 일정하면 R-지수는 큰
값을 갖게 되고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 표본 R-지수(sample R-indicator)
실제 자료 분석에서 모든 응답 확률     ⋯  가 알려진 경우는 없으며 따라서

는 추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통계 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인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이다. 두 모형은 통계 분석에서 흔히 사
용하는 모형으로 모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2장에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Agresti(2002)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논문과 관련 서적에서 서로 다른 기호가 사용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hlehem 등(2008)과 Schouten 등(2009)에서 사용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
본 R-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라 하면 응답 확률
먼저 추정된 응답 확률(response probability, response propensity)을 
의 평균 추정치는 다음 식 (Ⅱ-1)과 같이 얻어진다.



  
  


   

         
 
   


  










(Ⅱ-1)

여기서  는 응답인 경우 “1”이고 무응답이면 “0”인 지시변수이다. 또한 는 추출확률



이고 따라서    로 설계 가중치이다. 만약 모집단이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고 각





층의 층별 가중치가 동일하다면 ∈   , 즉 층별 모집단 수를 층별 표본 수로 나



눈 가중치가 사용된다. 결국 응답 평균 추정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가중 평균값으
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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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식 (Ⅱ-2)에 의해 구해진다. 여기서  은 모집단 총
다음으로 R-지수의 추정값인 
수이고  은 표본 총 수이다.




 


   











 
  




      
   




     







(Ⅱ-2)

2. R-지수 분석에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
가.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응답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에서 응답률을 추정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모형이 일반화선형모형이다. 일반화선형모형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형은 로짓모형
(logit model)과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다. 이 두 모형 중 하나를 모형 선택 기준을 적용
해 선택한 후 자료에 적합하여 응답률을 추정하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두 모형은 자료
가 성공과 실패 또는 응답과 무응답처럼 “0”과 “1” 자료로 얻어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모형을 적합하여 얻어진 예측확률을 경향점수(성향점수, propensity score)라고도 부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일반화선형모형은 다음과 같다.

       ⋯     ⋯ 
일반화선형모형에서 흔히 사용하는 변환 방법은 로짓 변환과 프로빗 변환이다. 로
짓 변환은 로지스틱 모형을 가정할 경우에 사용되며 프로빗 모형은 정규분포의 누적
확률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를 이용한다. 따라서 로짓 모형인 경우는


      변환을 사용하고 프로빗 모형인 경우는       변환을 사용한
  
다. 여기서 는 응답 확률이다. 응답 확률 는  개의 독립변수   ⋯ 에 따라 달
라진다.  개의 독립변수는 층화 추출 시에 사용된 층화 변수와 응답 확률에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되는 공변량을 모두 포함한다.
동 분석은 SAS 등 기초적인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면 쉽게 수행할 수 있다. Bethlehem 등
(2008)과 Schouten 등(2009)에 의하면 R-지수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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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형과 같은 독립 변수가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로짓 모형과 프로빗 모형
중에서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고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월별 또는 분기별 자료에서 모형 적합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층화
변수와 공변량을 선택하였으며 모형 선택 기준 통계량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아낸 후 이를 기준으로 R지수를 계산하였다.

나. 층별 최종 가중치
표본 설계는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양
한 표본 설계 방법이 연구되었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눈 후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표본 틀(sampling frame)이 사
용되는데 이 표본 틀에는  개의 층으로 층을 나눌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주어진 표본 틀의 자료 수, 즉  번째 층의 조사 모집단 수( )와 표본 수( )를 이



용하면 층별 가중치    가 구해진다.



다. 분석에 사용된 비교 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R-지수가 변화하였을 때 편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제곱근평균제곱오
차(root mean squared error)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편향과 RMSE는 각각 추정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교 통계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변수인
CSI와 BSI를 위해 편향, 절대편향 그리고 RMSE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관심변수가 연속형
자료인 외감기업 자료의 경우에는 상대편향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사용된 비교 통계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편향(Bias) :   




  

 








절대 편향(Absolute bi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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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근 MSE(Root mean squared error) :   



상대 편향(Relative bias) :   




  


 














   


 






 은  번째 반복에서 얻어진 추정값이고 
여기서 
는 참값


라. 가중치 보정법과 대체법
(1) 가중치 보정법


모수 추정 및 R-지수에 사용되는 최종 가중치  는 표본 설계 당시에 주어진 표본 가중
치(sample weight)에 여러 단계의 보정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얻어진다. 여러 보정 과
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응답 보정, 이상점 보정 그리고 사후 층화 보정
(벤치마킹 보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점 보정과 사후 층화 보정을 사용하지 않고 무응
답 보정만을 고려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표본 설계 당시에 배정된 표본 수가 실제로 조사
되지 않고 더 적은 수의 자료가 얻어진 경우에 사용된다.
이제  번째 층에  개의 표본 수가 배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의 조사 자료가 얻어




졌다고 하면 무응답 보정인자는    로 계산된다. 따라서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



이 얻어진다.


  
   ×    ×   




이는 층별 모집단 수를 실질적으로 얻어진 층별 자료수로 나누어준 결과이다. 이렇게 얻


어진 최종 가중치  가 모수 추정 및 R-지수 계산에 사용된다.

(2) 무응답 대체법
무응답 대체법은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한 결측값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매우 다양한 무응답 대체법이 개발되었으며 자료에 따라 최적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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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면 된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회귀모형을 이용한 다중대체법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SAS/ PROC MI와 같이 다양한 통계 패키
지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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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지수를 이용한 정확성 진단

1. CSI 분석 결과
가. 자료 설명 및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2015년 11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약 2,200개의 CSI 자료가 R-지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자료는 가구주 연령, 성별, 직업, 수입, 가구원수, 지역이다. 특
히 사용된 독립변수 중에서 가구주 연령이 연속형 변수인 공변량(covariate)으로 사용되었다.
개별 소비자동향지수를 종합하여 얻어지는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CCSI)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자료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일부
변수만 분석이 가능하여 CCSI의 R-지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하
나의 개별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를 이용하여 R-지수를 분석하였다.
R-지수를 구하기 위해 고려된 모형은 프로빗 모형과 로짓 모형이며 최종 모형에 사용된
독립 변수 선택은 모형 및 변수 선택 기준인 AIC와 BIC를 사용하였다. 이때 직업, 지역,
가구원 수 등은 층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일부 층을 합쳐 새로운 층을 만든 후 최종 독
립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직업의 경우 근로자와 비 근로자 등 2개, 가구원 수의 경우는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등 2개,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기타시도의 3개 층으로 구분하
여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로짓 모형과 프로빗 모형의 AIC와 BIC 값이 유사하여 어떤 모
형을 사용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지만 프로빗 모형이 나쁘지 않고, 2016
년 1월 자료에서 로짓 모형이 적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사

를 구하였다. <표 Ⅲ-1>은 모형 선택
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응답 확률인 경향점수, 
을 위한 월별 AIC와 BIC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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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월별 모형별 AIC와 BIC

<표 Ⅲ-1>
시점
15년 11월
15년 12월

모형

AIC

BIC

logit

-706.6727

-501.6091

probit

-701.5379

-496.2943

logit

167.8263

372.8900

probit

170.3568

375.4205

logit

16년 01월
16년 02월
16년 03월

모형 식별 안 됨.

probit

-432.0794

-232.7120

logit

202.8764

402.2438

probit

202.3524

401.7199

logit

-267.3436

-62.2799

probit

-265.3705

-60.3069

나. CSI 자료의 R-지수 분석 결과
다음의 <표 Ⅲ-2>에 월별 R-지수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R-지수는 0.9
에서 작아지다 0.85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 자료가 매우 안정
적으로 정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무응답 비율이 증감을 보이는 반
면 R-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무응답이 특정 패턴을 갖고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무응답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월별 CSI 무응답 비율과 R-지수

<표 Ⅲ-2>

조사 월
15_11

15_12

16_01

16_02

16_03

무응답 비율

0.04636

0.0700

0.05682

0.07273

0.06136

R-지수

0.90322

0.87601

0.87877

0.85346

0.85871

결론적으로 현재 CSI 자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만 현재의 수준보다 높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응답을 보이고 있는 자료의 응답
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특정 패턴을 갖고 무응답이 발생하는지 또는 특
정 층에서 많은 무응답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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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SI 자료에서 추가 응답이 있을 경우 정밀성과 정확성 비교 결과
다음의 <표 Ⅲ-3>은 정확성과 정밀성 진단을 위해 2015년 11월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비교 통계량 분석 결과이다. 약 120개의 자료가 무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 분석에서
얻어진 무응답의 예상 응답률 를 계산한 후 이중 가 작은 값 30개 중 각각 5, 15, 25
개 자료, 그리고 50개 중 5, 15, 25, 35개 자료가 추가 응답일 경우의 R-지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R-지수가 향상되었을 때 추정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 통계량인
편향(bias), 절대편향 그리고 제곱근 MSE도 계산되었다. 물론 비교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는 참값이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결측값을
이월대체법(carry-over imput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대체한 후 완전자료(complete)를 구성하
였다. 만들어진 완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이 모수의 참값이라는 가정 하에 편향과,
절대편향 그리고 제곱근 MSE를 구하였다. 이때 반복수는  300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체값의 영향으로 본 모의실험 결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정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표 Ⅲ-3>은 층별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통
하여 얻은 결과이며 <표 Ⅲ-4>는 가중치 보정법 대신 회귀모형을 이용한 무응답 대체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표 Ⅲ-3>의 결과를 살펴보면 R-지수는 0.9로 높은 수준이다. 또
한 편향은 약 0.1, 절대편향은 약 0.15의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추정의 정확성 면에
서 매우 우수하기는 하나 편향이 모두 양수값으로 현 상태에서는 약간 과소/과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반면 대체법을 사용할 경우 편향은 거의 “0”에 가깝고 양수와
음수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편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방법 모두 절대편향과 제곱
근 MSE는 비슷한 결과를 주고 있다.
이제 추가 응답이 있을 경우 결과를 살펴보면 R-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절대편
향과 제곱근 MSE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반면 편향의 경우 가중치 보정법을 사용한 경
우에는 무응답이 응답으로 바뀌었을 때 결과가 향상되고 있으나 대체법을 사용한 경우에
는 큰 향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 자료는 무응답에 관한
한 대표성이 있으며 대체법을 사용한다면 편향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SI와
같은 척도자료의 경우 대체법 사용 효과가 크지 않고, 추정에서 편향의 크기가 작기 때문
에 가중치 보정법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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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의 비교 통계량 결과(가중치 보정법 사용)

<표 Ⅲ-3>

n_sam
0

R-지수
(2015년 11월)

편향

절대편향

제곱근 MSE

30

50

30

50

30

50

30

50

0.904

0.904

0.118

0.088

0.155

0.143

0.192

0.175

5

0.915

0.913

0.110

0.080

0.149

0.135

0.185

0.166

15

0.937

0.931

0.086

0.066

0.131

0.124

0.163

0.152

25

0.959

0.949

0.063

0.058

0.114

0.121

0.142

0.148

35

0.965

0.103

0.128

CSI의 비교 통계량 결과(대체법 사용)

<표 Ⅲ-4>

n_sam

0.040

R-지수
(2015년 11월)

편향

절대편향

제곱근 MSE

30

50

30

50

30

50

30

50

0

0.904

0.904

0.000

-0.016

0.175

0.170

0.213

0.227

5

0.915

0.913

0.016

-0.043

0.173

0.161

0.213

0.234

15

0.937

0.931

0.002

-0.020

0.156

0.154

0.197

0.214

25

0.959

0.949

0.023

0.002

0.147

0.158

0.195

0.195

35

0.965

-0.018

0.140

0.188

2. BSI 자료 분석 결과
BSI 분석은 2015년 11월에서 2016년 3월까지의 약 3,300개 자료 중에서 하나의 관심 변수
를 선택하여 수행되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업종별 BSI와 이들
의 가중평균인 산업별(제조업, 비제조업) BSI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비제
조업으로 구분된 산업별 BSI의 R-지수를 구하였다
R-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CSI와 동일하다. 다만 CSI 자료에 비해 보조변수로 사용되는 변
수의 수가 작아 R-지수 계산에 필요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변수 선택과정이 생략되었다. 표
본 R-지수를 구할 때에는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BSI는 층별 설계 가중치와 사업체 규모
정보를 인자화한 사업체 규모인자를 보정인자로 사용하여 얻어진 최종 가중치를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 가중치가 구해진다. 이렇게 얻어진 최종 보정가중치가 “1”이다. 본 연
구에서는 가중치를 “1”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Ⅲ-5>는 산업별 BSI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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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산업별 BSI R-지수

<표 Ⅲ-5>
15_11

15_12

16_01

16_02

16_03

전산업

0.944

0.950

0.932

0.928

0.915

제조업

0.932

0.931

0.914

0.925

0.909

비제조업

0.905

0.923

0.901

0.907

0.886

<표 Ⅲ-5>를 살펴보면 모두 0.9 이상으로 높은 R-지수를 보이고 있으나 지수가 점차 감
소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산업별 R-지수보다 낮은 결과를 주고 있으
나 역시 0.9 이상이며 비제조업의 경우도 우수한 결과를 주고 있다. 다만 제조업과 비제조
업 모두 R-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주의해서 무응답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SI 분석에서는 R-지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변수의 수가 작아 R-지수를 관
리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다음의 <표 Ⅲ-6>과 <표 Ⅲ-7>은 2016년 2월의 R-지수와 그에 따른 편향, 절대 편향, 그
리고 제곱근 MSE 결과이다. CSI 분석과 같이 비교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참값이 있어
야 하지만 BSI 분석에서도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CSI에서 사용한 이월 대체법으
로 결측값을 대체하여 완전자료(complete)를 만들었다. 이후 완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이 참값이라는 가정 하에 편향과, 절대편향 그리고 제곱근 MSE를 구하였다. 이때 반복
수는  300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의실험 결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BSI 비교 통계량 분석(가중치 보정 방법 사용)

<표 Ⅲ-6>
n_sam

R-지수 (16_02)

절대 편향

제곱근 MSE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0

0.925

0.907

0.332

0.632

0.538

0.688

0.664

0.817

20

0.965

0.929

0.142

0.593

0.435

0.645

0.553

0.765

40

0.980

0.952

0.093

0.495

0.354

0.544

0.453

0.648

BSI 비교 통계량 분석(무응답 대체법 사용)

<표 Ⅲ-7>
n_sam

14

편향(bias)

제조업

R-지수 (16_02)
제조업

비제조업

편향(bias)
제조업

비제조업

절대 편향
제조업

비제조업

제곱근 MSE
제조업

비제조업

0

0.925

0.907

0.061

0.109

0.699

0.544

0.879

0.671

20

0.965

0.929

0.060

0.085

0.590

0.534

0.747

0.673

40

0.980

0.952

0.038

0.107

0.479

0.478

0.6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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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과 <표 Ⅲ-7>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편향과 절대편향을 살펴보면 모두
0.7보다 작다. 따라서 정확성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편
향이 모두 양수로 나와 현재 자료는 무응답으로 인해 약간 과소/과대 추정되고 있다고 판
단된다. 물론 정확한 참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중치 보정
법을 사용한 경우와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편향을 기준으로 무응답
대체법이 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편향과 제곱근 MSE를 비교해보면
두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CSI와 같이 BSI도 척도자료이기 때문에 무응답 대체효과가 크지 않고 분석결과 편향도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가중치 보정법은 추정에 있어 큰 무리가 없
다고 판단된다. 물론 모의실험의 완전자료 생성을 위해 사용된 무응답 대체에 충분한 정보
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방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외감기업 자료 분석 결과
외감기업 자료에 대한 R-지수 분석은 2015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약 3,300개의 자료
중 V1, V2, V3와 V6, V7, V8 변수가 사용되었다. 이중 V1, V2, V3는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V6, V7, V8은 가중치 설계 당시의 층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이때 각
변수는 연속형 자료이다.

가.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한 경우
외감기업 자료의 R-지수 분석은 약 3,300개의 표본 수가 있는 2015년 1분기부터 3 분기
까지의 자료 중에서 V1, V2, V3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비교 통계량 계산을 위해 각 변수의
총합이 이용되었다. 층은 산업분류와 사업체 규모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보조 변
수로 사용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층화변수(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외에 연속형 자료로 사
용할 수 있는 보조변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외감기업 분석 결과도 BSI 경우와 같이
R-지수를 이용한 정확성 진단에 충분한 보조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Ⅲ-8>에는 R-지수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0.726~ 0.767 사이에서
얻어졌다. 각 변수 V1, V2, V3의 결과를 보면 세 자료 모두에서 결측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료가 많아 R-지수는 비슷하거나 같은 값을 주고 있다. 또한 각 분기별로도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분기별로 R-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R-지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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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분기별 외감기업 자료의 R-지수

<표 Ⅲ-8>
변수

15_01

15_02

15_03

V1

0.726

0.767

0.757

V2

0.726

0.767

0.756

V3

0.730

0.767

0.760

다음의 <표 Ⅲ-9>와 <표 Ⅲ-10>은 비교 통계량을 이용한 V1 자료의 분석 결과이다. 여
기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완전자료를 만들기 위해 SAS Proc MI의 EM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Ⅲ-9>의 결과인 보정 가중치를 이용한 상대편향을 살펴보면 약 6% 내외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편향과 상대편향은 양수를 보이고 있어 추정값은 과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체를 이용하여 구한 상대편향 결과를 살펴보면 약 0.1%에서
0.5%로 나타났으며 음수와 양수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체법을 사용하면 과소 추
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상대편향과 제곱근 MSE는 두 방법에서 유사한 결
과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충분한 보조변수와 공변량 자료가 없어 정확한 R-지수 분석이 어렵다. 또
한 모의실험을 위한 완전자료 생성과정도 정보부족으로 인해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감기업 자료와 같은 연속형 자료인 경우에는 충분한 보조정보가 있다면 척도자
료에 비해 대체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체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Ⅲ-9>
n_sam

16

외감자료 V1의 비교 통계량 분석(가중치 보정 방법 사용, 15_01)
R-지수
300

600

bias
300

상대 편향
600

300

600

절대편향
300

600

제곱근 MSE
300

600

0

0.726

0.726 -134E6 -127E6 -0.061 -0.059 138E6 129E6 156E6 144E6

100

0.815

0.780 -150E6 -101E6 -0.069 -0.047 151E6 105E6 165E6 119E6

200

0.884

-167E6

-0.077

168E6

180E6

300

0.884

-77E6

-0.036

80E6

93E6

500

0.948

-59E6

-0.028

61E6

68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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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자료 V1의 비교 통계량 분석(대체법 사용, 15_01)

<표 Ⅲ-10>
n_sam

R-지수
300

600

bias
300

상대 편향
600

300

절대편향

600

300

600

제곱근 MSE
300

600

0

0.726

0.726 -130E5 494E3 -0.0048 0.0047 140E6 131E6 181E6 165E6

100

0.815

0.780

200

0.884

-41E5 -207E3 -0.0009 -0.0005 119E6 115E6 149E6 146E6
-77E5

-0.0028

104E6

130E6

300

0.884

-531E3

0.0019

91E6

115E6

500

0.948

-402E3

0.0011

58E6

73E6

나. 층별 가중치를 이용한 경우
설계 가중치를 이용한 경우의 외감기업 자료 R-지수 분석은 3개 분기의 V6, V7, V8 변수
가 사용되었다. 층화변수인 산업분류와 사업체 규모가 보조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동일한 가
중치를 사용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음의 <표 Ⅲ-11>은 R-지수 분석 결
과이다.

각 분기별 외감기업 자료의 R-지수

<표 Ⅲ-11>
변수

15_01

15_02

15_03

V7

0.724

0.777

0.775

V8

0.724

0.763

0.761

V9

0.725

0.754

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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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감기업 자료의 이상점 처리와 무응답
대체법

외감기업 자료의 이상점 처리와 무응답 대체를 위해 2015년 1분기에서 3분기 자료 중
V6, V7, V8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은 변수 변환, 이상점 탐지 및 처리 그리고 무응답 대
체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각 자료의 가중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 무응답 대체법에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
가. 변환
분석에 사용된 이상점 처리 및 무응답 대체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대칭인
분포를 따를 경우에 매우 효율적이다. 따라서 자료가 정규분포 또는 대칭이 아닌 경우 이
를 정규분포 또는 대칭성을 유지하도록 변환할 필요가 있다. 외감기업 자료의 경우 오른쪽
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기 때문에 변환을 고려할 수 있다.
변환을 위해서는 Box-Cox 변환과 Yeo-Johnson 변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흔히 사용
하는 방법이 Box-Cox 변환이다. 이때 자료에 음수가 있다면 충분히 큰 양수  를 더하여
모든 자료를 양수로 만든 후 사용한다. Box-Cox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자료에 음수가 있는 경우 적당한 양수  값을 사용하지 않고, 자료에 직접 사
용할 수 있는 변환 방법이 Yeo-Johnson 변환이다. Yeo-Johnson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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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본 자료에 변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였다.

나. 이상점 탐지법
CSI 및 BSI와 같은 3점 또는 5점 척도 자료에서는 이상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점 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외감기업 자료와 같이 연속형 자료인 경우에는 이상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적절한 이상점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점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외표준화잔차를 사용하
였다. 최근 개발된    방법은 아직 SAS를 이용하여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였다.    에 관한 내용은 She and Owen (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외표준화잔차(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 studentized deleted residual)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고 는 관측값, 그리고 
 는  번째 관측값을 제거한 후 얻어진
여기서     
예측값을 의미한다. 또한 는 지렛값 또는 레버리지이다. 는 자유도       인  분
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표준화잔차는 SAS/Proc REG의 출력결과(Rstudent)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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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 분석 결과
(1) Box-Cox 변환 결과
자료가 “0”이상이고 “0”이 포함되어 있는 V6의 경우와 같은 자료에서는 흔히    을
사용한다. 또한 V7와 V8처럼 자료에 음수가 있으면 자료의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의 절대
값에 “1”을 더한 값을  로 사용하여 변환한다. 이때 양수  가 매우 크게 되면 변환의 효
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본 자료의 경우 자료에 매우 큰 음수 값이 있어
이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매우 큰  값을 사용해야하므로 Box-Cox 변환을 본 자료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2) Yeo-Johnson 변환 결과
Yeo-Johnson 변환에서 원 자료의 분포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log 변환 등    인
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 값을 본 자료에 적용한 결과
변환 후 분포가 봉우리가 두 개인 양봉 형태의 분포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 값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  인 값을 적용할 경우 변환된 분포의 왜도가 매
우 커서 대칭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Yeo-Johnson 변환을 본
자료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자료 분석에는 변환을 실시하지 않은 원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및 이상점 탐지
결측값을 대체하는 대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보조변수 또는 독립변수
정보량의 크기이다. 현재 V7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 변수는 V6이며 상관분석을 통해 두 변
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료에 이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응답 대체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상점을 처리하지 않
은 경우와 처리한 경우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Ⅳ-1>는 V6와 V7을 이용한 분기별 회귀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울
기 추정값은 0.067에서 0.090정도 이며 p-값은 모두 0.0001보다 작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 0.5에서 0.63 정도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V7의 대체를 위
해 보조변수로 V6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유사한 결과가 <표 Ⅳ-2>인 V8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3분기 V8의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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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와 V7을 이용한 분기별 회귀분석 결과

<표 Ⅳ-1>
분기

추정값

p- 값



2015Q1

0.06772

<0.0001

0.6373

2015Q2

0.09910

<0.0001

0.5193

2015Q3

0.09096

<0.0001

0.6278

V6와 V8을 이용한 분기별 회귀분석 결과

<표 Ⅳ-2>
분기

추정값

p- 값



2015Q1

0.06772

<0.0001

0.6373

2015Q2

0.09910

<0.0001

0.5193

2015Q3

0.09096

<0.0001

0.6278

다음으로 V6와 V7 자료의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각 분기별로 많은 수의 이상점이 탐지
되었으며 따라서 이상점을 적절히 처리하여 이상점의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이상
점이 존재하면 자료의 분산이 커지게 되고 또한 다중대체법에서 대체된 값의 분산을 매우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무응답 대체에서는 층별로 이상점이 탐지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이상점을 처리한 후 무응답 대체하여야
한다.
흔히 일반 회귀분석에서는 이상점 처리 방법으로 이상점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표
본조사에서는 이상점을 제거하지 않고 이상점을 타당한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2. 이상점 처리 후 대체 결과
가. 모의실험 자료 생성 방법
이 절에서는 이상점을 처리한 후 결측값을 대체하였을 때 이상점 처리 효과를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먼저 V6, V7, V8 자료에서 결측값을 제거한 완전자료를 만든 후 완전자료를
정상자료와 이상점 자료로 나누었다. 여기서 이상점 탐지 방법으로 1.가.절의 이상점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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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고 이때 이상점 판단기준은 외표준화잔차 2.54 이상을 사용하였다.
정상자료를 22회 복원추출하여 유사 모집단(pseudo population)을 만들고 여기에 이상점
자료 세트를 추가하여 이상점이 포함된 최종 유사모집단 자료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유사
모집단에서 2,000개의 표본을 랜덤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표본에 이상점을 포함시키기 위
해 이상점 자료에서 100개를 랜덤으로 추출한 후 이 자료를 표본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표본은 2,100개의 자료로 구성된다. 이때 자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강제로 추가
한 이상점 자료와 2,000개 자료에 포함된 이상점 자료가 동시에 표본에 있는 경우에는 이
상점 자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표본 수는 2,100개보다 약간 작아지게 된다. 최종
적으로 각 자료의 평균이 추정되어 유사모집단의 평균과 비교되었다.

나. 이상점 처리 후 결과 비교
(1) 이상점을 신뢰구간의 상, 하한으로 대체한 경우의 무응답 대체 결과
다음의 <표 Ⅳ-3>은 V7 자료에 결측이 있을 때 먼저 이상점을 탐지한 후 이상점을 신뢰
상한 또는 신뢰하한 값으로 대체하여 평균을 추정한 결과이다. 즉 예측값보다 큰 이상점이
면 상한값으로 대체하고 이상점이 예측값보다 작으면 하한값으로 대체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추정값은 참값에 비해 과대 추정되며 따라서 편향은 항상 양수가
된다.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측 개수에 거의 무관한 결과가 나왔으나 결측
개수가 많게 되면 일반적으로 편향, 절대편향, 제곱근 MSE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V8
자료의 결과는 <표 Ⅳ-4>에 수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 Ⅳ-4>에서도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이상점을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이상점을 상한 또는 하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모든 비교 통계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수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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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자료에서 이상점을 상하한으로 대체 한 경우의 무응답 대체 결과

결측
개수

편향

편향_처리

절대편향

절대편향
_처리

제곱근
MSE

제곱근
MSE_처리

100

4592.16

4185.33

4592.16

4185.33

24257090

20357528

200

4647.11

4210.56

4647.11

4210.56

24903524

20608314

300

4653.31

4204.71

4653.31

4204.71

24864230

205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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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V8 자료에서 이상점을 상하한으로 대체 한 경우의 무응답 대체 결과

결측
개수

편향

편향_처리

절대편향

절대편향
_처리

제곱근
MSE

제곱근
MSE_처리

100

5241.89

5148.95

5241.89

5148.95

31848084

30866933

200

5271.47

5172.84

5271.47

5172.84

32092166

31259361

300

5238.98

5165.63

5238.98

5165.63

31910823

31085169

(2) 이상점을 예측값으로 대체한 경우의 무응답 대체 결과
다음의 <표 Ⅳ-5>는 V7 자료에 결측이 있을 때 이상점을 탐지한 후, 이상점을 예측값으
로 대체하여 평균을 추정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앞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평균
추정값은 참값에 비해 과대 추정되며 따라서 편향은 항상 양수가 된다. <표 Ⅳ-3>과 <표
Ⅳ-5>를 비교하면 이상점을 예측값으로 대체하였을 때 우수한 결과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V8자료의 결과인 <표 Ⅳ-6>에도 나타난다. 다만 본 모의실험의 결론
은 이상점을 예측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수한 결과를 준다는 것이지만 본 자료가 실제
모집단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설계 가중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모의실
험 결과를 외감기업 자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자료에
따라 상, 하한을 대체하는 것이 우수한 결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이상점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자료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표 Ⅳ-5>

V7 자료에서 이상점을 예측값으로 대체 한 경우의 무응답 대체 결과

결측
개수

편향

편향_처리

절대편향

절대편향
_처리

제곱근
MSE

제곱근
MSE_처리

100

4692.15

4123.48

4692.15

4123.48

25468857

20136124

200

4733.85

4143.90

4733.85

4143.90

25873339

20217158

300

4772.39

4143.57

4772.39

4143.57

26376217

20340325

<표 Ⅳ-6>

V8 자료에서 이상점을 예측값으로 대체 한 경우의 무응답 대체 결과

결측
개수

편향

편향_처리

절대편향

절대편향
_처리

제곱근
MSE

제곱근
MSE_처리

100

5543.60

5345.33

5543.60

5345.33

35395398

33373850

200

5567.77

5373.58

5567.77

5373.58

35860296

33748950

300

5584.73

5383.29

5584.73

5383.29

36175450

3405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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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감기업 자료의 이상점 처리 및 대체법 결론
외감기업 자료에는 다수의 이상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무응답
대체를 통한 평균 추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이상점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점
탐지법으로 간단한 방법인 외표준화잔차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미 다수의 이상점 탐지법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이상점 탐지법을 찾아낼 필요
가 있다.
또한 모의실험 결과 이상점을 처리 한 후 무응답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점을 처리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준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물론 탐지된 이상점을 대체
하는 다양한 방법도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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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CSI, BSI 그리고 외감기업 자료의 표본 대표성을 살펴보았다. CSI 자료의
경우 다양한 보조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R-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확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즉 무응답으로 인해 발생한 결측이 있음에도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월별로 R-지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무응답 특성을 분석하여 R-지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추정을 위해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하게 되면 편향을 줄일 수 있으나 절대편향과 제곱근
MSE는 가중치 보정법을 사용한 결과와 유사한 값을 주고 있고 척도 자료의 경우 무응답
대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 보정법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비교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참값은 단순한 이월 대체 방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실제 자료 분석 결과로 확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BSI 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R-지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편향과 절대편향을 고려
하였을 때 본 자료는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R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무응답 특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해진 R-지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조자료, 즉 독립변수가 필요하
나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의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비교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BSI 분석에서도 이월 대체법을 사용하여 완전자료(무응답
이 없는 자료)를 생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가중치 보정법과 대체법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
로 가중치 보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외감기업 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R-지수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두 통계와 R-지수
를 직접 비교하여 대표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R-지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보
조변수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모의실험을 위한 완전자료 생성 시 간단한 무응답 대체법
을 사용하여 결측값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분기별 R-지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무응답 대체법의 성능이 가중치 보정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주고 있으므로
무응답 처리를 위해서는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응답 대체법 중에
서 연속형 자료에 흔히 사용되는 보조변수를 이용한 대체법을 사용한다면 추정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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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감기업 자료의 무응답 대체 분석에서는 이상점 탐지와 이상점 처리, 특히 이상점 대체
방법이 연구되었다. 이미 다양한 이상점 탐지법과 이상점 대체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많
은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자료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찾아낸 방법
으로 이상점을 처리한 후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한다면 더욱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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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대표성 평가와 무응답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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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정보화 시대에 빅데이터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통계 환경이 변화
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공식통계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국제기구 및 주요국 통계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주요 경제통계 작성에 빅데이터
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가 경제통계에 활용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스캐너 데이터, 웹 스크래핑 데이터, 지급결
제 데이터 등 비교적 정형화된 빅데이터가 물가, 소비지출 등 경제통계 작성에 부분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뉴스 등 텍스트 데이터와 인터넷 검색 데이터도
경제 및 금융 관련 지표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빅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한 기초자료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빅데이터가 경제통계 작성
및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쉽게 적용 가능한 경제통계 영역을 발굴하여 시험편제를 실시
해보고, 기존 활용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유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빅데
이터의 정제·처리·분석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빅데이터에 적합한 통계 작
성기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Ⅰ. 검토배경
Ⅱ. 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현황
1. 물가지표
2. 심리지표
3. GDP 관련 지표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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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Ⅰ.

검토배경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규모(volume), 생성속도(velocity), 형태(variety)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
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처리·분석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 의미 있
는 정보 추출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가 높아진 반면 기존 통계
작성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가구 대상 서베이
조사의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정보보호 요구 및 업무상 비협조 등으로 사업체 대상 조사의
응답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디지털 경제 하에 신규로 포착해야 할 통계의 수요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 작성기관들이 행정자료, 온라인 자료 등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주목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공식통계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UN, Eurostat, OECD 등 국제기
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는 2013년 제45차
회의에서 빅데이터를 정식의제로 다루었고 글로벌 워킹그룹(Global Working Group, GWG)
을 구성1)하여 빅데이터 프로젝트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UN 유럽경제
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고위 전문가 그룹(High-Level Group
for the Moderation of statistical production and services, HLG)이 주축이 되어 빅데이터의 개념
및 과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2)하고 있다. Eurostat,
OECD 등도 주요국의 통계 작성기관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프로젝
트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주요
경제통계 작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를 잘 반영하는 유용한 자료이지만 전통적 방식의 통계작성에 실제로 활용되
려면 극복해야 할 한계와 과제들이 많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과 잠재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는 빅
데이터가 경제통계 작성 및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 사례를, Ⅲ장에서는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가치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http://unstats.un.org/bigdata
2) UNECE Big Data Inventor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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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현황

빅데이터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수치형태의 정
형적(structured) 데이터와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의 비정형적(unstructured) 데이터로 구분된
다. 정형적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고 통계로 활용하기 용이하나 비정형적
데이터는 데이터의 구조가 복잡하여 전문적인 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친 후에 의미 있는
통계로 활용 가능하다.
UNECE는 <표 1>과 같이 빅데이터를 정보소스의 유형에 따라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
거래내역(traditional business systems)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자료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사업과정을 매개로 하는(process-mediated) 거래내역 자료와 센서,
컴퓨터 등 기계장치에 의해 생성되는(machine-generated) 사물인터넷 자료는 정형적 데이터
에 가깝다. 반면 사회관계망 자료는 인간의 사회활동 과정에 생성되는 정보(human-sourced
information)로 주로 비정형적인 형태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
가 주요 경제통계에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빅데이터의 분류

<표 1>
사회관계망 자료
-

소셜미디어(페이스북,트위터 등)
블로그, 코멘트
개인문서
사진
동영상(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 생성 지도
이메일

거래내역 자료

사물인터넷 자료

공공기관 생성자료
- 의료기록
기업 생성자료
- 상업적 거래
- 은행/증권 기록
-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센서 데이터
(고정센서)
- 홈자동화
- 기후/오염 센서
- 교통센서/웹캠
- 과학센서
- 보안/감시용 비디오/사진
(이동센서)
- 휴대폰 위치
- 자동차
- 위성사진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 로그
- 웹로그

출처 : UNECE (2013) : Classification of Types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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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지표
소비자, 생산자, 수출입 물가지수 등 대표적인 공식 물가지수는 주로 거래 규모가 큰 대
표 품목을 표본조사하여 작성한다. 그러나 품목의 종류 및 거래 채널이 다양해지고 제품의
생성주기 및 수명도 단축됨에 따라 서베이 기반 물가지수를 보완하는 데 빅데이터를 이용
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가. 스캐너 데이터(scanner data)
스캐너 데이터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bar code)가 판매시점에 스캐너에 의해 읽혀지면
서 입력되는 데이터로서 POS(Point of Sale) 데이터라고도 한다. 최근 소규모 상점에도 판매
시스템이 구비됨에 따라 스캐너 데이터에 포착되는 품목의 범위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스캐너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실제 거래내역 자료이므로 속보성과 신뢰성이 높고,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수량 및 기타 세부 정보도 확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노르웨
이,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스캐너 데이터를
사용3)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르웨이 통계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
터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해서 적용 품목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그림 1>

노르웨이의 스캐너 데이터 활용현황

자료 : Statistics Norway

3) 이들 국가의 통계청에서 스캐너 데이터를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Rodriguez and
Haraldsen (2006), Randi (2016), Müller(2010), Van der Grient and Hann (2010)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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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rostat은 통합소비자물가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4)의 정합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캐너 데이터의 입수, 처리, 이용 등 일련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회원국에도 스캐너 자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도쿄 대학의 Tsutomu Watanabe 교수는 Nikkei Inc.의 일별 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본의
Nikkei-UTokyo 일별지수를 개발5)하였다. <그림 2>에서 2015년까지 Nikkei-UTokyo 지수6)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의 공식 식료품
물가지수(MIC Index for grocery component)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1)

일본의 공식 MIC 와 Nikkei-UTokyo 지수 비교

자료 : UTokyo Daily Price Project (http://www.cmdlab.co.jp/price_u-tokyo/media_e)

이외에도 Watanabe 교수는 전체 일본인의 4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T 포인트 카드의
제휴사(슈퍼마켓, 약국, 편의점, 외식 체인 등)를 통해 수집되는 구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하
여 T-point Index(TPI)를 개발하였다. TPI는 식품, 생활용품 이외에도 패션, 주거, 영상, 음악
등 소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고, 구매자의 속성을 파악하여 성별 ․ 연령별 물가지
수 산출이 가능한 장점7)이 있다.
한편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에도 수출입되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과 수량 정보가 기
록되므로 스캐너 데이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품목의 통관자료가 수출입 물
가지수 편제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관자료의 동일 HS 코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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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이다.
Watanabe and Watanabe (2014) 참고
2016년 1월부터는 Nikkei CPINow로 명칭을 변경하여 Nikkei.Inc와 Nowcast Inc.가 공동으로 제공한다.
TPI의 대상 품목 수는 총무성 CPI 품목의 약 23.4%에 해당한다.(www.cccmk.co.jp/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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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내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정확한 품질 식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은행은 외부연구용역 사업(강규호 외 (2015), 장영재 외 (2017) 참고)을 통해 수출입
물가지수 작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통관자료의 정제·처리 및 활용 방법을 구체
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웹 스크래핑 데이터(web scraping data)
MIT의 BPP(Billion Price Project, Cavallo and Rigobon (2016) 참고)는 온라인 가격정보를 이
용하여 물가지수를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 방식에서는 자동화된 웹 스크래핑 소프
트웨어가 온라인 소매업체 웹의 HTML 코드를 분석하여 수많은 상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한
다. 이러한 온라인 가격자료는 서베이 자료보다 저렴하게 수집할 수 있고, 상품의 브랜드,
사이즈 등에 관한 부가 정보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일별 물가지수로 산출 가능하므로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온
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품목의 가격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온라인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
차이 또는 실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현재 BPP는 약 70개국 1,000개 이상의 온라인 소매업체로부터 수집한 가격정보를 토대로
22개국8)의 일별 물가지수를 PriceStats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미국의 BPP 지
수를 보면 공식 CPI에 약간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공식 CPI와 BPP 지수 비교

1)

자료 : PriceStats (www.pricestats.com)
주 : 1) food & beverages; furnishing & household products; recreation & culture; clothing & footwear;
housing, electricity & fuel; health 부문의 합성지수

8)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
국, 네덜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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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식 통계작성 기관에서도 BPP와 유사한 방식으로 웹 스크래핑 데이터를 물가지수
편제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웹에서 수집한 상품별 특성을 TV, 카메라
등 일부 전자제품의 CPI 품질조정(quality adjustment)9)에 반영하고 있다. Eurostat은 HICP 작
성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스캐너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 스크래핑 데이터의 활용을 권고하
고, 인터넷 가격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2014년부터 웹
스크래핑 자동화 툴 개발과 함께 연구해온 새로운 물가지수 CLIP(clustering large datasets
into price indices, ONS (2016) 참고) 시험편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림 4>
에서 보면 음식료품(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에 대한 영국 공식 CPI와 CLIP는 지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영국의 공식 음식료품 CPI와 CLIP 비교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 심리지표
소비자 또는 기업가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심리지표들은 주로 표
본설계에 의해 모집단을 잘 대표하도록 추출된 가구나 기업 대상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최근 소셜미디어가 경제주체들의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
로 부각되고 각종 뉴스정보도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사회관계망 자
9) 신 ․ 구 제품의 가격차이 중 품질변화분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 변화분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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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추출하거나 경제 및 금융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정보소
스로 활용되고 있다.

가. 소셜미디어 데이터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나타난 감성(sentiment)
을 이용하여 소셜미디어지수(social media index, SMI)를 작성하였다. 네덜란드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전문업체 Coosto는 각종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메시지들을 수집하여 문장단위로
분석한 후 해당 메시지의 전반적인 의견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10)하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Coosto에서 구입한 소셜미디어 메시지 감성분류 결과의 긍정의
견 비중에서 부정의견 비중을 차감하여 SMI를 산출하였다. <그림 5>에서 SMI는 네덜란드
의 공식 심리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CCI)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
이며 0.78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취득원별로 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의 SMI가 언론기사, 블로그 등의 SMI보다 CCI와 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Daas and Puts (2014), Daas et al. (2015), Van den Brakel et al.
(2016)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5>

네덜란드의 소셜미디어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비교

자료 : Daas and Puts (2014)

10) 예를 들어 “Despite the high unemployment, the economy is doing well.”는 부정적 측면(high unemployment)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인식은 긍정적(the economy is doing well)이므로 긍정 의견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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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SMI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경
제심리지표를 내부적으로 시산해 본 결과 공식 심리지표인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대표 실물경제지표인 GDP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심리지표는 속보성 및 시의성이 높은 심리 정보를 제공하
고, 경제주체의 판단, 의도, 기대 등의 심리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 가능
하여 기존 경제심리지표의 보완지표 또는 정책결정을 위한 속보성 있는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정 집단의 의견이 더 많이 반
영될 우려가 있고,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11)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심리
를 완벽하게 추출해 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나. 뉴스 및 신문기사
Baker et al. (2015)는 주요 신문사의 기사를 이용하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y index, EPU)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economic 또는 economy), 불확실
(uncertain 또는 uncertainty), 정책관련 용어(congress, deficit, Federal Reserve, legislation,
regulation, 또는 White House) 등 세 가지 범주의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기사의 빈도수를 전
체 기사의 개수로 나누어 EPU 지수를 산출하였다. 현재 미국 등 18개국의 개별 EPU 지수
와 이들을 합성한 글로벌 EPU 지수12)가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다. <그림 6>을 보면 2016
년말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글로벌 EPU 지수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PU 지수는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잠재적 한계가 있으나 경제정책 관
련 동향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국제적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11) 텍스트 데이터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들과 정보처리 방법을 통칭한다.
12) 1997년~2015년 기간을 표준화구간으로 하여 각국의 EPU 지수를 표준화한 다음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의 GDP를 가중치로 하여 합성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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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 www.policyuncertainty.com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Economic Letter(2017.4월)13)는 경제에 관한 뉴스 기
사나 사설이 기자나 인터뷰 응답자들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여 공식 자료의 단순제공 이상
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경제 ․ 금융 관련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심리지표를 작성한
Shapiro et al. (2017)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동 심리지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경제상황 예측력 측면에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Conference Board의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등 전통적 서
베이 방식의 심리지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금융시장 심리지표를 산출하는 공동연구를 런던대학교와 함
께 실시하였다. Nyman et al. (2016)은 영란은행 내부 보고서(internal market commentary), 브
로커 보고서(broker reports), 로이터통신 뉴스(Reuters news archive) 등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금융시장 관련 심리를 기대(excitement)와 불안(anxiety)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림
7>은 영란은행 내부 보고서에서 추출한 불안지수(MCDAILY)가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시기
에 높았음을 보여준다.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의 변동
성 지수(Volatility Index, VIX)와는 0.65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What’s in the News? A New Economic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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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금융시장 불안지수(MCDAILY)와 VIX 비교

자료 : 영란은행, 시카고옵션거래소

이외에도 금융 및 경제 뉴스에 나타난 텍스트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거나, 기업의 부실위험을 예측하는 등 뉴스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연
구 사례가 많다. 이는 뉴스에서 추출한 심리가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GDP 관련 지표
물가지표 편제에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캐너 데이터는 품목별 소매동향 등 소비
지출 관련 정보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가계소비지출 통계 작
성에 스캐너 데이터를 참고한다. 한국은행은 현재 신한카드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가계소비
지출, 서비스업 생산 등 국민소득 구성항목 가운데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해 GDP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albraith and Tkacz (2015)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수표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캐나다의 GDP를 추정(nowcast) 하였다.
한편 국제금융 및 외환거래를 위한 국제금융통신망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도 결제 관련 빅데이터가 축적된다. SWIFT 전문 양식(FIN
message)에 금융기관간 거래정보 확인, 지급지시, 이체 확인 등 각 메시지 종류에 따라 거
래유형, 결제일, 계좌정보 등의 다양한 로그정보가 기록된다. SWIFT는 고객자금 이체와 관
련된 메시지(MT 10314)) 중 실제 경제활동(real economic activity)과 관련된 메시지들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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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규모를 측정하여 SWIFT Index를 작성15)한다. <표 2>는 SWIFT 통신 메시지 분석 빅
데이터를 이용한 GDP 추정(nowcast) 결과인데 공식 GDP 성장률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
나 SWIFT 빅데이터는 실제 금융거래에 기반한 속보성 있는 경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가능해 보인다.

<표 2>

SWIFT 빅데이터를 이용한 GDP 성장률 추정

자료 : OECD(2013.11.12일),“SWIFT Index anticipates a strong start to 2014 for the UK and US
economies.”

이외에도 신문기사로부터 추출한 텍스트 정보도 경기순환지수 및 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Thorsrud는 노르웨이의 주요 일간 경제신문인
Dagen Naringsliv(DN)의 뉴스기사를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모형을 이용하여 기사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여러 주제(topic)들로 분해하고 각 주제가 기사에
언급된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하버드 IV-4 심리사전에 정의된 긍정/부정 단어목록
을 이용하여 기사에서 각 주제에 대해 사용된 단어들을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로 분류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문기사의 텍스트 자료는 최종적으로 어떤 주
제에 대한 기사가 많았는지, 각 주제에 대한 기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지가 반영
된 시계열 자료로 변환되었다.
14) SWIFT는 전문 양식마다 “MT+세 자리 숫자” 형태의 명칭을 부여하는데 이중 MT 103 메시지는 고객자금
이체에 이용되는 전문이다.
15)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 11,000여개 금융기관이 SWIFT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SWIFT Index는 매월
작성되어 SWIFT 기관회원에게 제공되고 있다.

3rd 2017

39

Thorsrud (2016a)는 이와 같이 시계열 자료로 표현된 텍스트 정보를 동적인자모형(Dynamic
Factor Model, DFM)에 적용하여 일별 경기동행지수(Newsy Coincident Index of Business
Cycles, NCI)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NCI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기순환지수 대비 정확성
과 시의성이 우수하고 특히 200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기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시장지
표들보다 더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NCI와 GDP 비교

1)

자료 : Thorsrud (2016a)
주 : 1) 회색 음영은 경기침체기

한편 Thorsrud (2016b)는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텍스트 정보 시계열과 추세제거와 표준화
를 거친 보정된 실시간 GDP 성장률을 DFM, 시변모수(Time-Varying Parameter, TVP) 리스케
일링(rescaling) 모형을 이용하여 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nowcast)하였다. <그림 9>에서 공
식 GDP 성장률(속보치 및 잠정치)의 범위(최대치 및 최소치)와 TVP 리스케일링 모형을 통
한 GDP 성장률 예측치 범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신문기사를 활용한 모형이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을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모형을 통한 GDP 예측결과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나우캐스팅 시스템이나 여타 벤치마크 모형들과 비슷한 수준의 예측오차를 가
지나 경기 전환점 포착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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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DP 성장률과 TVP 모형의 GDP 성장률 예측결과 비교

자료 : Thorsrud (2016b)

4. 기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터넷 검색 관련 빅데이터도 고용 시장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있다.
Google의 실업 관련 검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Choi and Varian (2009)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
당 청구건수를, Askitas and Zimmerman (2009)과 D’Amuri (2009)는 각각 독일과 이탈리아의
실업률을 예측하였다. <그림 10>은 영란은행의 Quality Bulletin에 게재된 영국 통계청의 노
동 서베이(Labor Force Survey, LFS)에 의한 실업자 수(좌축)와 실업 관련 인터넷 검색 데이
터 지수(우축)의 비교 자료이다. McLaren and Shanbhogue (2011)는 이러한 실업 관련 검색
빅데이터가 영국의 실업자 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행에서도
외부연구용역 사업(이긍희 외 (2016))을 통해 네이버 고용 검색지표를 개발하여 고용 관련
공식통계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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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업 관련 서베이 데이터와 인터넷 검색 데이터 비교

자료 : Google, ONS, Bank of England
주 : (a) 주별 검색 데이터를 표준화한 지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월별 지수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 데이터는 주택가격 등 부동산 동향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Google Trends16) 등을 통한 검색 데이터는 특정 관심 주제에 대한 시간·
지역별 추이 관찰이 용이하고, 고정된 질문을 사용하는 서베이에 비해 특정 사건 전후의
변화를 신속 ․ 유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색 데이터도 소셜미디어 데
이터와 같이 모집단 대표성이 부족하고 검색 단어의 선택에 민감하며 잡음(noise)이 많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16) www.google.co.kr/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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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빅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새로운 경제현상을 포착하고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다. 무작위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사후적으로 의미 있는 통
계로 가공하는 방식은 사전적 설계와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통적 서베이 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응답부담이 없으며 다양한 부가정보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
는 실시간으로 생성 ․ 축적되므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과정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신
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빅데이터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목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고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상당수가 민감한 개
인정보를 포함하고 데이터의 소유권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에 대
한 원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빅데이터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통계분석 수행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도 매우 길다.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분석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IT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단기간에 빅데이터가 새로운 공식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공식
통계를 대체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스캐너 데이터,
웹 스크래핑 데이터, 지급결제 데이터 등 비교적 정형화된 빅데이터가 물가, 소비지출 등
경제통계 작성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뉴스 등 텍스트 데이터와
인터넷 검색 데이터도 경제 및 금융 관련 지표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은 빅데이터의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빅데이터가 경제통계 작성 및 분석에 유용
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쉽게 적용 가능한 경제통계 영역을 발굴하여 시험편제를 실시해보고
기존 활용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유용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정제
․ 처리 ․ 분석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빅데이터에 적합한 통계 작성기법에 대한 조
사·연구도 필요하다.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과장 문혜정, 빅데이터통계연구반 과장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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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업연관표(WIOT)의 구조와 이해
세계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는, 21세기 들어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계 시스템으로는
이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후원 아래 11개 기관 소속 학자 및 전문가들이 결성한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기존에도 글로벌 무역 분석 프로젝트(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아시아 국제산
업연관표(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 산업
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 등 국가 간 산업연관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본 프로젝트는 국가 간 무역(bilateral trade)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
로운 가정을 적용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경제 주
체가 특정 재화 수요를 동일한 비율의 수입품으로 충당한다는 표준 수입 비율 가정
에서 벗어나 상대 국가별로 동일한 수입품이라도 자국의 이용 목적별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을 통해 거래 국가 간 별도의 수입거래표를 작성한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Dietzenbacher et al.(2013)를 바탕으로 세계산업연관표 작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역 간 산업연관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머리말
Ⅱ. 세계산업연관표 작성 과정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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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별 공급사용표 시계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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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세계산업연관표(WIOT)의 구조와 이해

Ⅰ.

머리말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s)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s)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점점 확대되자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프로젝
트의 결과물이다. 국가(혹은 경제권) 간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을 집계한 기존 통계로는 국제
수지통계가 있으나, 국가를 단일한 경제 주체로 가정한 ‘산출물 단위’ 무역 기준 통계라는
특징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 및 그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는 기업의 오프쇼링 선택 모형을 통해 오프쇼링 기회 확대가 총요
소집약적 기술변화(factor-augmenting technological change)와 비견됨을 보이면서 ‘교역 가능한
생산공정(tradeable tasks)’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결론에서 ‘생산과정의 글로벌화는 무역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다년간에 걸친 국내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 무역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
다1).’ 라고 언급하며 기존과 다른 틀로 구축된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후원 하에 11개 기관2)의 참
가로 2009년 5월 출범하여 2012년 4월 종료되었다. 종료 시점에는 27개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회원국 및 13개 주요 국가의 개별 투입산출표 및 기타 국민계정통계를 토
대로 명목 기초가격(current basic prices) 및 전년 기준 기초가격(basic prices of the previous
year) 기준으로 작성된 최초 세계산업연관표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시계열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기존의 시계열을 2011년까지 확장한 추가 세계산업연관

1) Grossman, G. M. and Rossi-Hansberg, E., “Trading Tasks: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2008, Vol. 98 No. 5), p. 1996
2) 참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1. Groningen 대학(University of Groningen, The Netherlands)
2.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Seville, Spain
3.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tudies, Vienna, Austria
4. 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Mannheim, Germany
5. Österreich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Vienna, Austria
6. Hochschule Konstanz, Germany
7. The Conference Board Europe, Brussels, Belgium
8.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The Hague, The Netherlands
9. Institute of Communication and Computer Systems, Athens, Greece
10. Central Recherche S.A., Paris
1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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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발표되었다. 이후 2016년 11월에는 EU 회원국 1개국 및 주요 국가 2개국을 추가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을 갖춘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세계산업연관표 분석 대상 국가

<표 1>
EU 회원국
유로존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비유로존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1)

주 : 1) 2016년 개정판 발표 당시 추가된 국가

4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북미
(NAFTA 회원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기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스위스1)
노르웨이1)

세계산업연관표(WIOT)의 구조와 이해

Ⅱ.

세계산업연관표 작성 과정

1. 개요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국가의 공급사용표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공급표 및 사용표는
｢상품(재화 및 서비스)×산업｣ 행렬로 작성되는데, 공급표에서는 개별 산업의 개별 상품 생
산액 및 상품별 수입액을 알 수 있으며 사용표에서는 수입된 상품 및 개별 국가 내부에서
생산된 상품이 개별 산업과 최종수요 제도단위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국가별 공급사용표를 연결할 때는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국제무역 데
이터와 산업 기준으로 작성된 사회경제적 혹은 환경 관련 데이터를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투입산출표를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이고 정교한 통계
를 만들게 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소득통계 등 여타 국민계정통계를 비교 자료로 이용하였다. 공급사용표
는 기준년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여 추계하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이 단절되며, 한번
발표된 시계열은 개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반면, 국민계정통계는 시계열 단절 문제가 없
고 과거 시계열에 대한 개편이 상대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과거 상황에 대해
갱신된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3) 과거에 작성된 공급사용표가 반영하지 못한 정보를 보충
해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계정통계로부터 총생산과 총부가가치, 총수입 및 총수출,
최종소비지출의 시계열을 도출한 다음 Temurshoev and Timmer(2011)가 개발한 SUT-RAS 방
법4)을 이용하여 최신 기준년도 공급사용표로부터 공급사용표 시계열을 연장 추계한다.
국가별 공급사용표 시계열이 준비되면, 다음에는 국제무역통계(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를 이용해서 세계공급사용표 시계열을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 대상 국가가 아닌 나머지 국
가와의 무역을 반영한 세계산업연관표를 도출한다. 이때, 모든 경제 주체가 총 소비 대비
동일한 비율로 수입품을 이용한다는 표준 수입 비율 가정을 완화하여 이용 목적 항목별로
적용하였다. 즉, 무역통계를 만들기 위한 원시데이터에 부여된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5) 및 거래 상대 국가 정보를 토대로 원수출 국가별 수입품을 이용 목적에 따라 각각

3)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기준년 개편 시 기준년보다 과거에 있는 시계열도 최신 정보 및 통계편제기법을 반영
하여 다시 작성된다.
4) 실측 편제된 기준년 통계로부터 연장표를 추계 및 작성할 때 정사각행렬인 투입산출표에 적용되는 RAS 방
법을 대부분 직사각행렬인 공급사용표에 응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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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소비, 최종소비, 총고정자본형성 등으로 분류하여 각 거래상대국가 및 이용 목적별로
별도의 수입 비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서비스 무역의 경우 개별 국가간 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계가 없어6) 여러 원천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검증의 용이성 및 향후 파생 통계 작성 가능
성을 고려하여 각국 공인 통계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통계에서 인용하였으며 전년
기준 기초가격 기준 통계 작성시에는 디플레이터로 국민계정통계에서 도출한 총산출 디플
레이터(gross output deflators)를 이용하였다. 총산출 디플레이터를 이용할 경우, 수출자 가격
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수입자 가격도 조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2. 국가별 공급사용표 시계열 작성
세계산업연관표의 기초가 되는 국가별 공급사용표는 비록 각국이 UN에서 배포한 국민
계정체계 매뉴얼에 기초하여 작성하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실측년도 및 연장 추계 기간
에 차이가 있으며,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 및 상품의 종류도 다르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
로 국가별 공급사용표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서는 우선 각국의 공급사용표를 59개의 상품과 35개의 산업으로 정리하였는
데, 상품 및 산업 분류는 각각 EU에서 정립한 분류 체계인 CPA(Classification of Products by
Activity) 및 NACE(Nomenclature statistiqu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7)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외에 일부 국가에서 총공급과 총수요가 맞지 않거나 보
안 문제로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총공급과 총수요의 차이를 최종소비에
안분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여 해결하였다.
한편, 수출입은 현행 적용 기준인 2008 SNA가 아닌 1993 SNA에 의거하였다. 수출입의
경우 1993 SNA와 2008 SNA 모두 상품의 소유자 변경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1993 SNA에서는 2008 SNA와 달리 가공무역에 예외를 두었다. 즉, 한 국가의
가공무역 위탁업자가 본인이 소유권을 유지하는 재화를 수탁업자에게 수출하고 가공이 끝
5)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체계의 하나로 정의되어 있는 코드로, 무역대상 재화를 최종
이용 목적별로 분류하였다. 현재 3차 개정판(rev.3)이 발표되었으며 UN 통계국 홈페이지(https://unstats.un.org
/unsd/class)에 기존 SITC 및 HS(Harmonized System) 코드와의 연계표가 게시되어 있다.
6) 재화(goods)의 경우 관세 협정에 따라 각국의 관세 당국이 수출입되는 재화마다 국제적으로 HS 코드를 부
여하고 행선국가를 확인하지만 서비스(service)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개별 거래에
유형 및 국가별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하여 식별하기 어렵다.
7) 각각 UN에서 제시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및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반으로 EU에서 세부 분류를 세밀하게 다듬은 체계. 세계산업연관표 작성 당시에 NACE는 1차 개정판
(revision 1)을 인용하였다. 이는 ISIC 3차 개정판(revision 3)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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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화는 재수입하는 경우 2008 SNA에 따르면 위탁업자가 수탁업자로부터 가공무역 서비
스를 수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가공무역 대상 재화의 수출입은 기록에서 제외하지만 1993
SNA에서는 가공 전 재화의 수출(수입)액과 가공 후 부가가치가 더해진 재화의 수입(수출)
액을 모두 재화의 수출입으로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가공무역 대상이 되는 재화를 중간
투입으로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생산 기술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다고 보았다8). 중계무역에 따른 재수출도 가공무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반영한 시계열을 작성하기 전 준비된 국가별 공급사용표는
다음과 같다. 이때 공급사용표는 실측된 공표치를 채용하며 시계열 확장을 위한 추계 시
기준년도 지표로 삼게 된다. 금액 단위는 공표 국가별 법정통화 기준이다.
표준화된 국가별 공급사용표

<표 2>
상품
상품
산업
수입




최종소비
(고정자본형성 포함)

재고증감

수출

총계
















′






′
′

부가가치

순생산물세

′
′

총계

′

마진

산업

′

: 사용표(구매자가격 기준, 59(상품)×35(산업) 행렬)
: 최종소비(구매자가격 기준, 59×4 행렬)
― 항목별 4개 벡터로 구성(가계소비지출, 가계봉사비영리단체 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 벡터별 총합은 ′ (1×4 벡터)
 : 재고증감(구매자가격 기준, 총재고증감은  , 59×1 벡터)
 : 수출(FOB 기준, 총수출은  , 59×1 벡터)
 : 총수요(구매자가격 기준, 59×1 벡터)
― ′ : 총공급(구매자가격 기준, 1×59 벡터)
 : 공급표(기초가격 기준, 35(산업)×59(상품) 행렬)
 : 총산출(기초가격 기준, 35×1 벡터)
′ : 수입(CIF 기준, 총수입은 , 1×59 벡터)
′ : 부가가치(총부가가치는  , 1×35 벡터)
′ , ′ : 마진(도소매마진 및 화물운임 포함), 순생산물세(원소의
′ : 전치행렬 및 전치벡터, (아래첨자) : 기초가격 기준 표시

총합은 각각



및

 ,

1×59 벡터)

8) 그러나 가공무역을 세계공급사용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Dietzenbacher, E. et al., “The Construction of Wolrd Input-Output Tables in the WIOD Project”
(Economic Systems Research 2013, Vol. 25, No. 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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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국민계정통계를 반영하고 기준년도 지표로부터 연장 추계하여 국가별 공급사
용표 시계열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계정통계 반영 및 기초가격 기준 공급사용표 작성
1)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한 기준년 공급사용표의 연장
 ), 최종소비( ),
 총산출 및 부가가치( 
 총
 , 
국민계정통계는 총수출 및 총수입(  , ),


재고증감(  ), 총마진 및 총순생산물세(   ,   )를 연장하는 데 이용된다. 여기에서 는
해
당 수치는 국민계정통계에서 인용하였음을 나타낸다.
 및 
 는 국민계정통계를 반영하여 다음
수출 및 수입의 경우 벡터  및 의 추정치 
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는 의 최종 추정치를 의미한다.

2) 사용표를 기초가격 기준으로 변환
<표 2>에서 밝혔듯이, 표준화된 공급사용표에서 공급표는 기초가격 기준, 사용표는 구매
자가격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세계산업연관표 작
성 대상 국가의 공급사용표를 수집할 때 기초가격 기준 사용표를 공표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반면, 공급표는 기초가격 기준 데이터에 마진과 순생산물세 정보를 추가하여 구매자
가격 기준 데이터도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데
이터를 기초가격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사용표를 기초가격 기준으로
재작성하였다. 이때 각국에서 공급된 상품 의 총공급액(총수요액) 구매자가격 평가 금액과
기초가격 평가 금액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및  은 상품별 데이터만 담고 있지만, 해당 데이터를 산업까지 확장해서 ｢상품×
산업｣의 형태로 마진표 및 순생산물세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가격전환행렬(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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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ces)9)이라고 하는데, 사용표를 기초가격 기준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진표 및 순생산물세표를 공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품별 마진
율 및 순생산물세율을 별도로 도출하여 사용표에 적용함으로써 가격전환행렬을 추정하였
으며 추정 과정에서 국민계정통계가 일부 인용되었다. 동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는 의 일차
첫 번째로, 상품 의 마진과 순생산물세의 합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추정치이다.
        




  
상품은 마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주로 서비스)으로 나뉘는데, 마진이 없는 경우 순생산

 와 동일하며 마진이 있는 경우 상품 의 순생산물세율  및
물세의 일차 추정치  는 

구매자가격 기준 총공급 를 적용하여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는 공

급표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국민계정통계   에는      보다 최신 정보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두 수치는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마진이 있는 상품의 최종 추정 순생산물

  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야 한다.
세




    ∈무마진상품  


  

∈마진상품





    , 
   이 되며 마진이 있는 상품의 
  ,  는 다음
결국 마진이 없는 상품은 

과 같이 계산된다.


  


    ∈무마진상품  

∈무마진상품  


  
  


∈마진상품
∈마진상품

9) Eurostat, Eurostat Manual of Supply, Use and Input-Output Tables(Luxembourg, 2008), p. 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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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진상품  



            

  
∈마진상품
최종 추정 마진과 순생산물세를 토대로 마진율 및 순생산물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정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마진 및 순생산물세는 수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및 마진율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상품 의 순생산물세율 




  
   
  
  ,




  
   
  
 

  및 마진율 벡터 
  (모두 59×1 벡터)는 사용표  및 최종소비 
순생산물세율 벡터 
의 산업별 각 원소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표에 대한 순생산물세
표  및 마진표  , 최종소비에 대한 순생산물세표  및 마진표  를 도출할 수 있
다. 즉,  및  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이제 사용표 에서 순생산물세표  및 마진표  를 빼면 기초생산가격 기준 사용표


 )가 되며 최종소비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생산가격 기준 최종소비(
 )를 도출
(

할 수 있다.

3) 재고증감을 기초가격 기준으로 변환 후 국민계정통계를 반영
  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초가격 기준 통계로 변환할 수
재고증감도 앞서 도출한 
있다.

    ∙
국민계정통계는 앞선 작업을 거친 뒤 반영한다. 그런데 재고증감은 각 통계 작성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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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제로 측정하기보다는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잔차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고증감 수치는 국민계정통계와 공급사용표상 수치의 차를 상품별 재고증감
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국민계정통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추정한다.

 

  
  

   


나. 국가별 공급사용표 시계열 작성
1) 기준년도 기초가격 기준 공급사용표 재작성
공급사용표에 국민계정통계를 반영하고 가격전환행렬을 별도 추정하여 모두 기초가격
기준으로 도출한 공급사용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 공급사용표(기초가격 기준, 국민계정통계 반영)

<표 3>

상품
상품
산업



수입


′

산업

최종소비
(고정자본형성 포함)

재고증감

수출

총계















…





′

 최종소비

부가가치

′

 중간수요

′

총계


′



′

순생산물세

 
 , 
′








재고증감



…







: 사용표 및 최종소비(기초가격 기준, 59×35(사용표), 59×4(최종소비) 행렬)
′

 최종소비 : 순생산물세표(  ,  )의
 ′ (스칼라)
: 

중간수요 ,

재고증감
―

열합벡터(각각 1×35, 1×4 벡터)






   
      

<표 3>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국민계정통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며 이들은


 , 
 )에
고정된 수치로 간주된다. 음영 밖에 있는 공급표 및 사용표, 최종소비 행렬( , 

는 국민계정통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3>의 공급사용표는 행렬 간 합이 맞지 않

3rd 2017

55



 , 

는 등 정합성 문제가 있어 바로 이용할 수 없다. 이때 음영 부분을 제약조건,  , 

를 초기값으로 하여 앞서 언급한 SUT-RAS 방법을 적용하면 별도의 외생적 정보 없이도
 , 
 , 
 를 만들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기초
정합성을 갖춘 기초가격 기준 공급사용표 
 를 도출하게 된다.
가격 기준 총공급(총수요) 추정치 

2) 국가별 비교년도 공급사용표 추계
앞서 설명한 과정과 같이 기준년도 기초가격 기준 공급사용표가 준비되었으면 비교년도
기초가격 기준 공급사용표도 국민계정통계가 적용된 수치를 제약조건으로, 기준년도 공급
표 및 사용표, 최종소비 행렬을 초기값으로 하여 SUT-RAS 방법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두 개의 기준년도  과  사이에 있는 비교년도 (     )의 공급사용표
, 
 
를 추계할 때 국민계정통계에서 직접 인용 가능한 부분은 <표 3>에서 
 ,   , ′  ,
′
′
 , ′
 ,  ,  이다. 그러나 
 중간수요 , 
 최종소비 는 별도의 추정을 통해 추

, 
, 
′, 그리고 

′
′
 중간수요 , 
 최종소비 )은 기준년도의 가격
정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중 순생산물세 및 마진(

, 
′) 및 재고증감(
)
전환행렬을 작성할 때와 동일한 과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수출입(
은 별도의 추정 과정이 필요하다.
 )은 비교년도 국민계정통계에서의 재고증감과 시간상 앞서 있는 기준년도
재고증감(
  

 의 재고증감의 차를 상품별 재고증감 절대값으로 안분한 추정치(


)와 마찬가지로

  


기준년도  의 재고증감과 비교년도 재고증감의 차를 안분한 추정치(

)를 평균하여

추정한다.


  



 

 

 


 
    
 
 


 
  

 


   
    

 
 
  
  



   



수출입의 경우 기준년도 수치는 국민계정통계를 반영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수출
 
 
 , 
  는 각각 다음과 같다.
을 예로 들면, 기준년도  과  의 상품 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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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국민계정통계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제외하고는 상품별 수출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무역통계를 인용하여야 하나 국제무역통계상 상품별 수출의 총합과 국민

  는 전년
계정통계의 수출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교년도 의 상품 의 수출 

  에 국제무역통계를 이용한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과 기준년도 추정
도의 수출 추정치 

치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정치를 곱하여 추정한다. 여기에서 국제무역통계에서의
비교년도 의 상품 의 수출은 국민계정통계상 수치와 구분하기 위해  라 한다.
 











 


  


        


∙ 
∙


 
 

  



  는 국민계정통계상 비교년도 의 수출  와의 정합성을 위해 표준화 절
해당 추정치 

차를 거친다.








    


그리고 비교년도 의 상품별 수입도 수출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정한다.



 , 
 , 
 )은 기준년
한편, 비교년도 의 공급표 및 사용표, 최종소비 행렬 초기값(

도 추정치의 산술가중평균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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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UT-RAS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초가격 기준 비교년도 의 공급사용표를 추계
할 수 있다. 이를 다년간에 걸쳐 추계하고, 특히 비교년도 이전 혹은 이후에 기준년도가
없는 경우에는 한쪽 기준년도만을 기준으로 추정치 및 초기값을 추정한 후 추계하면 국가
별 공급사용표 시계열이 작성된다.

3. 세계공급사용표 시계열 작성
국가별 공급사용표를 연결하여 세계공급사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무역 데이
터베이스(bilateral trade database)가 포함된 국제무역통계가 필요하다. 재화의 경우에는 각국
의 관세당국이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실적에 HS(Harmonized System) 코드
를 부여하여 관리하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10)로부터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계열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몇
몇 국가의 경우 일부 연도의 시계열이 없고, 일부 국가의 무역 통계는 정치적인 이유로 공
개하지 않거나 편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누락된 시계열은 각국 통계
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특정 국가의 비공표 통계는 특별분류 혹은 기타국가로 분류하는 관
행에 따라 상대 국가를 유추하여 해결하였다11). 또, 여섯 자리 숫자 기준의 HS 코드로 식
별되는 국가 간 무역 데이터베이스 내 수출입품목은 대략 5,000여 개에 달한다. 이를 이용
목적별로 구분하기 위해 BEC 코드(3차 개정판 기준)를 적용하여 중간소비, 최종소비 및 자
본재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은 HS 코드별로 목적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품목을 프로젝트에서 삼는 기준에 맞게 CPA 및 NACE 기
준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5,000여 개의 HS 코드별 재화 수출입품은 59개 상품(재화
포함) 그룹으로 정리되었으며 거래 상대국가별·이용 목적별 가중치 및 HS 코드별 재화 수
출입품과 세계산업연관표 기준 재화 그룹과의 관계는 수입품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0) 홈페이지(http://comtrade.un.org)에서 국가 간 무역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11)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무역 통계를 편제하였지만, 대만과의 무역 통계는 명시적으로 공
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젝트에서는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 경제권으로 간주하였으며, 대만은 별도 국가
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의 무역 통계는 상계하고 두 지역의 타 국가간 무역 통계는 중국 본
토의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무역 상대방이 ‘기타 아시아’로 분류된 통계를 대 대만
무역 데이터로 간주하였다. 대만의 국가 간 무역 통계는 OECD에서 인용하였다.

5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세계산업연관표(WIOT)의 구조와 이해

<표 4>

수입품의 원수출 국가별 ․ 이용 목적별 가중치 및 재화 분류기준별 관계
중간재

HS 코드별
원수출 국가별 수입품

중간재 : 

최종소비재

  최종소비재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 



최종소비재 : 

중간재

중간재 : 
59개 상품
(프로젝트 편제) 기준
원수출 국가별 수입품

  중간재










 
최종소비재

최종소비재 : 

중간재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 

최종소비재







 

총고정자본형성


 중간재
 
 중간재



최종재
 최종재


최종소비재 :  


중간재 :

59개 상품 기준
이용 목적 가중치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  

 총고정자본형성
 



여기에서 아래첨자  는 수입품의 원수출 국가이며 2016년 공표 기준 43개 국가 및 기타
지역(Rest of World) 1개12) 중 자국을 뺀 43개 국가를 나타낸다.  는 HS 코드 기준 수입품을
나타낸다. CPA 기준 상품  중 재화는 각각 HS 코드 기준 재화 집합 에 대응되


  최종소비재
  총고정자본형성
  이
며       가 된다.  는 가중치이며     중간재




된다. 위첨자  는 국민계정통계를 반영한 공급사용표상 수입(   )과 구분하기 위하여
국제무역통계에서 인용한 수입 통계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서비스 무역에도 재화와 동일하게 국가 간 거래 개념 및 거래 상대국가별·이용 목적별
수입 비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무형이며 저장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UN을 포함하여 Eurostat, OECD에서 데이터를 인용한 후 원천별로
데이터를 교차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조정하여 이용하였다. 이때 서비스 무
역의 기준은 WTO 협정 중 일부인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모드 1만을 따랐다13). 가중치는 Eurostat에서 공표한 수입품 기준 투입

12) 향후 세계공급사용표 및 세계투입산출표 작성 시 작성 대상 국가 이외의 지역은 국가 간 산업연관표의 의
잔차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수가 되어야 하는 항목이 음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의 단일 지역으로 처리하였다.
13) 협정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은 네 가지 종류로 정의된다.
1. 모드 1 : 국경 통과 – 특정 국가의 영토에서 타국 영토로 이전되어 제공
2. 모드 2 : 해외 소비 – 특정 국가의 영토에서 타국의 소비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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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표를 기반으로 상품 의 전체 국가 및 연도별 평균을 계산하여 각 연도별로 모든 국
가 간 서비스 무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14).
수출입 데이터가 준비되었으면, 모든 국가의 공급사용표 단위를 미국달러(USD) 기준으
로 변환한다. 이때 이용된 환율은 연도별 평균 미국달러 환율이며,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였다.

가. 원수출 국가별 수입거래표 추정
수입
수입
 , 
 라 하면 각 행렬별 원소
 , 
 의 수입 행렬을 
<표 3>에서 수입거래표, 즉 
수입
는 수입
 ,  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산업 및 최종수요 항목별 열을 의미한다.

수입
국내

  
  
 ,

수입
국내

  
  


수입

수입
 ,  는 각각 중간소비, 최종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에 대응되며 <표 3>의 ′

 
( 
)에 이용 목적별 가중치를 곱하여 추정한다.



 

중간소비 : 수입


   

 

최종소비 : 수입


   
 
총고정자본형성 : 수입




중간재
 








최종소비재
 






총고정자본형성
15)




특정 상품 의 재고증감을 제외한 총 국내 수요는    와 같은데 이것이

보다 작을 경우, 즉 수입물량이 국내 수요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국내 생산과정에

3. 모드 3 : 상업적 실체 – 타국 영토에서 특정 국가의 사업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직접투자 등)
4. 모드 4 : 자연인적 실체 – 타국 영토에서 특정 국가의 자연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14) Dietzenbacher et al.(2013)은 국제수지통계에서의 상품분류와 CPA와의 차이, 특정 상품 부문에서는 제한적인
국가 간 데이터, 그리고 이용 목적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Eurostat의 수입품 기준 투입
산출표를 인용하였고, 그나마 통계를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닌 거친 추정(a rough estimate)을 위해 통계를 면
밀하게 실사하였다고 밝혔다.
  행렬(59×4)에서 가장 마지막 열을 의미한다.
15) 총고정자본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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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되지 않는 잉여 상품으로 간주하여 재수출(re-export)16)분으로 취급한다.
 

재수출 : 재수출



  






 

  ,
상품 에서 재수출이 일어날 경우 모든 산업 및 최종수요 항목에 대해 수입

  , 수입
  , 국내
  이 성립하며 상품 의 수입 는 ′    재수출
국내




로 조정된다.
수입
수입
 ,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국가 간 수입거래표를 구성하는 수입 행렬은 
수입
수입



, 
라 한다. 행렬별 원소는 원수출 국가별 ․ 이용 목적별 가중치의 가중평균을

통해 추정한다.
중간재


수입
국가 간 중간소비 : 수입



중간재

국가 간 최종소비 :

수입


최종소비재

 
수입
최종소비재 


최종소비재


수입
국가 간 총고정자본형성 : 수입



최종소비재

이와 같은 추정 과정이 본 프로젝트가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 분석 및 지역 간 산업
연관분석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은 대체로 모든
경제 주체가 특정 재화 수요를 동일한 비율의 수입품으로 충당한다는 표준 수입 비율 가
정을 적용하였지만17) 본 프로젝트에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수입품 충당 비율이 이용 목적
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안에서도 원수출 국가별로 달라진다는 Puzzello(2012)의 주장을 수용
하여 상품과 산업 및 최종수요 항목별로 각기 다른 수입 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거래표 및
국가 간 수입거래표를 도출하였다.

16) 가공무역에서의 재수출 혹은 중계무역에서의 재수출로서 II장 2절에서 언급한 재수출과는 의미가 다르다.
17) Dietzenbacher et al.(2013)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Peters et al.(2011) 및 Johnson and Noguera (2012)를 들고 있다.
전자는 글로벌 무역 분석 프로젝트(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다지역 산업연관모
형(Multi-Regional Input-Output)에 관한 논문이며, 후자에서는 국가 간 무역 데이터와 투입산출표를 결합하여
총수출 중 국가간 부가가치 비율(ratio of Value Added to Gross Exports)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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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2>와 <표 3>에서 수출은 FOB(Free on Board) 기준인 것과 달리 수입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계상되었다. 향후 세계공급사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는 자국 입장에서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상대국 입장에서의 자국으로의 수출이 일치
해야 하며, 1993 SNA에서는 수출입 금액을 모두 FOB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수출에 비해 정보량이 더 많은 수입을 FOB 기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18). 본 프로젝
트에서는 두 기준의 차액인 화물운임 및 보험료를 국가 간 무역 마진19)으로 간주하여 이
를 추정하였다. 우선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거리와 내륙국가 여부, 그리고 동일 대
륙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에 대입하여 수출단가 대비 수입단가 비율을 추
정하였고, 여기에서 상품별 CIF-FOB 마진을 도출하였다20). 계산의 편의상 상품별 마진율을
상품 대응 벡터  (59×1 벡터)로 표현하기로 한다.

나. 국가 간 공급사용표 및 세계공급사용표 작성
앞서 도출한 CIF-FOB 마진율 벡터  의 원소(상품별 마진율)를 순생산물세표 및 마진
수입
수입


, 
의 산업별 각 대응 상품 원
표 작성 방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수입 행렬 

소에 곱하면 국가별 CIF-FOB 마진 행렬  ,  을 도출할 수 있으며 수입 행렬에서
수입
수입


마진 행렬을 차감하면 FOB 기준 수입 행렬 
, 
이 도출된다.



수입
수입

  ⋯ 
  

⋮
⋱
⋮
,
수입
수입


  ⋯   



수입
수입

 
  ,







수입
수입

  ⋯ 
  

⋮
⋱
⋮
수입
수입


  ⋯   





수입
수입

 
 



18) 1993 SNA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수입 및 총수출은 FOB 기준으로 계상하되 상품별 수출입액 평가시 FOB
기준 데이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CIF 기준 평가금액과 FOB 기준 조정금액을 같이 산출하도록 했다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93), §3.85, p.96).
19) 엄밀한 의미에서 도소매마진 및 화물운임, 보험료 등은 구분되어야 하나 본 프로젝트에서는 <표 2>의 도
출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항목을 ‘마진’이라는 단일한 분류로 두고 있다.
20) 프로젝트에서는 Streicher and Stehrer(2012)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세계산업연관표 분석 대상 국가의 마진
부문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도출된 마진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수입액 대비 평균 5~7%가 총 운송 비용으
로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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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FOB 기준 국가 간 수입거래표를 작성하는데, RAS 방법을 통해 자국의 수
출입 총액과의 정합성을 갖춘 수입거래표를 추정하면 이것이 국가 간 사용표가 된다. 한
예시로, A국과 B국, 그리고 기타지역(Rest of World)이 존재하는 3국 모형에서 A국의 국가
간 공급사용표는 다음과 같다.

A국 기준 국가 간 공급사용표(기초가격 기준)

<표 5>

산업

최종
소비

재고
증감

수출

총계

상품(A국)













B국으로부터 A국 수입
(FOB 기준)









기타지역으로부터 A국 수입
(FOB 기준)









상품

산업(A국)





수입(A국 전체, CIF 기준)

  
 ′



부가가치

  ′

국제 운송마진(운송비용)

 
 ′

 
 ′

 ′

 ′

총계

 ′


  
 ′ ,    ′

: A국의 상대국가별 CIF-FOB 마진 행렬
1×35, 1×4 벡터)
음영 : CIF 기준 가격으로 산출된 부분
총고정자본형성 : 최종소비 항목에 포함





  ,   의


열합벡터를 모두 합한 벡터(각각

위 표에서  ,  ,  ,  는 A국의 전체 수출입 금액(FOB 기준)을 제약조건으로,
수입
수입


, 
중 B국 및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수입 행렬을 초기값
앞서 도출한 

으로 하여 RAS 방법으로 추정한 행렬이다.

4. 세계공급사용표로부터 세계투입산출표 변환
세계공급사용표는 작성 대상 국가의 각 국가 간 공급사용표(기타지역 포함 2016년 공표
기준 총 1,892개)를 모두 연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 5>의 기타지역 포함 3국 모형의
각 국가 간 공급사용표를 연결하면 3국 간 세계공급사용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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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세계공급사용표(기초가격 기준)

<표 6>

산업
(A국)

산업
(B국)

최종
소비
(A국)

최종
소비
(B국)

재고
증감

수출
(기타
지역행)

총계

상품(A국)

















상품(B국)

















상품(기타지역)









상품
(A국)

산업(A국)






산업(B국)
수입(CIF)

상품
(B국)

     
  ′   ′

  ′   ′

부가가치
국제 운송마진
(운송비용)
총계






 
 ′   ′   ′   ′

  ′

  ′



  ′   ′

음영 : CIF 기준 가격으로 산출된 부분

프로젝트에서는 투입산출표를 ｢산업×산업｣ 행렬21) 구조로 작성하였다22). 이에 따라 공
급사용표를 투입산출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정 상품 판매구조 가정(fixed product sales
structure assumption)을 채택하였다. 고정 상품 판매구조 가정은 동일한 상품으로서 특정 산
업의 주생산물과 다른 산업의 부차적 생산물이 시장에 판매될 때 두 경우 모두 동일한 판
매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가정으로는 각 산업은 주생산물과 부차적 생산물 조합에
상관없이 고유의 판매 구조에 따라 판매된다는 고정 산업 판매구조 가정(fixed industry sales
structure assumption)이 있으나, 가정 자체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전환된 투입산출표에
음(-)인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고정 상품 판매구조 가정에 따르면 공급사용표를 투입산출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사용
표 행렬에 공급표 행렬을 이용한 변환 행렬을 곱해주면 된다. 이때 변환 행렬의 각 원소는
특정 상품의 총수요 중 산업별 국산품 공급 비율을 의미한다. <표 6>의 3국간 모형에서 A
국과 B국의 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다23).
21) Dietzenbacher et al.(2013), p. 90.
22) Eurostat은 ｢상품×상품｣ 및 ｢산업×산업｣ 행렬 투입산출표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산업×산
업｣ 행렬 투입산출표 만을 제공하고 있다.
23) 해당 가정을 토대로 한 수식 전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Eurostat(2008), p. 349~3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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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벡터  의 대각행렬
이를 <표 6>의 항목별 사용표 행렬(중간수요, 총고정자본형성 포함 최종소비, 재고증감
및 수출)에 적용하면 투입산출표의 각 행렬을 도출할 수 있다.

세계사용표 각 행렬의 세계투입산출표로의 변환

<표 7>

중간수요

    ,
    ,

   
   

최종소비

    ,
    ,

   
   

재고증감


      ,

      ,

수출(기타지역행)

 ,  ,  , 
 ,  ,  , 


     

    

: 중간수요 행렬(35(산업)×35(산업) 행렬)
: 총고정자본형성 포함 최종수요 행렬(35×4(항목) 행렬)

한편 프로젝트에서는 잔차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기타지역을 별도의 국가로 간주하였
기 때문에, 여타 분석 대상 국가와 마찬가지로 투입산출표 변환 행렬 및 공급사용표 작성
시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던 기타지역 내 투입산출행렬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우선 기타지


역의 변환 행렬은 분석 대상 국가 43개국의 공급표를 모두 더한  에  의 열합벡터 

을 토대로 도출되었다. 이는 기타지역의 산업 구조가 분석 대상 국가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 대상 국가의 평균 총수요 중 국산 조달 비율을 기타지역에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타지역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 6>에서 분석 대상 국가의 기타지
역으로부터의 수입  ,  ,  ,  이외에도 분석 대상 국가의 기타지역으로의 수

24) 대각행렬의 역행렬은 원대각행렬 각 원소에 역수가 적용된 행렬이 된다.

3rd 2017

65

출, 기타지역 내 투입산출표가 필요하다. 이 중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기타지역에서의
수출)은 을 적용하여 투입산출표로 변환할 수 있다.
    ,

   

    ,

   

기타지역으로의 수출(기타지역에서의 수입)은 국가 간 수출금액 중 평균 산업별‧이용 목
  , 
  을 중간수요 행렬( ,  ) 및 최종소비 행렬
적별 비율을 적용하여 수출 벡터 
( , )로 분리하였다. 평균은 기타지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임을 감안하여25) 선진
국(개발도상국 지정 제외 국가)으로부터 지정된 개발도상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
도네시아, 멕시코)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산업별‧이용 목적별 비율로부터 계산하였다.
기타지역 내 투입산출표( ,  )는 UN 국민계정통계와 UNIDO 산업 통계로부터 도
출하였다. 우선 프로젝트 분석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활동별 ․ 최종수요별
GDP를 더함으로써 부가가치 데이터를 산출하고, 항목별 총투입(총산출)은 지정된 개발도
상국의 항목별 부가가치율을 앞서 산출한 GDP 데이터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후 프로
젝트의 산업 분류별 총투입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대상 국가 제외 UNIDO 산업 통계의
평균 국가별 총산출 산업별 비율을 산출하여 앞서 추정한 항목별 총투입에 적용하였다. 마
지막으로, 세부 항목별 총투입을 투입산업별로 분리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도상국의 투입산
업별 대 수요산업 투입액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기타지역 내
투입산출표 행렬을 초기값, 나머지 부분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RAS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적으로 기타지역 내 투입산출표를 편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업×산업｣ 형태
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작성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표 6>의 3국간 모형을 적용한
세계투입산출표는 다음과 같다.

25) 분석 대상 국가는 모든 G7 국가 및 대부분의 OECD 회원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
엘 제외)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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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세계투입산출표(기초가격 기준)

<표 8>

중간수요

최종수요

A국

B국

기타

A국

B국

기타

산업(A국)













산업(B국)













산업(기타지역)













부가가치

  ′

  ′

  ′

국제운송마진
총계(총산출)


 
 ′   ′

  ′

  ′




 
 ′   ′



재고증감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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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세계산업연관표는 국가별 산업연관표와 달리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폐쇄경제로 간주
하고 작성되었다. 즉, 개방경제를 전제로 하는 국가별 산업연관표에서는 수입 및 국내생산
품을 중간수요 및 소비와 투자, 재고 축적에 이용하고 해외 수요는 수출이라는 단일 항목
으로 계상되지만 세계산업연관표에서는 해당 수출은 모두 다른 국가의 중간수요 및 소비
와 투자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세계 전체에서는 수출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표 8>의 세계투입산출표 중 A국의 투입산출표를 따로 분리하여 보면 알 수
있다.

3국 중 A국의 투입산출표(기초가격 기준)

<표 9>

중간수요
산업
산업

      

부가가치

  ′

국제운송마진


 ′

총계(총산출)

  ′


 : 
        
-  : 행합 벡터(35×1 벡터, 각

최종수요

재고
증감

수출

총계

      










 ′



원소는 모두 1)

<표 9>의 국가별 투입산출표에서는 수입품의 원수출국이나 수출품의 행선국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개방경제인 관계로 수입거래표 및 수출입 벡터 작성이 필요하
다. 그러나 <표 8>에서는 전 세계 이외 영역과의 교류가 없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수출
입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간 수출입에 있어서도 잔차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편제
과정에서 수출입 행선지 파악 및 특정 국가 간 수출 및 수입 액수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 무역(bilateral trade) 통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가 부실하였다면, 프로젝트에서 특정 국
가에서 여러 다른 국가로부터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거래상대 국가에 따라 상품의
이용 목적별 수요 비율이 달라진다는 전제에 따라 거래국가별‧상품별로 별도의 수입충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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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재화 무역과 달리 서비스 무역은 신뢰성
있는 국가 간 무역 통계가 적어 수입충당비율 추정이 어려웠는데, Dietzenbacher et al.(2013)
은 결론에서 UN 통계국이 서비스 무역 통계 분과를 무역 통계 위원회에 설치한 것과 여
행수지 의존 국가의 통계 품질 향상 가능성 등의 노력을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 기회로 보
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산업연관표의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 산업연관표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총생산 등 지역 간 경제 통계가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하되 서비스 무역의 경우처럼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려우면 여러 통계를
교차검증하여 이용하는 등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간 산
업연관표 편제 시 기반 통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통계 정합성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이재민 조사역, 정영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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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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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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기관 수신(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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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지역별 여수신

가계신용

기타금융통계

4

내
용
비은행기관 수신(평잔)
비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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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화 통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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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증권
보험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No

통계명칭
금융정보화 통계

6

내

용

기타

증권/재정
증시자금 조달상황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증시자금 조달상황
주식시장(일별)
주식거래 및 주가지수
투자자별 주식거래
증시주변자금동향
소유자별 주식소유현황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채권거래

채권거래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
재정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
통합재정수지
조세징수액

7

물가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특수분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2010=100)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1910~1964)(2010=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0=100)

국내공급물가지수(2010=100)

총산출물가지수(2010=100)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총산출물가지수(2010=100)
소비자물가지수(2010=100)(전국)

수출물가지수(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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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가지수(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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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2010=100)(전국, 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품목별)(2010=100)

수입물가지수(품목별)(2010=100)
기타가격지수

수입물가지수(용도별)(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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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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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국제수지

내

용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결제통화
수입결제통화

지역별 국제수지

지역별 경상수지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수출금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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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제심리지수

국민계정
주요지표

연간지표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 규모

경제활동별 GDP 및 GNI

분기지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GDP 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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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생산, 지출, 자본, 국외거래(종합계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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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부문별 생산, 소득, 자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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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본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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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11

자금순환
2008 SNA기준

금융거래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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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내

2008 SNA기준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8~)

1993 SNA기준(2002~2013)

금융거래표(2003~2013)

1968 SNA기준(1975~2005)

금융거래표

용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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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에 관한 지표

성장성에관한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19~2014, 전수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2007~2010, 표본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1998~2007, 표본조사)
성장성에관한지표(1990~1997, 표본조사)

손익의 관계비율

손익의관계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손익의관계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손익의관계비율(2007~2010, 표본조사)
손익의관계비율(1998~2007, 표본조사)
손익의관계비율(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관계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전수조사)
자산·자본의관계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전수조사)
자산·자본의관계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의관계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관계비율(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 회전율

자산·자본의회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자산·자본의회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자산·자본의회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의회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의회전율(1990~1997, 표본조사)

생산성에 관한 지표

생산성에관한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생산성에관한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생산성에관한지표(2007~2010, 표본조사)
생산성에관한지표(2002~2007, 표본조사)
생산성에관한지표(1998~2006, 표본조사)
생산성에관한지표(1990~1997, 표본조사)

부가가치의 구성

부가가치의구성(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부가가치의구성(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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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부가가치의 구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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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8~2010,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2000~2007,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9,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7~1998, 표본조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1990~1996, 표본조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손익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손익계산서(2008~2010, 표본조사)
손익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9,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7~1998,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0~1996,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8~2010,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0~2007,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1990~1999, 표본조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 전수조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전수조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7~2010, 표본조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1990~1999,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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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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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기업경영분석(분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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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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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평균가동률
설비용 기계류 생산지수
기계수주액
품목별 광공업 생산·출하·재고·내수·수출량
제조업 재고율지수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부문별 전력사용량
발전전력량
에너지소비량
석유제품수급
국내건설수주액
건축허가현황
건축착공현황
건설기성액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주택보유수 및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현황

서비스업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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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서비스업

내

용

재별 및 상품군별 판매액지수
도소매업 재고액지수
소비재 수입액
여객수송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실적

고용, 임금, 가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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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거시경제분석 지표

17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중앙은행할인율
주요국제금리
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상품가격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산업생산지수(계절변동조정)
실업률(계절변동조정)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1인당 GNI
국내총투자율
총저축률
국내총생산(PPP적용)
PPP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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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통계명칭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내

용

남북한 주요지표비교(총량)
남북한 주요지표비교(남한/북한 배율)

북한GDP 관련통계

82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북한GDP 관련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2017년 4/4분기 통계공표일정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공표일

시각

대상통계

2017.10.17(화)

12:00

2017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2017.10.18(수)

12:00

2017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7.10.18(수)

12:00

2017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7.10.20(금)

12:00

2017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2017.10.23(월)

12:00

2017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7.10.24(화)

12:00

2016년 기업경영분석

2017.10.26(목)

08:00

2017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17.10.27(금)

06:00

2017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2017.10.27(금)

12:00

2017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7.10.31(화)

06:00

2017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7.11.03(금)

08:00

2017년 9월 국제수지(잠정)

2017.11.08(수)

12:00

2017년 9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7.11.13(월)

12:00

2017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2017.11.20(월)

12:00

2017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2017.11.22(수)

12:00

2017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017.11.23(목)

12:00

2017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2017.11.23(목)

12:00

2017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17.11.24(금)

06:00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2017.11.24(금)

12:00

2017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7.11.27(월)

12:00

2017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7.11.28(화)

06:00

2017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7.12.01(금)

08:00

201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7.12.05(화)

08:00

2017년 10월 국제수지(잠정)

2017.12.12(화)

12:00

2017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2017.12.13(수)

12:00

2017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7.12.13(수)

12:00

2017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7.12.15(금)

12:00

2017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

2017.12.19(화)

12:00

2017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2017.12.26(화)

12:00

2017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7.12.27(수)

06:00

2017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2017.12.27(수)

12:00

2017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2017.12.28(목)

06:00

2017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7.12.28(목)

12:00

2017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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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리뷰』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국민계정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계정과 관련된 동향과 분석자료, 새로운 통계 및 분석기법 등
에 대한 연구자료를 종합 ․ 수록하여 『국민계정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책
자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원고
게재를 희망 하는 분은 다음의 요령에 의거 원고를 작성 ․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주제>
◦ 국민소득, 산업연관, 국제수지, 자금순환, 계절변동조정, 초단기예측, 지수이론, 표본
설계 등 국민계정의 편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원고 투고요령 및 게재>
◦ 본지의 발간기준일(3월, 6월, 9월, 12월 말일)을 참고하여 발간 2개월 전까지 원고
및 파일을 제출
◦ 원고 제출시 저자의 이력서 및 영문성명,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별지에 기재하여 송부
◦ 제출된 원고는 행내외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후 『국민계정리뷰』 편집위
원회가 수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원고작성 요령>
◦ 원고는 A4용지에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씨 크기는 본문 11, 각주 9의 크기
로 하여 행간은 160으로 설정하고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 원고의 처음은 제목, 저자명, 요약, 목차 등을 포함하고 요약은 첫 장을 넘지 않도
록 작성
◦ 본문의 장 ․ 절 구분은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하며,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
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사용
◦ <표> <그림>의 일련번호는 장절 구분하지 않으며 글씨체는 돋움(표 제목 10, 표
내용 10, 표 주석 9)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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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은 동양문헌의 경우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기
재순서는 저자명, 논문명, 서명, 호, 발행처, 연도, 인용쪽의 순으로 기재하며 이중
논문명은 “ ”로, 서명은 동양문헌의 경우『 』,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문의처>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110)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국민계정리뷰』 담당자 앞
전화 : (02)759-5265, 4413 팩스 : (02)759-4387 E-mail : bokstat3@bok.or.kr

『국민계정리뷰』수록 원고 목록 안내
『국민계정리뷰』각 호에 수록된 원고의 목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의 ① 조사 ․
연구－② 종류별자료－③ 계간－④ 국민계정리뷰에 게시되어 있으며 매분기마다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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