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지역내 및 지역간 경제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현상 분석과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정책평가 등에 활용할 분석도
구로 정도높은 지역산업연관표의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접추정기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사례는 있었으나 간접추정기법보다 우수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지조사에 의
한 지역산업연관표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추진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론
적 연구를 시도하여 주요 작성기준과 작성과정 및 주요 부문별 추계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고
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는 2000년 전국
산업연관표의 통합중분류(77부문) 수준의 대외공표 부문수를 갖는 지역간
비경쟁이입형표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동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나은 작성방안이 적용될 수 있어 본고에서 제시된 방안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가 작성될 경우 지역의 경
제현상 분석과 지역경제정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등에 그 활용도나 유용성
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정도 높은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부, 기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고는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지역I/O반의 서정룡 반장과 이우기 차장급조사역이 집필하였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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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방자치와 지역분권화 등 지방화시대 도래와 함께 최근 지역간 균형발
전이 국가적 관심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선 지역경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
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역내 및 지역간 경제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
시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개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지역경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
응하여 지역의 경제현황과 산업구조 실태 및 지역개발관련 정책효과를 파
악하고 지역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예측을 수행하려는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지역관련 경제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역의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
업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여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과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분석기법 활용의 필요성1)이 증대되고 있다.
1) 강광하와 박상우․이종열․변세일외는 각각 「산업연관분석론」과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연
구Ⅲ」에서 지역경제현상 연구에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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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관분석에는 지역경제의 종합지도라 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
표의 작성이 필수적이고 특정지역내의 경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
역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간 산업
연관표」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실지조사방법(survey method)
과 간접추정기법(nonsurvey method)이 있는데 간접추정기법보다는 실지
조사방법의 정확성과 우수성2)이 인식되고 있다. 간접추정기법이 아닌 실
지조사방법에 의한 「실측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출액과 지역간 교역액 등의 기초통계가 필요하나 이에 맞는 지역관련
기초통계가 미흡하여 동 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실측으로 작성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
고는 거의 없고 미국의 경우 간접추정기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일부 연구기관에서 간접추정기법에 의한 지역산
업연관표를 작성한 사례는 있었으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
는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한국은행은 정부의 요청으로 그동
안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전국산업연관표 작성경험을 살려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방안을 모색하는 시
론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Wansink와 Maks는 “On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IO Tables”(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회의자료, 1997.8)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산업연관표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기
술하고 있다.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Regional Multipliers”, Third
Edition, Mar.1997, pp21과 J. Oosterhaven, “Spatial Interpolation and Disaggregation of
Multipliers”, Geographical Analysis Vol.37, Jan.2005, p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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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산업연관표 개요

1.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다른 산업에 중간재
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하게 된다. 산업
연관표는 이와 같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형태에 따라 중간수요 또는 중간
투입과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산업연관표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어느 한 산업부문의 생산기술구조
가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 산업부문에 대한 여러 지역의 생산기
술구조를 평균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산업부문
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기술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산업연관표가 다룰 수 없는 지역간의 상이
한 생산기술구조나 교역상태를 반영하여 지역간 및 산업부문간의 상호 의
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산업연관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는 개별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지역내 산업연
관표와 다수의 지역간 교역구조를 함께 표시하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표1> 및 <표2>에 나타나 있는 지역내 산업연관표는
전국산업연관표를 특정지역내에 적용한 것으로 표의 형식이나 각종 개념
도 전국산업연관표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산업연관표가 외국과의 거
래를 수출 및 수입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거래를 이출 및 이입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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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고 이출입으로만 표시되므
로 지역내 파급효과의 계측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표3> 및 <표4>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간 및 산업간 거래내역을 한 표에 나타낸 것으로 전
국산업연관표나 지역내 산업연관표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지역간 산업
연관표는 자기지역 생산품에 대한 사용내역과 다른 지역 생산품에 대한
사용내역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된다. 이러한 지역간 산업연관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역(이출입)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고 지역내 산업연관표에 비해서 작성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지역내 산업
연관표로는 분석할 수 없는 지역간 파급효과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충남지역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충남의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투자재에 대한 파급효과만 계측되
므로 투자재가 경북지역으로부터 이입되었다면 충남지역내에는 생산파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에서는
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투자재의 원재료를 충남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충남
지역의 설비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파급효과는 없지만 원재료 생산과
관련된 간접적인 파급효과의 발생을 계측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산업연관표는 수입품이나 이입품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재화의 처리방식에 따라 크게 경쟁형과 비경쟁형의 두 가지 형
태로 나눌 수 있다. <표1> 및 <표3>의 경쟁형 지역산업연관표는 거래되
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동일한 것이면 그것이 자기지역 생산품인지
다른 지역 생산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 수요부문에 일괄 합산하여 기
록하는 형식이다. 반면 <표2> 및 <표4>의 비경쟁형 지역산업연관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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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재화일지라도 자기 지역내에서의 생산품인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
터 이입(수입)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경쟁형 지
역산업연관표는 공급되는 재화를 공급지역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상대적
으로 작성이 용이한 반면 유발효과를 공급지역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경쟁형 산업연관표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지
역내 유발효과와 지역외 유발효과 등 세분화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지
만 투입과 산출구조를 지역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자료와 작업
기간이 필요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동일 품목의 지역별 이출입 비중이 가
변적이어서 상대적으로 투입계수가 불안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1>

지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형식
( 지역)
1산업

중간수요
2산업

최종수요

3산업

(수출포함)

이출

이입
(공제)

수입
(공제)

산출액

중 1산업
간 2산업
투
입 3산업
부가가치
산출액

<표 2>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형식
( 지역)
1산업
1산업
2산업
투입
3산업
1산업
이입
2산업
투입
3산업
1산업
수입
2산업
투입
3산업
부가가치
산출액

중간수요
2산업

최종수요

3산업

(수출포함)

이출

중간

-

이입
(공제)
-

수입
(공제)
-

산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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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형식
( 지역)
중간수요
1산업

2산업

이출

최종수요

3산업



(수출포함)

이입(공제)





수입
(공제)



산출액

1산업
2산업
투입
3산업
부가가치
산출액
중간

<표 4>

지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 형식
 지역
1

 지역
중간
투입

 지역
 지역

수입투입
부가
가치

2

3

중간수요
 지역
1
2
3

최종수요

 지역
1

2

3





수입 산출액
 (공제)

1
2
3
1
2
3
1
2
3
1
2
3

-

 지역

 지역
 지역

산 출 액

2.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
앞에서 설명한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아이사드와 체너리 및 모
제스 등이 개발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서는 이들 모형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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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사드 모형

아이사드 모형3)의 특징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상품이라고 하여 비경쟁이입형으로 취
k 지역에서

급하고 있다.

생산된 i 산업의 생산물( X ki )은 l 지역의 j 산업에

중간수요로 사용되거나 최종수요( Y ki )로 사용된다고 할 때 산출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

n

m

kl

k

X i = ∑ ∑ x ij + Y i
l= 1 j= 1

또한 지역간 투입계수를

a ij (= x ij /X j )라
kl

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kl

l

하면

k 지역의 i 산업

a ij 는 l 지역의 j 산업
kl

생산물과

생산

n 지역의 i 산업

생산물은 각각 독립된(비경쟁) 재화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투입계수를 위
의 산출 균형식에 대입하면

n

m

X ki = ∑ ∑ a klijX lj + Y ki
l=1 j=1

와 같이 되고 이 식을 행렬기호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X = AX + Y
[ I - A]X = Y
X = [ I - A]

-1

Y

3) W. Isard, Interregional and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A Model of a Space-Economy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33, 1951, pp.318~328.
J. M. Hartwick, “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11, No.1, Apr.1971,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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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X는 X i 을

원소로 하는

nm 벡터이고 Y 는 Y i 을

kl
nm 벡터, A는 a ij 를

원소로 하는

nm×nm 행렬로

k

k

원소로 하는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이

라 한다.
아이사드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모형에서 역행렬
a ij 는 l 지역의 j 재에
kl

대한 최종수요가

[I- A]

k 지역 i 산업에

-1

의 각 원소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생산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아이사드 모형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로부터 지역간 투입
계수를 계산하여 역행렬

[I-A]

-1

을 구해 두면 주어진 최종수요

Y에

맞는

각 지역의 산출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체너리-모제스 모형

체너리-모제스 모형4)에서는 지역간 재화의 교역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만일 r지역에 필요한 i 상품이
된다면

r지역의

s 지역으로부터

각 산업인 j 산업 또한 i 상품이

x%가 이입

s 지역으로부터

x%가 이

입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의 이점은 산업간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도 교역
자료나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계수는 공급지역으로부터 지역내 이입액을 지역내 총수요로 나누어
간단하게 도출되는데 교역계수를 모두 더하면 1이 된다.
4) H.B. Chenery, Regional Analysis, The Structure and Growth of the Italian Economy , US Mutual
Security Agency Rome, 1953, pp.97~116.
L. Moses, The Stability of Interregional Trading Patterns and Input-Output Analysis ,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5, 1955, pp.803~826.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p69~85.
H.W. Richardson, Input-Output and Regional Economics, Great Britain by Redwood Press, 1972, pp.63~68.
J. M. Hartwick, “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11, No.1, Apr.1971,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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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r + t 2r+ ... + t rr + t sr+ ...+ t zr= 1

그리고
하고

r 지역에서

생산한 i 상품이

r 지역 i 상품이 s 지역의

s 지역의 j 산업에

투입된 것을

최종수요로 사용된 것을

rs

Yi

이라 하면

x ij 라
rs

r지

역 i 상품에 대한 산출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rs

rs

X i = ∑ ∑ x ij + ∑ Y i
s

j

s

또한 s 지역 j 산업의 산출액( X sj )에 대한 i 재의 투입액( x .sij , 여기서 i 재
가 전국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는 상관없음) 비율인 지역별 투입계
수를

a ij (= x ij / X j )이라
.s

.s

( ∑ x .sij + Y .si )중
j

s

하고 전국으로부터

r 지역에서

지역간 교역계수를

rs

ti

s 지역에

공급된

i 재의

총액

공급된 i 재의 총액( ∑ x rsij + Y rsi )에 대한 비율인
j

[=( ∑ x rsij + Y rsi )/( ∑ x .sij + Y .si )]이라 하면 위 식을 다
j

j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

.s rs

s

rs

.s

X i = ∑ ∑ a ij t i X j＋ ∑ t i Y i
s

j

s

위 식을 행렬기호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X = ATX＋TY
[ I - A T]X = T Y
X = [ I - AT]

-1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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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서 투입계수

A는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를 구분

하지 않는 경쟁이입형이고 지역간 교역계수

T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

된 재화가 어느 산업에 사용되는지 관계없이 지역간 교역총량에 대한 비
율로서 각 산업이나 최종수요에는 동일한 교역계수

T 만큼씩

투입된다고

보는 것이다.
체너리-모제스 모형에서 역행렬
j 재에

대한 최종수요가

[I- AT]

r지역 i 산업에

-1

의 각 원소

b ij 는 s 지역의
rs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생산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두 모형을 비교하면 앞에서 살펴본 아이사드 모형은 지역간 비경쟁이입
형표가 기본모델이라면 체너리-모제스 모형은 좀더 간략화된 지역간 경쟁
이입형표가 기본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아이사드 모형에서는 지역간 투입
계수가 독립적으로서 지역간 공급패턴은 상품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체너리-모제스 모형에서는 상품의 용도보다는 지역내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아이사드 모형의 지역간 비경쟁이입형표는 각 지역별 생산품에 대
한 교역구조와 배분구조를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이출입자료가
필요하고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일본과 같이 기초통계자료
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체
너리-모제스 모형의 지역간 경쟁이입형표는 RAS기법과 입지계수법(LQ)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기술계수와 교역계수를 추정하는 비조사기법에 의하
여 주로 작성되고 있다.5)

5) 박상우․이종열․변세일 외,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연구Ⅲ」, 국토연구원, 2003, pp2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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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앞장에서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와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와 지역산
업연관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의 형식,
지역의 구분, 부문분류, 지역내 거주성 등 주요 작성기준과 작성과정 및
주요 부문별 추계방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2003년 기준 실측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산업연관표의 주요 작성기준

가. 지역산업연관표의 형식

지역산업연관표는 개별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내는 지역내 산업연
관표와 지역간 거래내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지역간 산업연관표
로 나눌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이입품과 수입품을 지역내 생산품
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표시하는 경쟁형과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비경쟁형으로도 나눌수 있다.
지역간 파급효과분석 등 지역산업연관표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아이사드 모형인 지역간 비경쟁이입형표의 작성이 필요하며 이
표를 작성하면 체너리-모제스 모형인 지역간 경쟁이입형표와 지역내 경쟁
및 비경쟁이입형표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파급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산업연관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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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입품을 국내생산품과 구분하여 기록하는 비경쟁수입형 지역산업연관
표도 함께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형식은 지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와 지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와 지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가 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지역산업연관표에 대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투입계수표와 생산유발계수표, 수입 및 부가가가치유발계
수표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지역 구분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지형, 위치 등의 지리적 구분이나 시․도 등과
같은 행정적 구분 및 각종 경제권적 구분 등이 있으나 지역산업연관표에
서는 기초자료 작성실태와 지역산업연관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광역시 및 도 중심의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할 경우 실측 지
역산업연관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하
나의 표를 만드는 작업에도 많은 인력과 작업기간 등이 소요되는데 16개
시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지역내 산업연관표 뿐만 아니라 지역간 산업연
관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162, 즉 256개의 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전국
산업연관표보다 훨씬 복잡하고 작업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처음으로 실측에 의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행착오와 작성오류를 상당히 줄이기 위해 동 표
의 작성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1단

4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계로 전국을 6개 지역권역으로 분할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2단계
에서는 6개 지역권역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기법과 경험을 활용하여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표상의 지역구분은 단계별로 6개 지역권역과 16개
시도별로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단계의 6개 지역권역은 <표5>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6)

<표 5>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대상 지역권역의 구분
지 역 권 역

16개 시도 대상지역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

원

권

강원도

충

청

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 라 제 주 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대 구 경 북 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 산 경 남 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다. 부문분류

일반적인 산업분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업연관표에
서 채택하고 있는 생산활동 기준 분류는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두 가
지 이상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생산부문으로 취급
한다.
6)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에서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내 및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
으며 전국 47개 都道府縣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내 산업연관표 또는 간이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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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
산활동(품목) 단위로 분류하여 전국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를 기준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품목별 생
산현황, 산업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분류의 개념과 정의 및 범위를 상
세히 정하고 있어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이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과 실익
이 거의 없으며 전국산업연관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도 부문분류를 일
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6개 지역권역 및 16개 시도의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
기초작업은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기본부문별로 하되 지역 및 산업특성
과 기초자료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발표 부문수는 2000년 전국산
업연관표의 통합중분류(77부문)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지역내 거주성

국민계정체계(SNA)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파악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거주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7)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연관표에서도 지역내 거주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연관표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경제영역으로
보고 지역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거주성 개념도
1993 SNA의 거주성 개념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연관표에서 거주자는 특정지역의 경제영역내에 경제
적 이익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가계나 기업 등의 제도단위라 할 수 있는
데 여기서 경제영역이라 함은 지리적 영역으로서 해당 행정구역을 의미하
7)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14.7~14.34, pp3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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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제도단위가 경제영역내에서 무기한 또는 장기간
경제활동이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및 개인의 거주성은 원칙적으로 가계 구성원들이 주된 주거로 사
용하는 주거용 건물이 특정 지역내에 존재하는 경우 그 가계는 해당지역
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 가계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동 지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와 같
이 가계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원이 거주지역을 잠시 떠난후 일정기간(1
년미만) 이내에 복귀하는 경우와 1년이상 거주지역을 떠난 유학생과 환자
는 부재중인 기간에도 해당지역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 관광, 사업,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1년미만의 기간동안 거주지역
을 떠나 있는 경우
둘째, 자신이 속한 가계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개인
으로서 매일 또는 일정기간마다 지역 관할구역을 넘어 통근하는 경우 또
는 다른 지역에서 1년미만을 일하고 다시 소속 가계로 복귀하는 경우
셋째, 학생의 경우 1년이상 다른 지역에서 유학하더라도 그 가계가 속
한 지역의 거주자로 간주하며 다른 지역에서 1년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도
소속된 가계가 속해있는 지역의 거주자로 처리
한편 기업체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서 상당 규모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
주자로 처리하고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경제
적 이익의 중심이 있다고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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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법과의 주요 차이점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작성작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실측으로 작성하고 있는 일본 지역산업연관
표의 형식과 추계방법8) 등 작성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적인 특성과 기초자료의 유무 등으로 몇가
지 작성방법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일본의 지역산업연관표는 수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
형표로만 작성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비중이 높아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비경쟁수입형표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지역산업연관표는 작성의 편의성 등으로 내생부분 각 셀값을 전국산업연
관표와 일치시키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산업연
관표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타지역 통근자에 대한 피용자보수도 국세통계조사 자료
(산업별 거주지별 피용자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이출입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료 미비와 1993 국민계정체계(SNA)의 거주
자 개념에 따라 타지역 통근자의 피용자보수는 이출입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제조업의 위․수탁가공이 대부분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다고 보고 지역간 이출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
역간 위․수탁가공비 내역을 최대한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지역산업연
관표의 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8) 總務省 統計局 統計基準部, 地域産業聯關表 作成基本マニュアル , 2001
經濟産業省 經濟産業政策局 調査統計部, 『平成7年 地域間 産業聯關表 作成結果報告書』, 2001 및 “平成12年
地域産業聯關表 作成基本要綱(案)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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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과정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6개 지역권역의 지역산업연관표를 먼저 작성
한 후 16개 시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경우 구체적인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작성과정 흐름도는 <그림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첫째, 먼저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형식, 작성일정, 지역의 구분, 부문분
류 및 부문별 추계방법 등 세부적인 작성계획과 작성기준을 수립하는 준
비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별 투입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역별 표
본업체를 선정하고 투입구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투입구조조사는 생산
품목별 투입내역 조사뿐만 아니라 원․부재료, 고정자산 등의 지역별 구
입액, 생산제품의 지역별 판매액 등 지역간 교역내역 파악을 위한 이출입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이출입거래표 작성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
각된다. 그리고 모든 조사는 가능한 16개 시도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하여 각 시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6개 지역권역
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투입구조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6개 지역권역별 투입계수를 산출
하고 각 시도별 및 산업별 상품이출입조사 실시와 투입구조조사에서 파악
한 지역별 이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시도별 이출입 벡터와 지역간 이
출입내역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간 이출입 벡터 및 내역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이출입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이
출입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직접 조사를 통해 작성해야 할 것으
로 예상된다.
넷째, 산출액과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의 추계는 통계청과 국세청, 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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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협회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일부 자료가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
는 직접 생산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6개 지역권역별 투입계수와 산출액,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 지역
별 이출입 벡터 등을 이용하여 구매자가격 기준의 6개 지역권역내 경쟁이
입․경쟁수입형표를 작성하고 이출입 벡터를 지역권역별로 구분하면 6개
지역권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를 작성할 수 있다.
여섯째, 상품 유통마진율 조사를 통한 도소매마진표와 화물운임표를 작
성하고, 잔폐물 발생․수요조사를 통한 잔폐물 발생․수요표도 작성하여
다섯째의 구매자가격 기준 6개 지역권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에서
도소매마진, 화물운임 및 잔폐물 발생액을 차감하여 생산자가격 기준의 6
개 지역권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일곱째, 또한 지역간 이출입내역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지역내 생
산품과 이입품 및 수입품을 구분하면 6개 지역권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
수입형표를 작성할 수 있다.
여덟째, 6개 지역권역내 및 지역권역간 잠정 거래표에 대한 투입측과
산출측의 일치작업을 진행하고 각 셀에 포함된 상품세를 차감하여 기초가
격으로 환산하고 최종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일치시키는 과정 등을 거
치면 6개 지역권역의 각 거래표가 확정될 것이다.
아홉째, 16개 시도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6개 지역권역의 지역산업
연관표와 16개 시도별 투입계수, 산출액,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 등을 이용
하여 먼저 생산자가격 기준의 16개 지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를 작
성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16개 지역별 이출입내역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16개 지역
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와 16개 지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및 16개 지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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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번째, 16개 지역내 및 지역간표에 대한 투입측과 산출측 일치작업
을 병행하면서 각 셀에 포함된 상품세를 차감하여 기초가격으로 환산하고
전국산업연관표와 6개 지역권역의 지역산업연관표에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16개 지역의 각 거래표가 확정될 것이다.
<그림 1>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과정
준

비

작

업
투입구조조사

6개 권역별 투입계수 산출
상품별 이출입조사
(지역별 이출입액)

산출액, 최종수요, 부가가치 추계
6개 권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잠정, 구매자가격 기준)

지역간 이출입내역표
도소매마진표
화물운임표

6개 권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잠정, 구매자가격 기준)
잔폐물 발생․수요표

수입품배분구조조사

6개 권역간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잠정, 생산자가격 기준)

지역별 수입거래표
6개 권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
(잠정, 생산자가격 기준)
2003 전국산업연관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확

6개 권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정

작

업

6개 권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16개 지역별 투입계수
(투입구조조사)

6개 권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16개 시도별 산출액, 최종수요,
부가가치
16개 지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잠정, 생산자가격 기준)

16개 지역간 이출입내역표
(이출입조사)

16개 지역별 수입거래표
(수입품배분구조조사)
16개 지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
(잠정, 생산자가격 기준)
확

16개 지역내 경쟁이입․경쟁수입형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정

작

업

16개 지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16개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
(확정, 기초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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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부문별 추계방법

전국산업연관표가 일정 기간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상적인 생산활동
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비해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
내 및 지역간에서의 경상적인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기록의 대
상이 된다. 여기서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자가소비, 현물교환, 현물급여 등 시장에서 거래되
지 않는 실물거래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재화나 서비스의 실물거래가
아닌 소득의 이전지출 등 금융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투입구조, 산출액, 부가가치, 최종수요, 이출입, 수출입 및 특수
부문 등의 주요 부문별 추계방법을 아래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가. 투입구조

각 지역별로 조사한 투입구조조사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투입계수를 산
출하는데 지역에 따라 일부 조사가 미흡한 부문이 있을 경우 보다 정확한
투입구조의 반영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투입구조조사 자료와 농촌진흥청
의 농축산물 생산비내역과 수협중앙회의 어업 생산비자료, 통계청의 산업
총조사자료 등 여러 가지 간접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산출액

전국산업연관표에서 산출액의 추계는 국내개념으로써 영토내에서 이루
어진 생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토내에 있는 외국공관과 외국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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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등은 제외하고 재외공관은 포함하며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행한
생산활동은 제외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대리점 등이 국내에서 행한
생산활동은 포함해야 한다.
또한 광공업의 생산활동은 특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므
로 그 사업장의 생산액을 지역내 산출액으로 계상하면 되는데 어업과 건
설업, 운송 및 통신 등 서비스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리적 경
계선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료의 제약
등으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문들을 살펴 보면 어업은 실제로 어로활동을 하는 해상이 아
니라 입항하여 판매한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화물운송은 화물을 수
집한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여객운송도 탑승객의 출발지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제 건설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건설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보수는 건설활동이 단기간에 이루어
지므로 건설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또한 은
행 등의 금융업은 금융기관 소재지별 금융중개서비스와 보호예치 등 수수
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도 화물운송과 같이 최초 발송되는 지역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수한 경우로서 미국에 있는 한국대
사관 등과 같이 외국에 소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은 별도로 지역을 설정
하기가 곤란하므로 서울지역에 계상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

지역별 부가가치액은 투입구조조사와 기업경영분석, 산업총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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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부가가치율을 추계하고 여기에 산출액을 곱
하여 부가가치액을 추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재화와 서비스가 아닌 본원적 생산요소로서 지
역간 이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본사․영업소 경비
와 위․수탁 가공 경비를 생산지와 위탁지로 이출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
의 이출입이 발생하게 된다.

라. 최종수요

지역별 민간소비지출액은 이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가 많지 않아 통
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교육 및 에너지 소비 등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재화흐름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소비지출액은 집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로 구분9)하여 집합서비스는 일괄 소재지역의 정부소비지출로
처리하고 개별서비스는 실제 수혜자가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
부소비지출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지역별 민간고정자본형성은 고정자본형성조사 결과와 산업총조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일부 재화흐름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 1993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집합서비스는 한 사회전체에 집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안전 및
국방의 제공, 법질서의 유지, 입법 및 규제, 공공보건의 유지, 환경보호, 연구개발 등이 해당되고, 개별
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닌 가계 및 개인의 사적인 취득이 가능한 재화(private goods)로서
교육, 의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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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출입

이출입은 전국산업연관표와는 달리 지역산업연관표상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며 동시에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추계방법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부문이다.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시 지역간에는 국가간에 존재하는 국
경선이나 세관 등과 같은 인위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간 재화
및 서비스의 이출입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어서 직접 이출입조사를 실시
하여 추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주요도시에 소재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품목별 출하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이입비율을 작성할 수 있고
광공업은 생산업체에 대한 이출입 조사를 통해 생산제품과 원재료의 지역
별 이출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숙박, 교육, 사회 및 기타서비
스 등은 지역간 이출입이 주로 지역외여행자, 유학생, 지역외통근자 등 개
인의 지역간 이동을 통해 발생하므로 개인의 지역간 이동현황과 지출구조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전력․가스․수도, 의료 및 보건, 사업서
비스 등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도소매업과 화물운송업은 상품의 이동에 수
반되어 이출입이 발생하므로 재화부문의 이출입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바. 수출입

수출입은 상품수출입과 서비스수출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상품수출입은
관세청 통관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추계한다. 서비스수출입은 통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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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기록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으로서 여행경비, 운수, 보험,
정부거래 및 잡용역 등으로 나누어 외환수급통계, 국제수지통계, 외래관광
객실태조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 특수부문

(1) 본사․영업소의 활동경비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영업소의 경비를 소재지역의 생산액으로 계상
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이출하여 생산사업장(공장)의 생산비에 포함시키
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 방법은 본사․영업소 소재지역의 산출액은 감소하지만 본사․영업소
경비의 이출입에 의해 지역간 파급효과 분석도 가능하고 지역별 투입구조
의 왜곡현상도 해소될 수 있어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2) 위․수탁 가공비

제조업에서 위탁생산은 주요 원재료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하여 제조공정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데 지역산업연관표에서도 전국산업연관표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위․수탁
가공비를 위탁업체 생산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탁업체와 위탁업체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지역간 거래가 발생
하므로 본사․영업소의 경우처럼 수탁업체의 가공경비를 항목별로 위탁지
역으로 이입하여 투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58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3) 원가적 마진

일반적으로 재화의 유통에 따른 운송이나 상업활동은 운임 및 마진이라
하여 재화의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부가되어 구매자는 그 재화의 금액에
운임 및 마진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재화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운송활동이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가계가 보내는 물건의 운임이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등으로
서 이들 운임이나 상업활동은 원가적 마진 또는 코스트적 마진이라 하여
재화에 따라 계상하는 운임 및 마진과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표에서는 일반적인 원가적 마진 이외에 이출입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가적 마진과 유사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부
산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서울지역 가계가 소비하였는데 대전지역에 있
는 업체가 운송과 판매를 한 경우 서울지역의 가계소비에는 그 상품과 운
송 및 상업이 계상되어 상품은 부산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것에 반해 상
업과 운송은 대전지역으로부터 이입이 된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보면 재
화의 이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과 상업은 서울지역의 가계소비로
이출된 것이 된다.
이것은 전국산업연관표에서 보면 재화의 유통에 따른 운임 및 마진이
부가되지만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보면 원가적 마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
우이다. 이처럼 지역산업연관표에서는 통상의 유통경비라 하더라도 대전
지역처럼 단순히 운송과 상업만 계상되어 재화의 유통과 대응되지 않는
원가적 마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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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산업연관표의 활용

앞에서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
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가 작성될 경우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 등 경제현상 분석과 지역경제정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등에 그 활용도나 유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추진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그 활
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활용방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기본적인 분석방법

가.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표의 형태가 비슷한 전
국산업연관표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 보면 농림어업 산출액을  , 광공업 산
출액을  , 기타산업의 산출액을  로 하고  행  열의 투입계수를  , 최
종수요(수출포함)를  , 이출을  , 수입을  , 이입을  이라 하면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산출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중간수요)＋(최종수요)＋(이출)－(수입)－(이입)＝(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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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이 방정식을 행렬형식으로 표시하면
   
   
   
   
   








 
 
             
   
   
 
   
   
 
   
   
 


 
 
 
 

가 되는데 이를 행렬기호로 표시하여  에 대하여 정리하면

          
           

              

과 같이 되어 지역내 최종수요와 이출입 및 수출입이 주어지면 지역내 산
출액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수입과 이입이 지
역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수입과 이입의 독립성을 가정한
이 형태의 역행렬계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
입형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지역내 산출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에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투입계
수행렬을  라 하고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 타지역으로의
이출을  라 하면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산출 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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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여 지역내 생산
품에 대한 최종수요     와 투입계수  를 이용하여 지역내 생산유발
액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형의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도 산출할 수 있다. 먼저 지역내 부가가치 벡터
  라고 하면
를  , 지역내 부가가치 투입계수(    의 대각행렬을 

지역내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 균형식은
 가 되고 여기에        ⋅      를 대입하면



      ⋅     

가

된다.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가

주어지면


       형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의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내 수입유발
계수도 산출할 수 있다. 지역내 수입품 투입계수를  , 수입품에 대한 지역
내 최종수요를   이라고 하면 지역내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서의 수입
균형식은        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       ⋅     
를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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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된다.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와 수입품 최종수요
   가 주어지면       형의 수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내 수

입유발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

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지역간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지
역내 산업연관표의 분석방법과 같으나 한개의 행렬이 아니라 여러개의 행
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역간 비경쟁이입․비경쟁수입형표에서 지역간 국산투입계수를   , 지
역별 산출액을  , 국산품 최종수요를   로 하여 산출 균형식으로 나타내
면

     

가 된다. 위 식을 다시 행렬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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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역 생산품의  지역 자체 투입계수행렬( ×  ),  는 
지역 생산품의  지역 투입계수행렬( ×  ),  는 지역 생산품의  지역
투입계수행렬( ×  ), …,  는 지역 생산품의 지역 자체 투입계수행렬
( ×  )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지역 최종수
요벡터( ×  ),  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지역 최종수요벡터( ×  ), 
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지역 최종수요벡터( ×  ), …,  는  지역 생산
품에 대한 지역 최종수요벡터( ×  )이고    는    지역의 지역내 산
출액벡터( ×  )이다.
위 산출 균형식을  에 대하여 풀면

       

      ⋅ 

가 되어 지역별 국산품 최종수요(  )만 주어지면 각 지역 및 각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해야 할 지역별 산출액을 구할 수가 있다.     
형의 지역간 생산유발계수에서 각 원소 
 는  지역의  재에 대한 최종수
요가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를 의미한
다.
이렇게 특정지역의 특정재화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가 발생할 경우
전국 각 지역별 및 각 산업별 산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간 산업
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형의 지역간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지역별 부가가치벡터를  , 지역별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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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    의 대각행렬을 
 가 되는데 여기에       ⋅  를
부가가치 산출균형식은   

대입하면

     ⋅ 


       형의 지역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 된다. 

국산품 최종수요 벡터(  )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각 지역별 부가가치유
발액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수입유발계수도 산출할 수 있는데 지역별 수입
품 투입계수를  , 수입품에 대한 지역별 최종수요를   이라고 하면 지
역간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서의 수입균형식은

     

가 된다. 수입은 통관지역과 상관없이 자기지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
로 처리하므로 수입투입계수  은 자기지역에만 있고 다른 지역은 모두
0이 된다. 수입품에 대한 최종수요도 자기지역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위의 지역간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의 수입균형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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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입하면

     ⋅      

이 된다.       형의 지역간 수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국산
품 최종수요 벡터(  )와 수입품 최종수요 벡터(  )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각 지역별 수입유발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2. 지역산업연관표의 활용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활용분야는 크게 경제현상의 분석, 경제예측
및 정책효과의 예측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은 이들 분야별로 기본
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가. 경제현상의 분석

경제현상 분석은 먼저 지역산업연관표의 계수를 직접적으로 읽는 것이
다. 지역내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와 부가가치율, 수요구조와 배분구조, 산
업 입지계수와 특화계수 등을 통하여 지역내 경제구조의 분석과 지역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간 이출입비율과 지역내 자급율 등을 통
해 지역간 교역구조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역행렬계수를 이용하여 특정지역 특정상품
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지역별 생산유발액의 크기를 파악하여 지역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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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조와 산업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최종수요에 따른 부가가
치유발액과 수입유발액 등을 계산하여 지역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

나. 경제예측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예측을 수행할
경우 주로 장래의 지역내 최종수요를 추정하여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 산업부문별 총산출액을 예측하는 것이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구
한 예측년도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를 추정한 후 산업연
관분석의 유발효과 분석을 응용하여 주어진 최종수요에 합당하는 산출액
과 고용인원 등을 예측할 수가 있다.
경제예측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년도의 투입계수를 얼마나 정도 높게 추
정하는가에 달려있는데 기준년도의 투입계수를 기술적․전문적 정보에 의
해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RAS방법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다. 정책효과의 예측

경제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는 특정 수요나 특정 산업의 파급효과분
석과 부가가치의 변동 또는 특정 상품의 가격변동이라는 두 가지 모형이
이용된다.

(1) 특정 수요 또는 특정 산업의 파급효과분석
특정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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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공장 건설에 따른 투자효과 분
석과 새로운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경상적으로 수요(투입)하게 되는 원재
료와 서비스에 대한 생산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 변동 또는 특정 상품의 가격변동분석
지역산업연관표를 열로 보면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구조를 의미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가격의 파급효과분석을 할 수 있다.
가격의 파급효과분석은 임금 등 부가가치항목이나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각 산업의 생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위당 부가가치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물 가격
에 파급되는 효과를 계측하는 것 등이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내 및 지역간 경제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현상 분석과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정
책평가 등에 활용할 분석도구로 정도높은 지역산업연관표의 확보가 중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와 지역산업연
관분석 모형을 살펴본 뒤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주요 작성기준과 작성과
정 및 주요 부문별 추계방법 등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
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리고 동 표의 지역경제현상 분석,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분석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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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추진방법은 작성의 편의
와 작업상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먼저 전국을 6개 지역권역으로 분할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후 2단계로 16개 시도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
업연관표는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의 통합중분류(77부문) 수준의 대외공표 부문수를 갖는 지
역간 비경쟁이입형표를 기본모델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방안은 시론적 연구로 시
도된 것으로서 실제 우리나라의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나은 방안이 적용될 수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3년 기준 실측 지역산업연관표가 작성되면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 등 경제현상 분석과 지역경제정책의 수립 및 효과
분석 등에 그 활용도나 유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도 높은 우리나라의 실측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는 관
계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정부, 기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지역I/O반 서정룡 반장․이우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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