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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제 소득 및 부(富) 연구학회(IARIW: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와 함께 2017년 4월 26일(수)∼27일(목) 양일간 “GDP를 넘어 : 경
제적 웰빙 측정의 경험과 향후 과제(Beyond GDP: Past Experiences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Well-Being)”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금번 컨퍼런스는 IARIW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IARIW는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연구 및 거시경제 측정과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947년에 창설되었는데 최근에는 국민계정뿐만 아니라 웰빙 측정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IARIW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특별 컨퍼런스에는 OECD, IMF, BEA 등 해
외 통계유관기관 및 세계 주요 대학에서 국민계정과 웰빙 측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및
교수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국민계정에서 바라본 웰빙 측정, 주
관적 웰빙 등 여러 주제를 대상으로 3개의 전체 세션(plenary session)과 6개의 동시 세션
(concurrent session)으로 구성되었다.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먼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금번 컨퍼런스가 웰빙 측정의 관점에서 국
민계정 통계를 재조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국민계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GDP통계가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웰빙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GDP 통계 작성기관으로서 디지털경
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GDP에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계정통계가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GDP통계 개선을 위하여 국제기
구, IARIW 등의 국제학회, 각국 통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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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ois Bourguignon 명예교수(Paris School of Economics)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불평등
은 지니(Gini) 계수와 같이 소득의 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환경, 출신지역, 성별 등 기
회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회의 불평등을 측정하
는 방법을 비모수적 접근법과 모수적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비모수적
접근법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변수(소득, 생활수준 등)의 평균 및 분위수(quantile)
를 개인적 환경의 유형별로 살펴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한편 모수적 접근법으로는 결과
의 불평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적 환경요소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사례로 OECD의 PISA(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점수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장은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경제적 웰빙이 소득, 소비 및
부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 변수들의 분포와도 관련되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통계를 개
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된 OECD의 성과로 가계소득 측정에 관한 국제
기준 마련과 회원국들의 소득 분포 통계작성 등을 들었다. 더불어 GDP와 가계 서베이 자
료를 통합하여 가계소득 분포를 파악하려는 EGDNA(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National
Accounts) 회의의 진행상황도 언급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Jorrit Zwijnenburg(OECD), Arnold J. Katz(BEA) 등이 국민계정체계 내
에서의 웰빙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Jorrit Zwijnenburg는 GDP와 가계소득, 소비 및 저축, 부채와 순자산, 고용 등의 네 부문으
로 구성된 OECD의「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ashboard」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사활동, 인적 자본, 환경은 웰빙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지만 국민계정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성계정 등을 통해 관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Arnold Katz는 GDP와 경제적 후생의 관계, 정부생산물을 포함한 최종생산물의 범위 등
GDP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한 과거 논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BEA와 센서스국은
가계소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소득(in-kind income)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계소득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동시세션으로 운영되었는데 Gordon Anderson 교수(University of Toronto)
와 Arthur Grimes 박사(Motu Economic and Public Policy Research Trust) 등이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웰빙 또는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Gordon Anderson 교수는 국가들의 웰빙수준 비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연
구에서는 1인당 GNI, 기대수명, 기대 교육연수의 세 변수로부터 공통요소(commonality)를
추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164개국을 부국(rich class), 중진국(middle class), 빈국(poor class)의 3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990~2014년 중 그룹간 혹은 그룹내 빈곤도, 불평등,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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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mobility) 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부국과 중진국의 수는 늘어나고 빈국의 수는 줄어들
어 전체적으로 상위그룹으로의 이동이 관측되었다. 또한 동일 그룹내 불평등은 감소되었지
만 그룹간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rthur Grimes 박사는 소득과 소비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많은 연구들이 소득을 중심으로 후생과 빈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model)을 참고하면 소득보다 소비가 웰빙과 더욱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
로 뉴질랜드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소비가 소득보다 개인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더욱 설명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웰빙 증진을 위해 소득보다 소
비 증대에 중점을 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동시 세션으로 운영되었는데 Rachel Soloveichik(BEA)과 Xiwen Fu(Kobe
University) 등이 국민계정과 웰빙, 아시아의 웰빙과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Rachel Soloveichik는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정보의 양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 GDP통계에서는 동 서비스를 가계의 최종소
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료 정보서비스를 가계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
종소비지출로 처리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투입으로 반영하여 미국의 GDP를
다시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2006∼2015년 중 명목 GDP 성장률이 매년 0.02%p 정도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표자는 마케팅 목적의 무료 서비스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Xiwen Fu는 중국 도시지역 가계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와 소득 불평등간의 관계를 연
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국 가계 소득 서베이를 분석한 결과 2002년에는 주관적 행복도
와 소득 불평등이 정(正)의 관계를 보였지만 2007년에는 부(負)의 관계로 바뀐 것으로 나타
났다. 발표자는 이러한 결과를 터널효과1)(tunnel effect)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초
기에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지만 경제가 성장하여도 소득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Jonathan Andreas(Bluffton University), Xavier Jara(University of Essex) 등
이 웰빙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과 웰빙 측정치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Jonathan Andreas 교수는 새로운 웰빙 측정치로 중위기대수명소득(Median Expected Lifetime

1) 독일 경제학자 허쉬만(Hirschman)의 이론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2차선 터널로 비유하였
다.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터널에서 두 차선 중 어느 한 차선의 차량이 움직이면 다른 차선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곧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만 계속 한 차선만 움직인다면 기대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불만이
쌓이게 되는 현상을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적용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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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을 제시하였다. 중위기대수명소득은 연령층별로 중위소득과 생존율을 곱하여 산출
한 연령층별 중위기대소득을 다시 전체 연령대에 걸쳐 합산하여 구해진다. 발표자는 이 통
계가 소득불평등과 인구 분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위값의 특성상
소득의 분포를 알아야 하는 단점도 있다고 밝혔다.
Xavier Jara는 웰빙 측정치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는 정책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정책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비물질적 삶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발표자는 정책변
화가 소득과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변화가 두 가지 웰빙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웰빙 측정치를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섯 번째 세션은 동시세션으로 운영되었는데 Mihail Peleah(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이우진 교수(고려대) 등이 웰빙지수의 작성사례와 기회의 불평등
에 대해 발표하였다.
Mihail Peleah는 현재 UNDP의 인간개발지수2)가 각 국가별 인간개발의 성장은 잘 보여주
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표자는 SHDI-A(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ndex within these affordable
limits)지수를 제안하였다. 동 지수는 인적자원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
소가 야기하는 손실액을 추정하고 이를 인간개발지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우진 교수는 한국 노동패널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환경적 요소가 성과의 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의 환경적 요소로는 아버지의 학력, 성
별, 출생연도, 성장지역, 형제 및 자매 수 등을 고려하였고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노동
소득, 교육연수,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환경적
요소가 성과 불평등의 46%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교육
불평등에, 성별은 소득 및 건강 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Michael Wolfson(University of Ottawa), Jan Fidrmuc(Brunel University)
등이 웰빙 측정의 방법론적 이슈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Michael Wolfson 교수는 1975년 Sir Richard Stone이 개발한 사회인구 통계시스템(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의 이념을 토대로 캐나다의 GLT(Good Life Time) 체계를 개
발하였다. GLT는 1940～1959년생 캐나다인의 추적조사(cohort study)를 토대로 작성되었는

2)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는 UNDP가 작성하는 후생지표로 기대수명, 평균 교육기간,
기대 교육기간, 1인당 PPP기준 GNI 등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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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람의 일생에 걸친 건강, 소득, 여가의 변화 상태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
람은 여가시간이 많은 시점에는 소득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Jan Fidrmuc 교수는 유럽지역 주민의 주관적 웰빙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지
역 요인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유럽의 지역별 행복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응답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
다. 한편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등과 같은 객관적 항목과 건강, 안전 등의 주관
적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역요인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등이 고려되었
다. 산출된 행복지수를 GDP와 비교하여 보면 GDP는 부유한 지역의 웰빙을 과대하게, 가
난한 지역의 웰빙을 과소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논문이외에도 François Bourguignon 명예교수, Martine Durand OECD 통계국
장, Andrea Brandolini 박사(이태리 중앙은행), Lars Osberg 교수(Dalhousie University), 표학길
명예교수(서울대) 등 총 5명의 패널이 웰빙 측정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
을 벌였다.
금번 컨퍼런스는 웰빙을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방안, 다양한 웰빙 측정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학자 및 사회학자뿐 아니라 통계작성기관들로부
터도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외 학계 및 통계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계정연구반 과장 김병수>
2nd 2017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