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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대차대조표는 1968 SNA에서 투입산출표, 자금순환표와 함께 처음
도입된 이후 1993 SNA에서 구체적인 작성목적과 작성기준이 마련되었다.
이후 1997년 “Canberra Group”에서 고정자본스톡 통계의 측정을 개선
하고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그 활동이 진행중
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統計廳도 1997년 國富調査 실시 이후 매년 間接
推計 방식으로 국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당행에서는

스톡통계 중요성의 인식 증대와 대내외적인 연구, 조사의 진행에 따라
국민계정을 직접 편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계정의 완결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한 국가의 보유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기록하는 표로서, 기초대차대조표에 플로우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금액을 누적하여 합치면 기말대차대조표가 작
성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제도부문별(非金融法人, 金融
法人, 정부, 가계, 비영리단체)로 작성되며, 國外部門은 별도로 ‘국외
자산부채계정’으로 표시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
의 경제적 행태 연구, 즉 가계의 소비행태, 기업의 투자행태 및 자본조
달 연구에 유용하며, 자원의 이용 또는 개발 가능성의 타진 등 지속가능
한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주체간 자원 및 소득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편제 사례를 보면, 일본과 호
* 본고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통계팀 조용길 차장이 집필하였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
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주가 1993 SNA가 요구하는 완벽한 형태의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와 ‘자
산의 기타증감계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대차대조표만을, 미
국은 FRB에서 일부 제도부문(가계, 非金融法人, 非法人企業)에 대해 대
차대조표와 재평가계정을 매 분기별로 작성중이다.
이러한 국민대차대조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동 계정
의 편제를 위한 여건을 살펴보고 편제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대차대조표의 편제 여건을 보면, 금융부문 대차대조
표 측면에서는 ‘금융자산부채잔액표’가 작성되고 있으나 동 표가 期末
현재가액(時價)이 아니라 발행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작성되고 있어 保
有損益 또는 賣買損益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국외자산부
채계정’ 편제의 기초가 되는 국제투자대조표(IIP)는 2000년 이후부터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 이전 시계열의 소급 추계가 필요하다.
非金融資産부문 대차대조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國富統計 간접 추계
자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나 동 통계는 몇 가지 통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수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편제 여건을 기초로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방법론의 연
구 및 기초자료 확보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국부통계의 每年 推計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우리은행도 국민대차대
조표 편제가 1993 SNA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민대차대조표 편제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는 고정자산의 적정 평가, 금
융자산의 時價 평가, 토지나 지하자원의 신규 평가 등 자산가격의 평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서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의 신규 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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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國民貸借對照表의 연혁

국민대차대조표는 1968 SNA에서 국민계정의 일부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1968 SNA 매뉴얼에서는 투입산출표, 자금순환표와 함께 ‘국민대차대조표’
및 ‘재평가계정’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1977년에 들어 UN은 1968
SNA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에 관한 표준화된
편제지침을 마련하여「국민대차대조표 및 조정계정에 관한 국제적 지침」
(Provisional 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National and Sectoral
Balance-Sheet and Reconciliation Accounts)을 발간하였다. 그후 1993년에
UN 등 5개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국민계정체계(1993 SNA)에서는 국
민대차대조표의 작성목적 및 작성기준에 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
다. 즉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와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재평가
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993 SNA 제12장, 제13장).

1) 1968 SNA, 제2장「계정의 구조」

2. 固定資本스톡 통계 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증대

1997년 Canberra Group2)에서는 고정자본스톡 통계의 측정을 개선하고 국제
적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Canberra Group회의는 資本스톡

통계와 관련된 개념적 및 실무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997년, 1998년,
1999년의 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00년 「자본스톡 통계 매뉴얼」3)의
작성을 완료하고 동 그룹은 해체되었다. 그후 2002년「OECD 국민계정 전문
가회의」(2002. 10)를 계기로 Canberra Group 회의가 非金融資産의 측정을
주제로 다시 재개되었다. 동 전문가회의는 무형자산의 평가, R&D의 처리방
법, 고정자산 가격지수의 개발, 중고자산의 시장가격 측정법, 자연자산 스톡
의 측정법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非金融資産 측정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을 공식적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계속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3. 한국 통계청은 國富調査를 매년 間接推計 방식으로 추진 예정

統計廳은 우리나라의 유형고정자본 스톡을 중심으로 한 국부통계 조사를 4
회(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 실시한 이후 1997년 이후의 계열에 대
해서는 매년 間接推計 방식에 의한 국부조사의 전환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에 용역을 준 결과 산업부문은 3차에 걸쳐 시산을 실시하고
정부 및 가계부문에 대해서도 시산을 한 바가 있다.

2) Canberra Group은 1996년 18차 「유엔 통계위원회 실무작업반」에서 고정자본스톡 통계의
質的 제고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호주통계청이 처음 회의를 개최하여 동 회
의에 참석한 각국의 통계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음
OEC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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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계정의 스톡통계 추계의 필요성 증대

고정자본스톡 등 자산스톡 통계는 경제주체별 富의 측정지표로서 소비 및
투자 규모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 가용자원의 파악
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의 가격상승률 측
정을 위한 물량지표의 제공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당행에서는 이
러한 스톡 통계 중요성의 인식 증대와 대내외적인 연구, 조사의 활성화를 계
기로 국민계정을 직접 편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계정의 완결부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순서는 II장에서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와 편제목적, 계정체계
등을 살펴보고 III장에서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체적 추계방법을 서술하였다.
IV장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수반되어 편제되어야 할 ‘자산의 기타증
감계정’에 대해 언급하였고, V장에서는 외국의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 편제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국민대차대조표의 개요
1.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차인 순자산을 기록하는 표이다. 국민계정상의 대차대조표
는 스톡계정으로서 기말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에 蓄積計定4)인 ‘자본
4) 국민계정은 크게 경상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축적계
정’(accumulation account)은 기초와 기말 대차대조표 사이에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모
든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며 ‘경상계정’은 생산, 소득분배 및 사용을 기록하는 계정임

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재
평가계정)의 금액을 누적하여 산출된다.

<계정 명>

<설 명>

기초 대차대조표

기초 스톡액

+

자본계정

회계기간중 非金融資産의 증감액

+

금융계정

회계기간중 金融資産의 증감액

資産量 기타증감계정
자산의

+

회계기간중 보유 資産量의 기타
증감액

기타증감계정

회계기간중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再評價計定

에 의한 名目保有損益
〓

기말 대차대조표

기말 스톡액

이중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은 국민계정 편제과정에서 도출되는 계정으로,
자본계정은 고정자본형성, 非生産資産의 純增 등 기간중 非金融資産(=실물자
산)의 증감액을 표시하는 계정이며, 금융계정(=자금순환표)은 기간중 금융자
산, 부채의 증감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자본계정
자산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순대출(순차입)

자산 증감
금융자산의 순취득

순저축

귀중품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금융계정

자본이전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부채의 순발생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예금

현금통화, 예금

주식 이외의 증권

주식 이외의 증권

대출

대출

주식 및 기타지분

주식 및 기타지분
기타 수취채권

기타 지급채무
순대출(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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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축적계정중 경상적 거래에 의한 금액 증감을 기록
하는 자본계정, 금융계정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자산, 부채 및 순
자산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지하자원의 감모발견
․
, 전쟁에 의한 파괴,
자연재해 등과 같은 資産量의 변화를 기록하는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가격
수준 및 가격구조의 변화 등 자산량 이외의 요인에 의한 자산, 부채의 변화
요인을 기록하는 재평가계정으로 구분된다.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재평가계정
자산 증감

비금융자산의 경제적 출현

재난에 따른 손실

명목 보유손익

야생 생물자원의 자연생장

무상점유

(중립보유손익)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소멸

분류 및 구조의 변동

(실질보유손익)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기타 양적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중립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실질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무상점유
분류 및 구조의 변동
기타 양적 증감

국민대차대조표는 居住者부문의 제도부문별 분류를 따르며 비거주자 부문
인 국외부문은 별도로 國外資産負債계정(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Account)으로 표시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 非居住者의 입장에서 국내

부문과의 금융채권, 채무관계를 표시하며 금융자산, 부채스톡의 수준과
구성을 나타낸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국제수지매뉴얼」상의 국제투자
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에 해당하는데 다만
IIP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반면 국외자산부채계정은 비거주자
입장에서 작성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상의 순자산(또는 순부채)은 거주
자인 국내경제의 국외 순부채(또는 국외 순자산)에 해당한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편제 목적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국가경제의 경제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가계의 경우 가계 消費行態의 연구에 있어서
소득 및 저축 외에 富의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며, 기업의 경우에서
는 고정자산 스톡이 기업의 투자행태 및 자본조달 연구에 유용하다. 또 광
물자원, 토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자료는 동 자원의 이용 또는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고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됨으로써 持續可能한 개발계
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국민대차대조표의 편제 목적은 국가의 자산
및 부채, 순자산 상태를 파악함으로서 국가자원의 가용량, 또는 잠재적 사용
가능량을 파악하고 적정 생산과 투자,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주체간 적정한 자원 및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있다
고 하겠다.

3. 국민대차대조표의 構造
가. 국민대차대조표의 포괄대상 항목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대상항목은 좌변에 자산을, 우변에 부채 및 순
자산이다. 자산은 非金融資産(=실물자산)과 金融資産으로 분류되며, 비금융
자산은 다시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된다.

生産資産

(produced assets)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비금융자산을 말하며, 생산에서의
역할에 따라 ‘고정자산,’ ‘재고,’ ‘귀중품’으로 세분된다. 고정자산
은 생산을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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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육성자산, 무형생산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5) 재고는 생산과정의
중간소비로 사용되거나 판매 또는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귀중품은 가치 저
장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생산이나 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非生産資産(non-produced assets)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거나 생산과정 이
외의 방법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생성방법에 따라 ‘유형비생산자산’(=自
然生成資産)과 ‘무형비생산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비생산자산은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고 양도가능한 자연자산으로 토지, 지하자산, 非育成
생물자원, 水資源 등이 있으며 소유권이 없는 환경자산(해양, 대기)은 제외
된다. 무형비생산자산에는 특허권, 영업권, 기타 양도가능한 계약 등이 있
다.
금융자산 및 부채는 유동성을 가지고 경제주체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형성
된 것으로서 화폐용 금, SDR, 현금 및 예금, 증권, 주식, 대출금, 기타 수취
채권 및 지급채무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과 다른 점은 타 제도부문(=경제
주체)에 대해 대응되는 부채를 가진다는 점이다(단, 화폐용 금과 SDR은 예
외). 따라서 제도부문들을 합계한 국내통합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 국
내부문간의 금융자산, 부채는 상계되어 대외 채권채무만 남게 된다.
순자산(net worth)은 국민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차6)의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도부문들이 소유한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의
총가액에서 총부채 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SNA 3.68). 이에 따라
각 제도부문별 순자산이 산출될 수 있다.
5) 家財資産(=가계가 최종소비목적으로 취득한 차량, 및 기타 기계, 장비, 가재도구 등)은 국
민계정에서는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최종소비’로 처리하고 있음
6) 국민계정의 용어로는 균형항목(balancing item)이라고 부름

순자산의 개념과 國富(national wealth)와는 정의상의 차이가 있다. 일반
적으로 富(wealth)는 산출물 또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일컬으며
국민대차대조표상의 國富는 “비금융자산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채권(=國外純
*

資産) 의 합계”를 의미한다7)(SNA 13.2).
統計機關의 실제 국부 추계시에는 그 포괄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금액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범위 대상으

로 잡고 있는 국부는 국민대차대조표상의 일부인 “유형고정자산, 재고자
산, 가계부문의 家財資産, 유형비생산자산중 토지와 입목, 그리고 국외순자
산”에 한정하고 있다(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추후로 통계를 개발하여 국
부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家財資産은 국민계정에서 현재 소비지출로 처리
하고 있으나 몇 년에 걸쳐 사용되는 가계의 내구소비재로서 고정자본스톡 추
계시에는 포함되고 있으며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脚註사항으로
처리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외순자산은 국내경제부문의 국외부문에 대한 금
융채권에서 국외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7) 국민대차대조표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국내의 제도부문별 계정 작성시에는 계상되나 통합대
차대조표에서는 부문간의 채권채무가 상계되고 국외부문에 대한 채권채무만 남게 되므로 國
外純資産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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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와 國富의 포괄범위>
국부통계
(통계청 97년
기준)

국민대차대조표
주거용
건물
유형고정자산

기타건물
및 구축물

유형고정자산(가계부
문의 가재자산 포함)

기계 및
장비

고정자산
생산자산

육성자산
무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비금융자산

재고자산

귀중품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부지
유형비생산
자산

지하자산
비육성
생물자원

비생산자산

비생산 유형자산중
일부(토지 및 입목)

지하수자원
무형비생산
자산
금융자산
(부채포함)

금융자산 일부(대외
순자산)

나. 국민대차대조표의 계정체계
대차대조표 계정은 기초대차대조표와 기말대차대조표, 그리고 기초 및 기
말 대차대조표간의 자산, 부채 증감거래를 측정하는 축적계정(=자본계정, 금
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을 축약한 형태인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
성된다.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의 순자산증감은 세 가지 요인, 즉 ‘저축 및

자본이전,’ ‘자산량 기타증감,’ ‘명목보유손익’에 의해 변화된다. 대
차대조표 증감계정에는 ‘순저축’과 ‘순자산 증감’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순저축은 순자산 증감에서 자본이전, 자산량 기타증감액과 명목보
유손익을 차감한 것과 동일하다.

1) 기초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2)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증감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증감
①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 증감
②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 증감
③ 명목보유손익에 의
한 순자산 증감

3) 기말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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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는 국내 거주자부문의 制度部門별로 각각 작성되며, 비거주
자와의 금융채권 채무관계를 나타내는 國外部門도 작성된다(표 참조).

III.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방법

1. 價格評價의 일반원칙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격 평가방법은 대차대조표의 작성시점에서 再取得한
것으로 평가한다8). 즉 작성시점의 현재가격(current prices)으로 평가하며
비금융자산의 경우 ‘所有權 移轉費用’도 포함한다.

동 가격은 市場에서

매매가 되는 등 관찰가능한 가격이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의 적용 예로서 금
융채권, 건물, 운송장비, 작물, 가축 등이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추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용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가격 측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취득가액(=歷史原價)에 경과기간 동안의 物價倍率을 곱하고 또 잔존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산출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대용
(收益還元法, 또는 純現價法(Net Present Value Method)이라고 불리며
지하자원, 어장, 입목 등의 자산평가에 이용)
․토지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
산 감정가액을 사용
8)

유럽국민계정체계(ESA)에서는 평가방법을 再取得시의 '구매자가격'으로 하며, 자가계정 생
산의 경우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ESA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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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별 추계방법

가. 비금융자산의 추계방법

(1) 生産資産의 추계방법

생산자산에는 ‘고정자산’과 ‘재고’가 있으며 모두 기말 시점의 재취득
(=再調達)가격으로 평가하며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본소모액을 차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고정자본스톡 추계액을 이용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의 국부통계 조사결과와 한국은행의 총고정자본형
성액을 이용할 수 있다.

<자본스톡의 총액과 순액 개념>
자본스톡에는 총액 개념과 순액 개념이 있다(OECD 1992, 2001). 총자본
스톡(gross capital stock)은 자산이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생
산의 효율성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의 자산가액을 나타낸다.
즉 자산의 사용연수와 실제 상태와는 관계없이 동일형태의 신규자산을
구입하는 데 드는 가액을 말한다.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은 현
재의 자산을 시장에서 구입했을 때 소요되는 가액을 말한다. 순자본스
톡은 총자본스톡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있다.

고정자본스톡의 추계방법으로는 크게 영구재고법과 직접조사법(survey
method)이 있으나 이 두 가지 방법의 절충형으로 기준년접속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구재고법과 기준년접속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PIM)
영구재고법은 자산의 과거 구매액들을 누적하여 자본스톡을 추계하며 고정
자본소모액을 총자본스톡에서 차감하여 순자본스톡을 산출한다.9) 영구재고
법을 이용하여 총자본스톡을 추계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기초자료는 다음
과 같다.

․최초 基準年의 자본스톡 추계치
․기준년부터 현재까지의 총고정자본형성 자료
․자산별 가격지수
․자산별 평균내용연수
․평균 내용연수를 전후한 자산의 폐기율
총자본스톡(GCS)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 폐기된 자산을 제외한 매년도 투
자액들의 누적 합계액으로 표시된다.

단,

불변가격 총자본스톡
불변가격표시 년도 총고정자본형성
년도 투자의 시점에서의 폐기율
년도 투자의 시점에서의 잔존율

순자본스톡(NCS)은 총자본스톡에서 고정자본소모액을 차감한 것으로 다음
과 같이 표시된다.

단,

: 감가상각률

총자본스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廢棄되는 자산의 비중(=廢棄率)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폐기(retirements, discards)란 일정 자산을 자본
9) 미국의 BEA는 고정자본소모와 순자본스톡 추계를 위한 중간단계로 총자본스톡을 산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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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금액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자산이 잔폐물로 매각되거나 철거, 또는 단
순히 포기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처분(disposals)은 생산목적을 위해
중고품으로 재매각되는 것을 포함하는 좀더 넓은 개념이다.
廢棄率 산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廢棄函數10)(또는 殘存函數11))를 사용
하는 데 OECD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함수는 크게 네 가지 형태, 즉 線
型, 留保線型, 鐘形, 일괄소멸형으로 구분된다.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종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일괄소멸형을
사용하고 있다.12)

10) 어떤 자산은 事故나 신제품으로의 교체 등으로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하고
어떤 자산은 내용연수가 훨씬 지나서 폐기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특정 자산의 폐기율을 시
간에 따른 분포도로 나타낸 것이 ‘폐기분포함수’임
11) 잔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폐기함수(mortality function)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도됨
12) OECD(2001)

폐기함수 및 잔존함수 유형
폐기함수

잔존함수

1. 선형(Linear)
폐기율

2. 유보선형(Delayed linear)

3. 종형(Bell shaped)

4. 일괄소멸형(Simultaneous exit)

자료원: OECD(1992, 2001), 현진권(2001)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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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재고법의 실제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연도 경상가격 총고정자본형성액을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불변가격 총고정자본형성액을 산출한다.

② 각 자산의 내용연수와 폐기함수를 이용하여 자산별 폐기액을 산출한
후 불변가격 총고정자본형성액의 매년 누적액에서 동 폐기액을 차감
하여 불변가격 총고정자본스톡을 계산한다.

③ 자산별 감가상각 함수를 이용하여 불변가격 고정자본소모를 계산한
다.

④ 불변가격 총고정자본스톡에서 불변가격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불
변가격 순고정자본스톡을 계산한다.

⑤ 불변가격 순고정자본스톡에 자산가격지수를 이용하여 경상가격 순고
정자본스톡과 경상가격 총고정자본스톡, 경상가격 고정자본소모를
각각 계산한다.

<영구재고법 적용절차>
총고정자본형성(경상가격)

자산물가지수
총고정자본형성(불변가격)
내용연수,
폐기함수
영구재고법
감가상각함수

폐기율
고정자본스톡(불변가격)

고정자본소모(불변가격)

순자본스톡(불변가격)
자산물가지수
고정자본소모(경상가격)

순자본스톡(경상가격)

총자본스톡(경상가격)

자료원: OECD(2001)

<수명-효율성표와 수명-가격표>
또다른 영구재고법에 의한 고정자본스톡 추계방법은 ‘수명-효율성
표’(age-efficiency profile)와 ‘수명-가격표’(age-price profile)의
관계를 이용하여 순자본스톡을 바로 도출하는 방법이다(현재 미국 노동
통계국과 호주통계청이 사용중). ‘수명-효율성표’는 자산의 사용연수
에 따른 생산효율성의 변화를 나타내며, ‘수명-가격표’는 자산의 사용
연수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별도의 감가
상각함수가 필요없으며 위의 두 개의 표와 할인율을 이용하여 고정자본
소모액을 간접적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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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스톡의 계산을 위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정액법, 年數合計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고정자본스톡 추계법
추계방법

감가상각 방법

잔존함수

호주

영구재고법

정액법

Winfrey 함수

캐나다

영구재고법

정액법, 정률법

정규분포

덴마크

영구재고법,

직접

-

법

Winfrey 함수

독일

영구재고법

정액법

한국

직접법

d e c l i n i n g
balance method

-

정액법

-

네덜란드

영구재고법,
법

직접

*

감마분포

노르웨이

영구재고법

정률법

일괄소멸

싱가포르

영구재고법

정액법

일괄소멸

영국

영구재고법

정액법

유보선형

미국

영구재고법

정률법

일괄소멸

자료원: Canberra회의(1997.3)
* Winfrey 폐기함수: 미국의 R. Winfrey가 1920-30년대에 176 종류의 각종 자산에 대하여 設置에
서 폐기시점 사이의 폐기분포를 조사하여 각 자산유형별 폐기함수를 추정해 내었다.

(나) 기준년 접속법(Benchmark Year Method, BY법)

기준년 접속법은 기준년의 고정자본스톡 자료에 총고정자본형성의 시계열
을 加算하여 각 연도의 고정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영구
재고법의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추계방법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기준년의 고정자본스톡 자료로는 국부통계
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기준년접속법은 영구재고법을 다소 변형한 모형으로서 기준년의 총자본스

톡과 순자본스톡을 각각

,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

다.

단,

불변가격 총자본스톡
불변가격순자본스톡
불변가격표시 년도 총고정자본형성
년도 투자의 시점에서의 잔존율
년도 투자의 시점에서의 감가상각률

(다) 다항식 기준년접속법(Polynomial Benchmark Year Method)
다항식 기준년접속법은 두 개의 기준년 자본스톡의 實査 자료와 기준년 사
이의 투자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년 사이의 각 연도의 자본스톡을 추정
하는 방법이다. 동 방법은 폐기분포와 감가상각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서 동 모델 내에서 감가상각률과 폐기율이 자
동 결정되며 감가상각률이 매년 일정하다는 定率法을 가정하게 된다.

단,

총자산 불변가격
순자산 불변가격
투자 불변가격

폐기율
감가상각률
기준년과의 시차

(라) 우리나라 통계청의 작성방법
우리나라의 고정자본스톡 추계는 자산별 폐기분포와 감가상각에 관한 신뢰
할 만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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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97년 以前의 매년도 고정자본스톡은 통계청이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 네 차례에 걸친 ‘直接調査法’에 의해 추계한 고정자본스톡 통계
를 근간으로 하여 ‘다항식 기준년접속법’에 의해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以後의 고정자본스톡은 1997년을 기준년으로 한 ‘기준년접속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계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정자본스톡의 가격평가 방법(1997년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기업, 개인기업, 비영리단체
총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

신품

치, 선박, 차량․운
반구, 공구․기구․비
품

순자산

건물면적×
1997년 신축단가

총자산×잔가율주)

취득가액×
물가배율

총자산×잔가율

취득가액 ×물가배율 ×1/ 중고
품 취득전 경과년수에 의거

중고품

한 잔가율

총자산×최초의 취득년
도에 의거한 잔가율

주) 殘價率의 산출방법:
잔가율(r) =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자산의 경과년수

단,

자산이 내용년수에 도달한 때에는 잔가율= 10%, 내용년수의 2배에 달한 때에는 잔가율=
1% 로 설정

정부
총자산
신품
유형
고정자산

취득가액×물가배율
취득가액 ×물가배율 ×1/중

중고품

고품 취득전 경과년수에
의거한 잔가율

순자산
총자산×
잔가율

총자산×
최초의

취득년

도에 의거한 잔가율

가계
총자산

순자산

주택

주거 전용면적×1997년 신축
단가

총자산액×잔가율

家財資産

1997년 보유수량×
1997년 신
품가격

총자산액×잔가율

자료원: 통계청(1999.11), 국부통계조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생산자산중의 在庫 추계방법은 期末의 再取得 가액으로 평가해
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13)

(2) 非生産資産의 추계방법

土地의 평가는 토지면적과 단위당 地價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토지거래가
없는 경우 가격평가가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地下資源과 魚類資源은 대부분의 대차대조표 작성기관에서 수익환원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익환원법은 대상자산의 미래 순수익 발생액을 적
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추계방법

주식 및 시장성 증권은 市場價額으로 평가한다. 이때 상장증권의 경우 시
장가격이 존재하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상장증권의 시장평가액을 준용하고 있
다. 그 외 기타 금융자산부채는
․
‘자금순환계정’의 평가법을 따르고 있다.

13) 통계청(1999. 11), 국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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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완전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플로우계정인 자본계정금융계정과
․
대차대조표의 갭을 메워주는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이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 이외의 다
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재평가계정으로 세분된다.

1.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이 계정에 기록되는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비금융자산(생산자산,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 채굴가능한 지
하자원의 발견 또는 증가, 무형비생산자산(특허권, 영업권 등)의 증
가
② 야생(=非育成) 생물자원의 자연생장 : 魚類자원, 원시림의 경제적
출현 또는 증가
③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소멸 : 지하자원 매장량의 감모, 영업권의 상
각, 지하자원의 질적 저하
④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무상점유 : 홍수, 전쟁, 폭동 등 재난에 의
한 손실, 비거주자에 대한 보상없는 점유
⑤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의 기타 양적 증감 : 예측하지 못한 진
부화, 불량채권의 貸損 처리
⑥ 부문분류 및 구조의 변동 : 제도부문간 재분류, 構造調整에 의한 금

융자산부채의
․
변동, 자산부채
․
분류의 변경 등
이 계정의 가격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출현의 경우 : 시장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며
그외 대부분은 장래수익의 할인된 현재가격(=수익환원법)으
로 평가함

․비생산자산의 소멸, 재난에 의한 손실 : 前期末 대차대조표 금액(금기
가격 변동을 감안)으로 평가함

2. 再評價계정

재평가계정은 회계기간중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의 소유자에게 발
생하는 보유손익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동 계정은 자산의 ‘명목보유손익’
을 기록하며 명목보유손익은 다시 ‘중립보유손익’과 ‘실질보유손익’으로
세분된다. 中立보유손익은 기간중 당해 자산의 실질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유손익으로 동 자산가격이 一般物價水準과 동일한 비율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보유손익을 말한다. 實質보유손익은 명목보유손익에서 중립보
유손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화서비스의
․
相對價格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
유손익이다.

동 계정의 가격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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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계속 보유하는 자산 : 기말 가액 - 기초 가액
․기초에 보유했다가 기중에 매각한 자산 : 실제 처분가액 - 기초 가액
․기간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는 자산 : 기말 가액 - 실제 취득가액
․기간중 취득 및 처분이 이루어진 자산 : 실제 처분가액 - 실제 취득 가액

보유손익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먼저 ‘명목보유손익’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간중 취득, 처분한 자산의 가격에 관한 자료가 확
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말대차대조표와 기
초대차대조표 가액의 차액에서 자본계정, 금융계정 및 자산량 기타증감 계정
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도출하게 된다. ‘중립보유손익’은 기초의 자
산 가액에다가 종합물가수준을 나타내는 포괄적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곱해
산출하며 ‘실질보유손익’은 명목보유손익에서 중립보유손익을 차감한 잔액
으로 얻는다.

V. 외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편제 사례
국제적으로는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차대조표 작
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고정자본스톡과 비생산자산에 관한 측정과 평가방법의
통일된 기준이 미흡했고 국민계정에서 대차대조표에 대한 수요가 타 계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이를 작성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
가별로는 일본과 호주가 1993 SNA가 요구하는 완벽한 형태의 제도부문별 대
차대조표와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대차대조
표만을, 미국은 일부 제도부문에 한해 대차대조표와 재평가계정을 작성중이
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작성 예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1968 SNA 기준에 따라 3개 제도부문(가계 및
비영리기관, 非農業 非金融법인기업, 非農業 非法人기업)에 대해 대차대조표
와 재평가계정(=순자산 증감계정)을 매 분기별로 작성중에 있으며 시계열은
1952년까지 소급되고 있다. 대차대조표에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부동산,
고정자산, 재고, 소비자내구재)이 표시되며 市場價額과 歷史原價(취득가액)
의 두 가지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대차대조표>
가계 및
비영리기관
(유형자산은 시장가액 또는
재조달가액으로 평가)
자산
유형자산
부동산1)
2)
장비 및 소프트웨어
2)
재고
소비자내구재2)
금융자산
. . .
부채
. . .
순자산(시장가액)
(유형자산은 역사원가로
가)
자산
유형자산
3)
부동산
3)
장비 및 소프트웨어
3)
재고
순자산(역사원가)

평

非農業
비금융법인기업

非農業 비법인기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주 : 1) 시장가액, 2) 재조달(현재)원가, 3) 역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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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증감계정>
가계 및
비영리기관

비농업
비금융법인기업

비농업 비법인기업

(유형자산은 시장가액 또는
재조달원가로 평가)
순투자
순유형자산투자
순금융투자
보유손익(시장가액)
. . .
보유손익(재조달원가)
. . .
(유형자산은 역사원가로

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순유형자산 투자

〃

〃

순금융투자

〃

〃

가)
순투자

이와는 별도로 미국 商務部(경제분석국)는 국부통계의 일종인 ‘유형고정
자본스톡’ 통계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대해 자산종류별(장비, 구축물,
건물), 산업별, 법적 형태별(법인, 비법인)로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 동 시계
열은 1925년까지 소급된다.

2. 일본

일본은 1955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國富센서스를 통해, 1970년 이후
는 기준년접속법(BY법)을 주로 이용하여 고정자본스톡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1993 SNA로 이행한 2001년부터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현재 시계열은 1990년까지 소급). 작성방법은 생산자산중 재고와 유형
고정자산은 1970년 국부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기준년 접속법(BY법)을
사용하며, 무형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PIM)으로 추계하고 있다. 비생산자산

은 토지와 지하자원(①석탄, 석유, 천연가스, ②금속광물, ③비금속광물) 및
어류자원에 대해 작성중이다. 또 기초와 기말 스톡계정의 증감을 연결하는
플로우계정으로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외에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해당하
는 ‘調整計定’을 작성하고 있다. 조정계정에는 가격변화에 의한 재평가,
채권자의 대손상각, 통계상 불일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말대차대조표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일반정부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재고
유형고정자산
유형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기말자산 잔액
부채
국부(순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잔액

調整計定
비금융
법인기업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재고
유형고정자산
유형비생산자산
금융자산
자산의 증감
부채
순자산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 증감)
(명목보유손익에 의
한 순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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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대차대조표 작성방법에 관해 간단히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대차대조표 비교>
미국

작성기관

연방준비이사회

시작년도

1952

일본

호주

캐나다

경제사회총합연구소

통계청

통계청

1990

1991

1969

대차대조표,
자산의 기타증
감계정

계정 종류

대차대조표,
재평가계정

대차대조표,
조정계정

작성 주기

분기

매년

매년

제도부문 분류

3개 (가계 및 비
영리기관, 비금융
법인기업, 비법인
기업)

5개 (비금융법인기
업, 금융기관, 일반
정부, 가계, 민간비
영리단체)

4개 (비금융법
인기업, 금융법
인기업, 일반정
부, 가계, 대외
부문)

42개 부문

생산자산 분류

장비 및 소프트웨
어, 재고, 소비자
내구재

고정자산, 재고

고정자산, 재고

주거용 ․ 비주거
용 구축물, 기
계장비, 소비
자내구재, 재
고

비생산자산
분류

부동산

토지, 지하자원,
어류자원

토지,
지하자
원, 원시림

토지

금융자산
평가방법

시장가격

시장가격

시장가격

대차대조표

분기

-

VI.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 편제방안 모색
1. 편제방법론의 구상
국민대차대조표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할 것이다.
<비금융자산중 고정자산>

<금융자산(및 부채)>

기초 순고정자산 잔액
(경상가격)

기초금융자산(부채) 잔액

+

총고정자본형성

+

금융거래 증감액

-

고정자본소모

+

자산량 기타증감액

+

자산량 기타증감액

+

자산가격 변동에 의한 보유손익

+

자산가격 변동에 의한 보유
손익

=

기말 순 고정자산 잔액
(경상가격)

=

기말 금융자산(부채) 잔액

일부 고정자산의 경우 기말 순자산스톡이 산출되는 경우 ‘자산의 기타증
감계정’ 항목은 잔차에 의해 사후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비생산자산중 토지는 실제 면적에 개별 公示地價를 곱하는 (물량×
가격) 평
가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토지의 時價 평가방법에 관한 보다 객관적
인 자료 확보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지하자원 및 魚資源은 “광물자원매
장량 현황”과 “어자원 보유현황”을 참고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으
나 이 또한 보다 합리적인 時價評價法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 편제여건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를 편제하기 위해 현재 작성되고 있는 주요 통
계자료들의 여건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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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부문 대차대조표 작성

(1)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금융자산과 부채는 현재 ‘금융자산부채잔액표’가 작성되고 있어 국내 제
도부문간 또는 국외부문과의 금융거래가 파악될 수 있으나 동 잔액표가 기말
현재가액(時價)이 아니라 발행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만 측정되고 있어 보
유손익 및 매매손익의 측정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정 화폐가액의

자산부채
․
(예: 현금, 예금, 대출금 등)는 기간중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보유
손익 평가가 용이하나 시장성 유가증권(예: 주식, 채권 등)은 가격이 변동되
므로 이의 보유손익 측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기
말 현재가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명목보유손익,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등
‘자산의 기타증감계정’도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외자산부채계정 작성의 기초가 되는 통계로 현재 2000
년말과 2001년말의 수자가 발표되었는데 동 표는 기초 및 기말 국외금융자산
부채 잔액과 국외순자산 규모, 국외부문의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항목을 기록
하고 있으므로 이 표를 활용하면 국외부문 대차대조표 작성이 가능해 진다.
다만 2000년 이전 시계열의 입수가 곤란하여 이의 소급 추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非金融資産 대차대조표 작성
비금융자산 대차대조표 작성은 현재 統計廳에서 작성하고 있는 國富統計
자료에서 고정자산과 재고, 非生産資産중 토지, 立木 등의 자료를 최대한 이
용할 수 있으나 동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
는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① 1997년 이전 자료는 ‘다항식 기준년접속법’을 사용하여 매년의 자산스
톡을 추정하였으나 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총자산의 廢棄率은 68
년～97년의 주택과 기계설비 부문, 87년～97년의 구축물과 운수장비 부
문이 (-)로 나타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이 어렵다. 이는 국부통계
의 스톡자료보다 국민계정의 누적된 총고정자본형성이 작게 나타났기 때
문이다. 또 순자산을 이용하여 추정한 감가상각률은 68년～87년 비주거
용 건물 부문이 (-)로 나타나고 있다.

폐기율 및 감가상각률 추정(통계청)
단위: %
폐기율
68-77
주거용 건물

감가상각률

77-87

87-97

68-77

77-87

87-97

-3.4

-3.3

-1.5

5.6

1.1

3.6

-11.4

-6.1

0.9

-6.5

-1.4

3.5

3.5

0.6

-4.2

9.3

8.5

0.7

운수장비

14.0

3.4

-0.3

49.5

28.6

16.2

기계장비

-3.7

-3.0

-7.4

11.7

15.8

8.9

총계

-3.5

-3.0

-3.1

4.8

5.3

4.6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자료원: 통계청(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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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7년 이후의 시계열은 ‘기준년접속법’을 이용하여 1997년 국부통계
의 고정자본스톡에다 국민계정의 총고정자본형성액을 加算해 가는 방식
인데 그 추계결과가 1997년을 기준으로 以前과 以後가 동일한 추세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부통계의 스톡자료가 과대계상되었거나
국민계정의 총고정자본형성액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두 자료를 동시에 접합시킨데 따른 통계상의 非整合性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非整合性과 陰의 폐기율 문제 등을 해
결하여 비금융자산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실물부문 대차대조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고정자본스톡 추이
(단 위 : 조 원 )

1995 불 변 가 격

경상가격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연도

자료원: 통계청(2002.12)

※ 國富통계 자료와 총고정자본형성 자료의 非整合性 문제

國富통계의 스톡자료와 총고정자본형성 누계결과와 차이가 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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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① 국부통계에서 고정자산을 현재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
격지수14)는 品質調整 가격지수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
는 가격지수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택, 건물, 구축
물 등은 품질변화가 많았던 부문으로 이들 부문의 가격상승률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택, 건물 등의 현재가액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② 국부통계에서 1997년 이후의 총고정자본스톡의 폐기율을 추정할 때
Winfrey 폐기분포함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1997년 이전의 폐기율 추
정방법(=다항식 기준년접속법)과 다르기 때문에 1997년 이후의 폐
기율은 과대계상될 수 있다.

非金融資産 부문의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실물자산에 대한 별도의 보
유손익 평가와 자산량 기타증감의 측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별도
의 조직 구성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향후 개발방안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3년 새로운 SNA의 도입 이후 국민대
차대조표 작성기준이 도입되고 1997년 이후 Canberra Group을 중심으로 고정
자본스톡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점증되어 왔다. 국내적
으로도 국부통계의 매년 추계작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
14) 현재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단가(한국감정원)를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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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방법론 및 기초자료 확보 여건이 조만간 성숙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위한 연구와 기초자료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
도 1993 SNA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대차대조표 편제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
하여 연구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차대조표 편제를 위한 선결요건은 무엇보다도 고정자산의 적정 평가, 금
융자산의 時價 평가, 토지나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의 신규 평가 등 자산가
격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서 계정 부문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계정 부문별 고려 사항
자료원
비금융자산 부문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비생산자산
토지
지하자원
어류자원
무형비생산자산
재평가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국부통계조사
국부통계조사(계획중)
국부통계조사(계획중)
-

요 조치사항
수치조정 필요

신규작성
신규작성
신규작성
신규작성
신규작성

금융자산 부문
금융대차대조표
재평가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금융자산부채잔액표
-

時價評價 필요
신규작성
신규작성

국외자산부채계정
대외금융잔액표

국제투자대조표

과거시계열 연장 필요

포지션변동표

국제투자대조표

과거시계열 연장 필요

대차대조표 작성에 요구되는 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국외자산부채계정

대외금융
잔액표

포지션
변동표

금융대차대조표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현재가격)

재평가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비금융자산대차대조표

비금융자산
잔액표

재평가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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