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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plus Bey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 통계청(청장 유경준)과 한국 삶의 질 학회(학회장 한준)는 3월 15일(수)
서울(롯데호텔)에서「GDP plus Beyond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
한다.
○ 통계청은 2018년 6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하기에 앞서 ‘GDP
plus Beyond’ 쟁점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및 국내의 웰빙 측정
결과와 GDP 보완 노력을 공유하고, 정부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라는 주제로 웰빙(삶의 질) 측정의 쟁점과 GDP의 조정 및 보완 노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전 OECD 통계국장 엔리코 지오바니니 (Enrico GioVannini)의
기조강연(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에 이은
좌담회를 비롯하여 2개의 세션(웰빙 측정의 쟁점과 도전과제, GDP의
조정 및 보완 노력과 도전과제)을 통해 8개의 연구주제가 발표된다.
○ 특히 세션Ⅰ(웰빙 측정의 쟁점과 도전과제)에서는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시산결과”를 한국 삶의 질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 1.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국제 컨퍼런스 개요
2.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발표논문 요약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국제 컨퍼런스 개요
□ 목 적

ㅇ 21세기를 전후해 기존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GDP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가
ㅇ "GDP plus Beyond"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을 도출
□ 행사명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KOST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DP plus Beyond
□ 일

시 : 2017. 3. 15.(수) 9:00~18:00

□ 주 최 : 통계청․한국 삶의 질 학회
□ 장

소 :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륨

□ 참석자 : 관련부처,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150명
□ 프로그램 구성 : 기조강연, 좌담회, 일반세션 2개
□ 주요의제

(기조강연‧좌담회)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주요지표인 GDP의 한계로
GDP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적절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세션Ⅰ. 웰빙 측정의 쟁점과 도전과제) OECD BLI의 추진과정과
주관적 웰빙 결과를 통해 해외의 웰빙 측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 지표 현황과 측정결과를 분석해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과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
(세션Ⅱ. GDP의 조정 및 보완 노력과 도전과제)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계정 등 GDP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과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
- 2 -

□ 프로그램 일정표
2017. 3. 15.(수)
구

분

시 간

등록

9:00～

개회

9:40～10:00 20분

기조강연 10:00～11:00 60분

발표자

발표 내용

성

명

소 속

등록
개회사

유경준 통계청장

통계청

축사

윤종원 대사

OECD 대한민국
대표부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엔리코 지오바니니
로마 토르
(Enrico GioVannini)
베르가타 대학교
교수

좌담회
(토론자: 기조강연자, 통계청장, OECD 대사, 한국 삶의 질 학회장)
12:00～13:30 90분
점심

좌담회 11:00～12:00 60분
오찬

한국 삶의 질
학회장
∙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의
마르코미라데르코르(Marco Mira d'Ercole)
추진과정
OECD BLI 담당자
∙ 주관적 웰빙의 국제적 측정결과와 도전 션 왕(Shun Wang)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과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정책대학원
세션Ⅰ 13:30～15:30 120분
이희길 사무관
통계청
∙ 국내 삶의 질 측정현황과 도전과제
주제: 웰빙 측정의 쟁점과 도전과제

(좌장) 한 준 교수

∙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분석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 및 자유토론
(토론자: 프랑수아 르키에, 경북대 이정우 교수, 서울대 이재열 교수, 최바울 정책지표연구실장)
휴식

15:30∼15:50 20분

커피 브레이크
(좌장) 이인실 교수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GDP 조정 방안

프랑수아 르키에(Francois Lequiller)
국민계정전문가

∙ 국민계정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세 션Ⅱ

15:50∼17:50 120분

서강대
(전 통계청장)

주제: GDP의 조정 및 보완 노력과 도전과제

노력과 도전과제
∙ 국 내 GDP 보 완 노 력 과 도 전 과 제
∙ 국민이전계정(NTA)/환경경제계정(SEEA)
작성현황과 도전과제

이상협 교수

하와이대

안상훈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김현경 사무관

통계청

토론 및 자유토론
(토론자: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일 박사, 배영수 통계개발원장, 박상영 소득통계과장)
폐 회

17:50∼18:00 10분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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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 통계개발원장

통계청

붙임2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발표논문 요약
기조강연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엔리코 지오바니니(Enrico GioVannini)
현) 로마 토르 베르가타대학교 교수
전) 이탈리아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 GDP의 한계
◦ GDP가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주요지표로 발전하면서 통계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GDP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
◦ GDP는 사회전반의 웰빙에 대한 근사치로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활동이 분배의
측면과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

□ Beyond GDP 이슈의 국제적 추이
◦ 2004년에 열린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라는 OECD 세계포럼을
시작으로 ‘Beyond GDP’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정치적 차원의 추진력을 확보

◦ 세계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로 환경조건은 더욱 악화되어, GDP
보완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음

◦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전반적인 웰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평등한
웰빙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에 착수

□ Beyond GDP 이슈의 중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
◦ 최근의 중요한 성과를 되짚어 보고, 특히 정책과 공론화에 적합한 웰빙
측정의 기회와 도전에 주목하는 ‘Beyond GDP‘에 대해 논의

◦ 웰빙 측정 이슈는 UN이 결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고려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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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Ⅰ 웰빙 측정의 쟁점과 도전과제

1-1

OECD BLI의 추진과정
마르코 미라 데르코르(Marco Mira d'Ercole)/OECD BLI 담당

□ OECD는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2009년)의 권고안을 이행하는데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

◦ 2011년 OECD 장관급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OECD의 기조로 삼아 ‘더 나은 삶의 지수(BLI)‘ 개발을 추진
□ OECD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웰빙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
◦ 국가의 성과를 관찰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는데 기존 정보를 이용(How`s Life?)
◦ 통계자료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영역에 대한 방법론적 가이드를 제공
◦ 정책 입안 및 이행 과정에 새로운 웰빙 지표를 활용

1-2

주관적 웰빙의 국제적 측정결과와 도전과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중심으로
션 왕(Wang, Shun)/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주관적 웰빙은 사회 발전을 측정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12년 4월 제1차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 되었고, 2017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제5차 세계 행복 보고서가 UN에서 발표될 예정

□ 세계 행복 보고서(2016) 중 “세계 갤럽 여론조사”의 주관적 웰빙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별 순위를 정리

◦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및 국가 수준 조사 등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
◦ 10점 척도(0~10점)로 측정한 국가별 행복의 순위와 분포 현황을 제시하고 지수
측정과 관련된 일반적 문제에 대해 논의

- 5 -

1-3

국내 삶의 질 측정현황과 도전과제
이희길/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 한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삶의 질 측정 복합지표
(composite indicators)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 분석대상 복합지표는 국제비교(1종), 국내 시계열비교(1종),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역사회지표*, 인구집단별로 작성되고 있는

7종이 포함
* 지역사회지표는 광역 17개 중 15개(지역사회조사는 16개 실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 195개(86%)에서
지역사회조사가 작성되고 있음

□ 국내 삶의 질 지표의 효율적 작성 및 정책 활용을 위해서는
◦ 1) 다양한 작성기관 간 경험의 공유와 조정 필요, 2) 필요한 지표통계 생산의
효율성 제고, 3) 측정결과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방안 강구, 4) 측정결과의 비교
가능성 제고, 5) 정책적 활용강화가 필요함

1-4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분석
김석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통계청에서 구축한 ‘국민 삶의 질 지표’ 시계열 자료(80개)를 활용하여,
캐나다의 CIW 종합지수의 작성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시범적으로
작성한 결과임

□ 지수시산 방법은 자료 상황을 고려하여 지수작성기간(`06년~`15년)에 대해
기준년(2006년=100) 대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지수를 작성

◦ 지수작성 방법: 기준년(‘06년) 대비 당해년도의 증감률을 단순 평균하여
작성(동일 가중치 부여)

◦ 종합지수 시산 결과는 국제 컨퍼런스 행사 당일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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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Ⅱ GDP의 조정 및 보완 노력과 도전과제
2-1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GDP 조정 방안
프랑수아 르키에(Francois Lequiller)/
국민계정 전문가, OECD의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저자

□ 다국적 기업 등 경제의 활동범위가 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 시대에서
한 국가의 경제 지표로 GDP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새로운 GDP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님

◦ OECD 국가간 소득 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그램(the OECD BEPS program)을
통해 작성된 국가별 보고서의 새로운 데이터를 각 국 통계기관이 활용 할 수 있다면,
세계화가 더 확대되더라도 국가 경제지표로 GDP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전통적 GDP 개념이 세계화 및 다국적기업 시대의 경제 분석에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기존 GDP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아일랜드 중앙 통계청은 2015년 아일랜드 GDP 성장률을 7% 이상 수준에서
26%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발표하였음(2016년 7월)
◦ 이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세계 생산량 측정 가이드”의 권고안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2-2

국민계정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노력과 도전과제
이상협/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GDP는 불평등, 행복,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단기적인 수단이므로 보다 다양한 목적 수행이 가능한 국민소득계정(NIPA)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 국민소득계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1) 국민계정체계(SNA)가
다루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2) 흥미로운 통계를 국민소득계정에
포함시키는 것, 3) 위성계정을 구성하는 것, 4) 다른 요소를 국민소득계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개발에 있어 최상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국민소득계정의 질을
여러 면에서 높이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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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GDP 보완노력과 도전과제
안상훈/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 GDP는 거시적 경제활동의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나
사회적 목표가 변화 발전하면서 GDP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도 확대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표준적
통계이나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을 직접 고려하지 못하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

□ 각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GDP를 넘어서는 지표(beyond GDP 지표) 개발과
아울러 기존의 GDP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

◦ 각종 위성계정(사회계정행렬(SAM)과 환경경제계정)을 통해 GDP 작성방법을
확장함으로써 기존 GDP의 개선 가능

◦ 확장된 GDP 작성 방법을 통한 국제비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가통계 기관 및 국제기구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바람직

2-4

국민이전계정(NTA)/환경경제계정(SEEA) 작성현황과 도전과제
김현경·강은영/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에 반영하기에 내용이 많거나, 국민계정 체계에서
깊게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계정임

◦ 위성계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계청 역시
위성계정 개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07년 ’사회계정행렬‘을 시작으로 ’비시장 가계생산위성
계정, ’농업경제계정‘ 등 다양한 위성계정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17년 현재는 ‘국민이전계정’과 ‘환경경제계정’을 작성 중임
◦ 국민이전계정(NTA)은 세대간 자원의 흐름을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자원의
흐름과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재정, 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 지표를 제공

◦ 환경경제계정(SEEA)은 경제와 환경 간의 상호정보를 작성하는 위성계정으로
경제 활동의 환경 파급 효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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