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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왜 GDP인가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 혹은 지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그 대표적 지표로 통용돼온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그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 혹은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지표가 필요함을 논증하며, 이에 근거하
여 새로운 지표의 구체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GDP는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 만들어졌다. 대공황 직후인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뉴

딜’(New Deal: 새로운 계약)을 내세운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가 승리했다. 당시 루스벨트 후
보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내세운 뉴딜 공약은 연방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재정 정책)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 지표가 없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껏
해야 주가 지표와 철도화 물량, 불완전한 일부 산업생산량 지표에 불과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
공황을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정부의 개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지 객관화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루스벨트는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에게 ‘국민계정’ 지표를 만들도록 했다. 대

공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뉴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임무를 맡은 쿠즈네츠는 1934년에

‘국민소득, 1929~1932’(National Income, 1929~1932)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가 루스벨트의 2
차 뉴딜 정책을 펼치는 기반이 됐다. 이후에도 그의 국민소득 지표 연구는 미국 정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데이비드 필링, 2019).

영국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년 뒤인 1940년,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

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어떻게 전쟁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책을 펴낸다. 이 책에서 케인스

는 국가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의 생산능력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케인스는 책에서 간략한 추정치를 직접 제안하기도 한다. 특히 그는 국가의 생산 능력에 정부의 지출 항

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전까지는 무시됐던 정부와 경제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졌
으며, 정부가 경제지표에 등장하게 된다(마추카토, 2018).

GDP는 이렇듯 대공황과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지표들을 토대로 발전해 만들어졌

다. UN(국제연합)은 1953년에 미국과 영국의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이후 국제 표준으로 확대했다. 1968년에 이르러 국민소득통계, 산업
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로 구성된 5대 국민경제통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보다 체
계화한 국민계정 체계로 발전했다(한국은행, 2015).

이런 과정을 거쳐 GDP는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했으며,

여러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계량화해 비교하는 잣대로도 활용된다. 한국에서도 1957년 한국은행이 국민소득통
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UN에서 발표한 국민계정기준에 따라 국민총생산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GDP는

20세기 들어 고도화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역할 확대를 배경으로 모두가 바라보며 전진하는 북극성
의 지위를 점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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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GDP가 태어난 그 때와 같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GDP가 만들어진

1930~40년대 이래로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부침을 겪으면서도 비약적인 생산성 증대와 풍요의 시대를 이끄는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자본주의가 맞닥뜨리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은 심상치 않다. 대
공황 시기 세계가 겪었던 혼란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점 자체는 같지만 그 방향에선 큰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1930년대는 대공황과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생존하는 일이 지상의 과제였다. 생산 증대를 통한 양적인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시기다. 이에 비해 2020년대는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초래한 갖가지 부작용들, 기후위기와 생

태계 파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다.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이념, 목표 수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루스벨트나

케인스 시대의 화두와 성장을 위한 지표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시대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만큼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 지표가 필요하며, 지향하는 발전상이나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방향 설정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GDP라는

과거의 낡은 지표를 금과옥조로 삼아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 불평등 심화 등에 맞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줄 수 있는

가치 척도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새로운 지표는 성장 지상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공존,
조화의 가치를 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전환을 이끌 새로운 ‘북극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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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에서 발전으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일은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가격’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바로 성장을 발전과 동일시해온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우리는 지금껏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제성장’(Growth)에 두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발전1)이라고 간주해 왔다. 발전과 성장은 같은 것일까? 대체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인류의 발전은 사람의 안녕(Well-being)을 최대화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고, 건
강, 부, 지식, 기술, 그리고 자유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됐다(Coccia et
al., 2018). 또한, 사회 발전은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고, 시민과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

진시키도록 하며, 개인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사회의 능력으로 정의된 바 있
다(ISC, 2020).

이와 유사하게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발전을 사람들이 누리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으

로 정의하며, 발전은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카말 말호트라(Kamal
Malhotra, 2004:13)는 발전의 핵심 목표가 인간의 행복과 창의적 삶의 환경 조성에 있다며 성장이 오히려 발전
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통찰했다.

“사람들이 국가의 실질적 자산이다. 발전의 핵심적 목표는 사람들이 길고, 건강하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발전을 위한 노력은
재정적 부를 창출하고, 물질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전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잊혀졌다(Malhotra, 2004:13).”

이러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발전에 대한 함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사람, 즉 개인이 발전의 최종 목표

이자 핵심 가치라는 점이다. 국가의 번영이나 사회의 발전은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

니다. 둘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이다. 자유의 증대가 곧 발전이며,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그 구현이 진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추구 자체에 머물지 않고 자유를 구현할 최적의 환경과 사회의
역량을 강조한다.

그간 GDP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 또는 발전을 계량화해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됐다. 그러나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거래되는 가격만을 평가한다. 또 성과가 아닌 투입
을 측정하며, 총량을 측정하지만 분배 상황은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양적 성장은 파악할 수 있으나 사회의

질적 향상은 알 수 없다. 이런 한계들은 GDP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표
로 활용되기 어렵게 만든다.

1) 여기에서 발전은 영어로 ‘Development’ 혹은 ‘Progress’라고 표현된다. 문헌 검토 결과, 이 두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된 바, 여기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일한 단어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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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안녕과 행복, 실질적 자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역량 확보를 제대로 평가할 새로

운 지표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가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여기서 변치 않는 가치는 개인의 안녕과 실질적 자유다. 국가와 사회는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과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발전을 새로운 기
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새로운 발전의 방향: 자유안정성 국가
그렇다면 새로운 발전의 방향은 무엇이 돼야 할까? LAB2050은 지난 연구들을 통해서 ‘자유안정성’을 새

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 제안했다(구교준 외, 2018). 자유안정성이란 실질적 ‘자유’(Freedom)와 이를 구현할
장애물을 최소화한 상태인 ‘안정’(Security)을 결합한 개념이다. 자유안정성을 확보한 개인은 국가와 시장으로
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존재
이유는 이런 개인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이 때 개인의 자유는 ‘정치 ·사회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단계를 넘어선다. 노동 시장에서 유연하게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를 얻는 단계도 넘어선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자기실현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작업과
활동을 선택하고, 그런 일을 스스로 조직할 자유를 가지는 단계까지를 일컫는다(구교준 외, 2018:14)."

자유안정성 모델에서 자유는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은 자유와 안정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둘 중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노예 혹은
혼돈의 상태에 빠질 뿐이라 역설했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에게,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 지 모를 불안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가족 돌봄의 의무에 치여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있
어 안정을 결여한 ‘자유주의 국가’는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한다.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의 토대는 경제적인 안정
이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

자유안정성 국가는 개인을 더 이상 성장의 도구로 국한해 바라보지 않는다. 개인은 노동과 양육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지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그 스스로 행복과 자아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 ‘목적’으로 간주돼
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을 길러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 같은 시각의 전환이 자유안정성 모델의 요체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구
현해낼 수 있다.

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 잃어버린 북극성
자유안정성 국가 구현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과 이에 대처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초래한 급격한 불확실성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사회가 기존 역량만으로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지켜내기 어렵게 됐다. 2007~2008년 경제위기 이후 탈세계화,
기후변화, 디지털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유행이 더해지면서 나머지 변화 또한 가속화됐다.

체제의 불확실성은 개인들의 불안과 삶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이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는데 핵

심적인 장애물이다. 개인의 자유와 안정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혁신과 경제성장의 위기로 이

어진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정책과 제도화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데 우리가 목도하는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20세기에 고안된 제도들의 유효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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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잃어버린 북극성

노동시장은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

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국
가들에서 노동조합도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국가는 20세기 후반부터 위축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회보험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제대로 대응하

지 못하며, 공공부조의 문턱은 높아졌다. 사회서비스는 중앙과 지방 사이, 시장과 정부 사이, 또 현물과 현금 사
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야말로 ‘안정’의 기반이 흔들린 것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적 자본은 엷어지고, 연

대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도 힘을 잃어간다. 그 귀결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포퓰리즘, 민족주의의 부활이다.

우리는 체제의 불확실성, 또 그로 인한 개인적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역설적으

로 자유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역량 보완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점에서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갖춰나가야 할 역량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거시적 변화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의 위기

를 관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좌표를 찍는 일이다. 국가의 정책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지표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GDP는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이끄는 주요한 준거가 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북극성’이었다.

하지만, 오랜 명성을 쌓아온 이 북극성은 이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때로 우리를 호도하기도 한다. 과거 개
발국가 단계에서 GDP는 개인을 동원 대상으로만 보는 '경영자적 시선'에 입각해 ‘생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

가 역할에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였다. 이는 경제 총량의 성장만 잘 되면 분배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

과적으로 개인이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 ‘적하현상’(Trickle-down) 이론을 토대로 한다. GDP가 앞서 제기한 개
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GDP라는 북극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제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대안적 지표는 GDP가 갖는 한계를 넘어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안정의 정

도,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표는 거시적 변화 속에
서 개인이나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위협 요인들을 개인의 이해(관점)에 입각해 드러내보일 수 있어

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GDP를 통해서도 감지되는 탈세계화로 인한 생산의 위기와 비대면 변화 속에
서 창출되는 새로운 부, 나아가 기후변화 요소, 디지털화나 감염병이 증대시키는 불평등, 고령화에 대처하는 돌

봄 노동, 소득 감소와 미숙련 노동 증가에 대처하는 사회보호와 사회투자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과제가 대
두한다. 이 같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모색과 실천에 나서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는 지금 우리 국가와 사
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배적 지표인 GDP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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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DP란 무엇인가

가. GDP의 개념 및 현황
경제학적 의미로 GDP는 ‘일정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2019a). ‘국내에서’가 갖는 의미는 지리적으로 한 국가 내라는 의미보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관할하
는 지역 내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GDP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통
한 부가가치라도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뤄진 것이면 GDP에 포함된다.

아울러 ‘일정 기간’이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생산활동 측정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최근 경제의 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이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국가의 경
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 GDP를 함께 작성한다. 그리고 GDP는 일정 기간에 창출된 제품과 서비스의 시

장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종생산물인 재화와 서비스의 작성 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 혹은 분기 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모든 가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부터 한국은행이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58년에는 UN

이 1953년 발표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 SNA) 기준에 따라 국민총생산을 작성

해 발표했다. 그리고 1968년부터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 국민총생산을 작성·발표해오고
있다(한국은행, 2015). 1989년에는 1968년에 새롭게 개정된 SNA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를 산업연관표와 연결
했으며, 이후 1993년 개정된 SNA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쳐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08년 개정
된 SNA로의 이행을 완료했다.

한국은행은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변경하는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5년 기

준년 개편에서는 기준년 변경 외에도 경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범위 확대와 디지
털·공유경제 생산물 반영, 분배 국민소득 통계의 확대 제공 등 다양한 개편2)을 시도했다.

나. 국민계정체계와 GDP 산정 방식(생산·소득·지출 접근)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 SNA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SNA에서는 국민계정을 크

게 통합경제계정,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 금융거래 및 금융자산·부채잔액표, 대차대조표와 자산부채계정,

기능적 분석, 인구 및 노동투입표로 구성된 중심체계와 관광, 보건, 환경통합계정 등 위성계정으로 구성된 기타
체계로 나눈다(한국은행, 2015).

2)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항목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자가개발 소프트
웨어 지출은 총영업이익의 증가(분배접근방식)와 투자(지출접근방식)를 증가시켜 결국 GDP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었다(한국은행, 2019b). 또한 디
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숙박·승차·재능 등 디지털·공유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반영했다. 다만 포착과 추계 가능성을 고려해 디지
털 공유경제 측정대상을 개인간 거래(P2P)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외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 기업간 거래(B2B)는 아직 GDP 산정 시 포함
되지 않는다(한국은행, 2019b).
아울러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이
외에 국민총소득(GNI)과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의 소득비중도 추가로 제공된다(한국은행,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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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NA 계정체계
(2008년 개정 기준)

*<한국은행(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에서 인용

이때 국민계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통합경제계정이다. 통합경제계정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경제적 플

로’(Economic Flow: 일정 기간 물량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스톡’(Stock: 일정 시점의 물량)의 변동을 기록
하게 된다(한국은행, 2015). 통합경제계정은 크게 경상계정, 축적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국외거래계정으로 나

뉘며, 이 중 경상계정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기록하는 생산계정과 소득 발생과 분배, 소비, 저축 등을 기록하
는 소득계정을 포함한다. 특히 생산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과 중간소비,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생산계정에서 각 부문의 부가가치를 더한 것이 바로 GDP다.

GDP는 크게 ‘생산접근방식’(Production Approach), ‘소득접근방식’(Income Approach), ‘지출접근방

식’(Expenditure Approach)의 세 가지 산정방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들 세 가지 산정방식

을 통해 추정된 GDP는 모두 같다고 보는데,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한다(한국은행, 2019a).

우리나라는 이중 생산접근방식을 기준으로 추계하면서 지출접근방식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한국은행,
2019b).

① 생산접근방식(Production Approach)

생산접근방식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최종 산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총량가치에서 이러한 제

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때 중간단계에서 드는 각종 비용을 제해 GDP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산접근방식은

한 국가의 경제가 일정 기간(우리나라의 경우 년 단위와 분기 단위로 작성) 동안에 생산측면에서 창출하는 부
가가치를 추계하는 방식이어서 ‘부가가치접근법’(Value-added Approach)이라고 칭하기도 한다(한국은행,
2019b). 구체적으로 생산접근을 통한 GDP 산정 방식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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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기초가격이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에서 순생산물세와 운송비를 뺀 가격이다. 우리나라 산

업별 부가가치를 모두 합할 때, 이는 기초가격으로 추계된 가치이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GDP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GDP는 기초가격으로 나타난 부가가치의 총합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를 더해

서 구한다. 생산물세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와 같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간접세를 의미하며, 생산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생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 2019a).

② 소득접근방식(Income Approach)

분배국민소득은 국민계정 중 소득계정에 기록하는데,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생산요소를 제

공한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은행, 2019a). 소득접근방식을 통한
GDP 산정방식은 <식 2> 같다.

이때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물 또는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 등에서

고용주가 피용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분담금도 포함된다(한국은행, 2019a). 또한 고정자본소모란 일정기간 동

안에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본이 노후화, 마모등의 손실을 통해 가치가 감소하는 감소분을 화폐평가액으로
환산하는 가치를 의미한다(한국은행, 2015). 이때 고정자산의 가액은 잔존 내용연수동안 고정자산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이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측정하며, 이때 고정자본소모는 이 현재가치의 감소분으로 나타난다. 생산
세 및 수입세는 기업이 생산 혹은 수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종

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러한 생산세 및 수입세에서 정부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차
감해 순생산세 및 수입세를 계상한다(한국은행, 2015).
③ 지출접근방식(Expenditure Approach)

마지막으로 지출접근방식은 <식 3>과 같이 가계,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소비지출을 합쳐서 계

산한다(한국은행, 2019a).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Demand Approach)과 ‘공급접근
법’(Supply Approach)이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총생산에 대
한 최종수요 주체는 국내부분인 가계, 정부, 기업과 국외부분으로 나뉜다(한국은행, 2019b).

반면 공급접근법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하므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한다. 공급접근법은 다시 상품흐름법과 소매업조사 등의 방식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비투자 추
계 시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을 추적해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할 때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 중에 하나의 방법만을 전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을 사용하고, 설비투자의 경우 일부분은 공급접근법 중
에서 상품흐름법을 기준으로 추계한다(한국은행,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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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민간최종소비지출)는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소비하는 최종 재화나 서비

스에 대한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가구, 가전,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뿐만 아니라 식료품, 의류, 의

약품과 같은 비내구재와 서비스의 소비가 모두 포함된다(한국은행, 2015). 또한 정부 지출(정부최종소비지출)
도 최종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총합으로 계산해 GDP 산정 시 포함된다. 정부 지출은 국방을 위한 무기

나 군사시설을 위한 지출,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과 같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출과 가계에 무상
이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로 구성된다.

한편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도 GDP 산정에 포함되는데, 이때 투자는 고정투자(총고

정자본형성)와 재고투자(재고증감)으로 나눈다. 여기서 고정투자는 생산증가를 위해 새로 생산시설을 마련하
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재고투자는 일정기간 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 중 해당 기

간 내에 처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 국외거래계정은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로 나누는데, 이 중 재화나 서비
스의 수출입 거래를 의미하는 실물거래만 지출로 추계된다.

다. GDP의 역할
위 GDP의 3가지 접근법을 토대로 했을 때, 생산접근법의 관점에서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의 부가가치를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또 소득접근법의 관점에서는 이 창출된 부가가치가
각 생산 주체에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출접근법의 관점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각 주체가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파악하게 함으로서 국가 전체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처럼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

과 분배, 소비의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그간 경제성장을 발전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GDP를 활용해왔다.

한편 한 해의 생산활동을 그 해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명목GDP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을 조

정하지 않아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상 한국은행은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

한 왜곡을 조정한 실질GDP3)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를 판단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분기별, 연도별 GDP는 발표될 때마다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을 긴장시킨다. GDP
수치 악화는 종종 권력 교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GDP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넘어 한 국가의 경
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DP를 SNA기준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의 경제 활동 수

준과 규모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GDP는 해외투자자들이 한 나라에 투자할 때 변동성과 장기전망치를 확

인하는 기준이 되며,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시에도 중요한 지표로 활
용된다. GDP는 G20나 OECD 등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는 자격 요건으로 활용돼 국가를 서열화하는 도구로도
기능한다.

3) 명목GDP의 경우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된 시기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실질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기준연도에 맞
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10년 전에 10만 원짜리 세탁기를 10대 생산·판매했다면 10년 전 명목GDP는 100만 원이다. 현재 100만 원짜리 동일한 세
탁기를 10대 팔았다면 현재 이 국가의 명목GDP는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이는 물가변화 때문에 생산액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서 1,000만 원으로 변화한만큼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때 일정 기간의 경제 전체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물가변동분을 조사해
서 도출한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로 명목GDP를 조정해 주는 과정을 거치면 시계열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
는 실질GDP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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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P가 포괄하지 못하는 것들

가. 경제·사회적 가치 및 산출물·성과물의 관점에서 본 GDP
판 덴 베르흐(Van den Berg, 2016)는 경제활동이 사회·환경(자연)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

고, 사회와 자연이 주는 제약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고 봤다. 그는 특히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환경적 요소의 고려가 필수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GDP에는 한나라의 경제가 사회·환경적 요소와는 별개로 독립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재화나 서

비스의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각이 깔려있다(Fioramonti, 2017). 따라서 최종생산물의 부가가
치 산정 시 중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뺄 때 사회·환경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점
에서 GDP는 한 국가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 GDP는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산출물만을 반영하다보니, 사회의 총체적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서도 부족한 면이 있다. 한 사회 또는 국가의 발전 수준은 경제적 산출물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회적·
환경적·문화적 발전 수준까지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불평등, 건강, 환경오염과 같이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거래시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화폐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렵다. 이런 맥락
에서 GDP가 그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해왔지만, 한 국가
의 총체적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와 산
출물(Output) · 성과
물(Outcome)의 구분

<그림 2>는 우리 사회가 일정 기간에 창출해낸 총부가가치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한 사회가 창출

하는 가치는 크게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요소Inputs)를 투입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치’
를 의미한다(Emerson et al., 2000).

반면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 사회구성원들의 삶이나 사회 공동체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

는 가치’로 본다. 제임스 오스틴 등(James Austin et al., 2006)은 개인의 사적 편익 추구 대신 다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보았다. 21대 국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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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도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

의했으며, 이는 주로 안전한 생활환경과 사회통합, 공동체 이익실현과 같은 비시장적인 가치 요소들로 구성된
다4).

이러한 가치 창출의 결과는 ‘산출물’(Output)과 ‘성과물’(Outcome)로 다시 나눠 볼 수 있다. 산출물을 계

산할 때 서비스의 경우 실제 제공된 특정 행위의 단위로 그 총량을 결정하고, 상품의 경우 실제적인 물리적 단

위로 그 총량을 결정한다(Schreyer, 2012). 반면 성과물은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

다. 예컨대 의료서비스나 쾌적한 환경 덕분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거나, 정부의 교육정책 확산을 통해
범죄율과 문맹율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높이는 것은 성과물에 속한다. 즉, 산출물은 생산의 직접적 결과물인 상

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지만, 성과물은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된 근본 목적과 관련이 깊다. 본고에

서도 산출물은 특정 생산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결과물로 정의하고, 성과물은 일련의 경제적·비경제적
활동을 통해 의도한 개인, 조직, 혹은 지역사회, 국가 전반에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정의했다.

이를 기초로 판단할 때 GDP 산정 시 포함되는 가치는 시장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총

부가가치의 합이므로 대부분 경제적 산출물(Economic Output) 범주 내에 있다. 이를 토대로 GDP가 우리 사
회가 창출해낸 총체적인 가치와 이를 토대로 달성한 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검토해보고
자 한다.

① 경제적 산출물(Economic Output) 반영 부족: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과소측정

GDP가 경제적 산출물 영역의 부가가치를 주로 측정해왔지만, 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국가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 결과 GDP 산정 시 이들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를 어디까지 GDP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산업사회와 달리 디지털 산업사

회가 도래하면서 무엇이 생산된 가치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생산활동에 이
디지털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포함시키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컨대 공항에서 탑승권을 직접 발급하는 항공사 직원의 서비스는 생산활동에 따른 급여로 반영해 GDP

에 포함되나, 키오스크를 통해 탑승객 본인이 동일한 절차로 탑승권을 발급받을 경우 그 서비스는 시장가격을

알 수 없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에어비엔비나 우버, 구글,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실
제로 중개수수료나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범위와 정의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GDP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UNCTAD, 2019).

사회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면서 전통적인 종이신문이나 잡지, 도서 등의 지적재산 서비스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고, 인터넷 매체나 온라인 강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정보들이 전통 매체의 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다. 자발적 디지털 서비스가 기존의 백과사전이나 지적재산 서비스가 창출하는 가치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산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GDP는 사람들이 지불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

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들의 부가가치 생산을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정
확히 반영하지 못해 GDP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에릭 브린욜프슨 등(Erik Brynjolfsson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쳐 무

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비자 잉여는 연간 1,060만 달러에 이르며, 이를 GDP에 반영시

GDP는 연간 0.74% 더 높아진다. 코일(Coyle, 2017)은 이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가 무형자산 형태
로 GDP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정보의 가격을 환
산하기 위해 유사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그림자 가격(Shadow Price) 설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처

4) LAB2050(양동수 외, 2019)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다양한 가치, 그리고 개
인·사회 공동체·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행동 규범이자 의사 결정의 기준이다. 과거 경제 성장과 효율성 일변도의 행동 규범, 그리고 개인과 개
별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 결정 기준을 성찰하며 등장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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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광고를 보면 음원을 공짜로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음원을 듣는 행위, 아이튠처럼 음원사이트
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아 듣는 행위, 그리고 CD를 구매해서 듣는 행위 모두 음원을 소비한다

는 면에서 같다. 그러나 실제로 무료로 제공되는 음원의 가치를 어느 서비스에 맞춰 매겨야 하는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사회적 산출물(Social Output) 반영 부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부 비시장적 생산활동 및 사회를
위협하는 비용들에 대한 고민 부족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가사노동 등 비시장적 생산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족의 분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가사도우미 등 GDP의 생산활동

에 포함되는 서비스도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사노동 관련 서비스는 GDP에 포함
되지만,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은 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GDP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비영리단체들의 활동 중 상당 부분 또한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활동이어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오롯이 반영되지 않는다(Fioramonti, 2017). 비영리단체들은 주로 개인의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노동력과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산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GDP 추계시 제외된다. 복지

수요가 다변화하고 그 사회적 비중도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다 아우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비영리단체의 자선
및 자원봉사 활동은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못하며,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산출물도 성과로 반영되지 못하는 형
편이다.

물론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개별 가계나 공동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GDP 산정시 반영된다(한국은행, 2015). GDP에는 이처럼 시장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지 않는 사회적 산

출물 일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 수준을 결정할 지, 유사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을 기준
으로 할 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Schreyer, 2012).

이처럼 GDP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시적인 경제적 산출물 위주로 계산되다보니 가시적이지 않은 사회

적 산출물들은 관심 밖이 됐다. 정책결정자들도 GDP 산출 결과에 비추어 비시장적 가치는 묵과한 채 시장체제
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에만 온 힘을 쏟아 왔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는 것은 경제적 성과의 상당 부분

은 사회구성원이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시장적 가치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Fukuyama, 1997). 그럼에도 GDP는 이와 같은 비시장적 시민사회 행위들을 경제적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Fioramonti, 2017).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활동에

는 반드시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닌데, GDP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영역은 환경 자원 고갈의 문제다. GDP 상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경제주체가 이

를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타인에게 양도 혹은 이용하도록 해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
어야 한다(UNSD, 2009). 이러한 권고안의 정의는 전통적인 기계나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 특정 경제주체에 귀속되지 않는 자연자원의 경우엔 어떨까? 이는 소유권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기 어렵다. 특정 설비나 기계의 마모, 사용가치 하락은

감가상각을 통해 GDP에 반영되지만, 소유권을 특정하지 않은 자연자원에 감가상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착취와 훼손이 심하게 이뤄진다해도 GDP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GDP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과

정에 자산이 아닌 대기와 수자원, 기타 광물자원이 활용되더라도 이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

런 맥락에서 보면, GDP로 평가된 사회적 가치는 숨겨진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풀려진 결과물이다
(Repetto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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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 성과물(Economic Outcome) 반영 부족: 사회 부의 분배에 대한 고민 부족

GDP가 한나라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GDP를 통

해 파악한 부가가치가 과연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GDP의 기초를 마련한 쿠
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점차 사회의 소득불평등도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쿠즈네츠 가설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자

본이 축적됐음에도 소득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GDP 규모로 경제대국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지

니계수가 0.4를 넘어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느끼지도 못함을 의미한다.

남주하 등(2012)이 GDP와 경제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시도한 결과 GDP와 경제행복지수 사이

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반드시 경제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경제성장과 경제행복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지

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 중 소득분배가 –0.57의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행복지수를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업(-0.97),

소득 5분위 분배율(-0.66), 지니계수(-0.6), 가계부채(-0.60) 등이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 전체 부의 분배를 GDP에 반영할 경우 현재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

자. 중국과 인도에서 저렴한 수입재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도 자국 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비용 줄
이기에 나선다. 미국은 여러 중남미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이들의 저임금 노동력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고 제1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

르게 된다. 중남미, 특히 멕시코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저임금 노동시장을 장악했고, 과거 저

임금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던 흑인과 원주민들은 결국 일자리를 잃고 빈곤의 늪에 빠졌다. 그럼에도
GDP 상으로 보면 이주 노동력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치한 것이어서 크게 변할 것이 없다. GDP가 한 국가의 경제
적 생산 과정에서 생긴 산출물에만 관심을 갖고, 그로부터 파생된 성과물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일이다.

④ 사회적 성과물(Social Outcome) 반영 부족: 경제발전이 사회에 가져오는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고려의 미비

GDP가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 산출물 가치만을 측정하다 보니, 산출과정에서 자연 등 투입요소의 가치훼

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시장적인 부(-)의 외부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예컨대 휘발유 소비가 증가하면 그만큼

차량 운행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그 결과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의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GDP 기
준에서만 판단하면 그 사회는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된다. 그런데 만약 차량운행 증가로 인해 사회 구
성원이 체감하는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GDP에 나타난 부가가치만큼 바람직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질병, 범죄와 같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면 어떨까? 그 자체가 GDP에 반영되지는 않

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 때문에 병원과 교도소를 더 짓는다면 이는 GDP 증가 요인이 된다. 반
대로 질병이나 범죄가 줄어들어 병원과 교도소를 덜 짓게 되는 경우 GDP는 줄어들지만 사회적 위험의 감소로
인한 성과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위험의 증감은 GDP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우리는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자주 접하게 된

다. 현재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북극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몇몇 국가들
은 가까운 미래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는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나타나는 피해액 또한 막대하다. 이처럼 GDP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사
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시장외적 요인인 외부성이 도사리고 있다.
GDP의 현 체계로는 이 같은 외부성을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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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GDP가 갖는 포괄성의 한계
그동안 GDP 체계가 정교해지면서 포괄하는 가치영역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아직까지도 한 사회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해내는 경제·사회적 산출물 조차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제적 산출
물 중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산출물의 가치는 객관적 가치산정과 귀속여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아직
까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무급가사노동이나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기부, 또 자원봉사활동이 창출

하는 가치의 상당부분도 GDP 산정시 제외된다. 또한, 분배국민소득계정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간 불평등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는 빈곤과 소득불평등과 같은 사회문

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날이 나빠지는 자연 환경의 변화 또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제적 성장으로만 한 국가의 발전수준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환

경적 가치의 비중은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환경적 가치가 점점 중요해진다고 해서 사회

적 발전수준을 판단하는 경제적 가치의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환경적 가치들을 경제

와 분리해 철저하게 외부화(Externalization)시켜왔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외부화된 가치들을
시장체제로 내재화(Internalization)시켜 한 국가가 생산하는 총체적 가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지표에서 우리가 포괄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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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DP가 규정한 가치
GDP는 어떤 활동이 생산적인지를 파악하는 경제적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Fioramonti, 2017).

GDP는 어떤 활동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며 어떤 활동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어떤 행

위가 국가에 이익을 주는지, 또 어떤 행위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엄밀하게 판단해 합산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GDP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활동이 가치있는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GDP의 이러한 가치 측
정 기준은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줄곧 수정 보완돼온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
념이다.

사례를 들어 보자. UN은 2009년 ‘국민계정체계 2008’(SNA 2008)을 승인했다. GDP 산출의 기반이 되는

국민계정 작성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 기준에 맞춰 새롭게 GDP를 산출하기 시작했다(Peter van

de Ven, 2015).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자, 한국의 2010년 명목GDP는 이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와 같
은 데이터로 비교했을 때 5.1%가 높아졌다.5) 한국의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스웨덴이 4.4%, 핀

란드가 4.2%, 미국이 4.0% 높아져 한국의 뒤를 따랐다. 반면 멕시코와 이탈리아는 1.5%, 스페인은 1.6%, 캐나
다는 1.7%, 영국은 2.3% 상승하는 데 그쳤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률은 3.1%였다. GDP 작성기준의 변
화만으로 한국, 스웨덴, 핀란드는 좀 더 나은 경제로 발돋움했고,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뒤처
지는 경제가 된 셈이다.

변화의 요인은 연구개발비와 무기 지출 관련 기준 변경에 있었다. 연구개발비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지식자산으로 축적된다는 방향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또 무기 중 군함과 탱크 등 군사용 장비에 관한 지출 역시

고정자산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연구개발비 기준 변경만으로 2010년 한국의 명목GDP는 3.6% 상
승했다. 미국 2.5%, 독일 2.3%, 프랑스 2.2% 등 다른 선진국의 상승률을 압도했다.

이전 기준에서 기업 연구개발비는 생산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처리될 뿐, 부가가치로 여겨지지 않았

다. 연구개발의 결과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만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서 부가가치로 인식되고, 그래야 GDP에

산입되는 체계였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미래에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 즉 투자로 분류된다. 지출한 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무기 관련 지출의 기준 변경도 한국의 2010년 명목GDP를 0.3% 높이는 효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지

출 중 방위력개선비(군비 지출)가 컸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는 0.5% 상승한 미국이었으며, 멕시코
(0.0%), 독일(0.1%), 캐나다(0.1%) 등의 국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무기의 경우도 과거에는 중간소비로
인식되던 것이, 미래에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간주된다(박성빈 외, 2013).

연구개발이나 무기 지출과 대조적인 항목은 교육이다.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질 높은 인

적자본을 꾸준히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UNECE, 2009)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인적자본 향

상은 통상 높은 교육수준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보다 건강한 삶
5) 당시 작성기준 변경 내용에 따르면 측정 대상 데이터가 바뀌기도 했으며,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2010년 명목GDP는 7.8%가 높아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만 바뀌면서 생긴 변화만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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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리도록 도와준다. 앞서 설명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발전과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는 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한 사회가 창출한 가치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Dolan et
al., 2008).

그러나 GDP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과 같

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노력과 비용은 GDP 추계대상에서 제외된다. GDP는 교육을 개인의 소비행위로 간주

하고 고정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UNSD, 2009). 정규교육의 경우 최종소비로,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훈
련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로 간주한다. 설비투자나 금융투자가 자산항목으로 포함되는 것과 대조적이
다.

여기서 우리는 GDP가 가치중립적 계산과정을 거쳐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GDP는 매우 정치적이다. 문제는 현재의 GDP가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경
제의 모습을 측정하고 있느냐 여부에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GDP를 측정하고 그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의 정책 목표로 삼아 달려가고 있다. 만일 이 지표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 모든 국가들은 벼랑 끝을 향해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새로운 지표를 찾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과제를 찾아내고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찾아

내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지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표가 이끌 사회의 목적지를 찾는 것이
다. 그 목적지는 한 사회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들이 각각 다른 처지에 있더라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북극성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북극성의 좌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안정이라

는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위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안정성을 담아낼 것인가? 최근 가치 측
정과 관련해 불거진 몇 가지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세 가지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성 모색을 위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가 멈춰서기 시작한 2020년 초로 되돌아가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에 당황한 선진국들은 잇따라 봉쇄 조처에 나섰다. ‘세계의 공장’ 중국마
저 멈춰섰다. 소비의 천국이라 할 미국 뉴욕의 맨해튼,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도 인적이 뚝 끊겼다. 유
통 마비를 걱정한 선진국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대형마트로 몰려들면서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소동
이 빚어졌고, 상점의 진열대도 텅 비었다.

그런데 인류의 활동이 극적으로 위축되자 생각지 못했던 반가운 소식들이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

했다. 이탈리아 도시 하천에 물고기가 돌아왔으며, 인도 북부 펀자브 지방에서는 뿌옇기만 하던 하늘 저편에
서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윤곽을 드러냈다. 덩달아 서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하늘이 돌아왔

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6억 tCO2가 줄었는데, 이는 1900년 이후 탄소배출이 가장 빠르게 낮아졌던 2차 세계대전 때 8억 tCO2
의 두 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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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왼쪽) 및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
출량(일평균) 증감 추
이(오른쪽)
출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
2020.10.)

코로나19가 촉발한 변화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

이는 멈춰버린 거리와 깨끗해진 공기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렸다. 탄소배출 감소는 미래

에 우리 경제를 단번에 망가뜨릴 기후위기를 막는 가치를 지니지만 당장의 GDP에는 반영되지 못한다. 반면 탄

소배출을 늘리는 생산활동은 즉각 GDP에 반영된다.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
상되는데, 탄소배출량은 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4).
[그림 4]
2020년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

여기서 우리는 GDP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에만 가치를 두며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처할

지 모르는 미래의 위기는 도외시하는 측정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현 경제는 미래보다 현재에
높은 가치를 두고 운영된다. 비단 기후위기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교육 등 사회투자나 사회인프라 투자 등
미래세대와 관련된 다양한 지출에서도 문제는 동일해 보인다. 새로운 지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삶을
증진시키거나 파괴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방향을 찾기 위해, 주거비와 GDP를 연결지어 간단한 사고실험을 해 보자.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

면 주거비용이 오른다. 대신 주택소유자들의 자산가치와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주거의 질이 높아

지지 않은 채 주거비용이 커지면 경제는 좋아지는 것일까, 아니면 나빠지는 것일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즉
모두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임대료가 높아져서 주거비용이 커지면 경제는 좋아지는 것일까, 아
니면 나빠지는 것일까?

주거서비스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대료 수준이 높든 낮든, 그 수

입과 지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상쇄되는 제로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그러나 현행 GDP 기준으

로 보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거비용(임대료)이 높아지면 경제는 성장한다. 임대료만 높아져도 주거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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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임대료를 가계가 생산한 주거서비스 측정의 지표로 삼는다. 월세를 지출한다면 그만큼 주거

서비스를 구매한 셈이므로, 주거서비스가 생산, 소비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 자기 스스
로에게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 임대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임대료를,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지급할 법한 임대료를 추산해 ‘귀속임대료’로 계산한다. 이 모두를 합치면 우
리 나라의 가계주거서비스의 부가가치 총액이 된다.

그런데 임대료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세입자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므로, 임대인이 제공하는 주

거서비스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자가소유자의 귀속임대료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모든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더라도,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주거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GDP가 성장하게 된다.

이런 가계주거서비스의 가치는 2018년 기준 115조원으로 집계된다. GDP의 6.4% 수준이다. 2015년의

104조원에서 11조원 가량 높아졌다. 그만큼 GDP도 올랐다. 수도광열비까지 포함한 주거비 전체를 보면, 1990
년 이후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그림 5).

[그림 5]
1990년 이후 주거비
및 실질GDP 추이
(1990년 = 100)

주거비 상승이 부담이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유는, GDP라는 지표가 가격을 신성시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매겨진 시장가치만 경제의 실질로 간주한다. 사람들이 실
제 향유하고 있는 ‘주거안정’이나 ‘주거의 질’ 등의 사회적 가치는 측정하지 않는다.

시장가치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빠뜨리게 되는 사회적 가치는 다른 영역에도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료로 향유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주는 혜택, 가족을 돌보는 무급가사노동,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만들어내는 서비스 같은 것은 부가가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건물이나 기계 같은 물질적 자산은 자본으

로 간주되지만,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
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지표의 자리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감안한 곳에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GDP가 소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는 소득

을 총액으로만 다루며, 노동, 자본, 가계와 기업 등 전통적인 경제주체 간의 포괄적인 분배 구조만 보여줄 뿐, 개
인들에게 실제 어떻게 분배됐는지는 따지지 않는 지표다. 소득분배가 평등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실제

개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GDP로 평가한 두 사회의 가치는 동등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있
어 GDP는 새로운 소득 창출을 반영하지만,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역량이나 네트워크는 가치로 간주
하지 않는다. 앞의 사례와는 좀 다른 예일 수 있으나 역시 GDP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정부 부문에 대한 기준에서도 문제 제기는 이어진다. GDP에서 대부분의 정부서비스는 지출액 자체가 부

가가치로 간주된다. 얼마의 예산이 쓰였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는가를 측정하지만,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효능감을 측정하지 않는다. 즉 정부가 예산을 지출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혜자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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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효능감을 느꼈는지 혹은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출액 만큼만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기업의 서비스와 달리 정부서비스에는 시장에서 창출된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
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GDP는 총량과 공급자를 중시하는 지표다. 우리 사회의 여러 활동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새로운 지표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방향이다. 미래, 사회적 가치, 성과 관점에서의

영향과 결과라는 새로운 방향을 지닌 지표를 만들어,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지향하는 새로운 북극성으로 세울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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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2007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로마클럽(Club of

Rome), OECD 등 50여개국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GDP를 넘어’(Beyond GDP)라는 기치 아래 국가의 성
장과 후생을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논의를 시작했다.

그 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아마티아 센, 그리고 장 폴 피투시

(Jean-Paul Fitoussi) 등 세계적 경제학자들 역시 GDP가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계
가 있음을 지적했다(Stiglitz et al., 2009). 이들은 사회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을 모색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포괄적 성장수준 추정이 애초부터 틀렸다면 향후 제시되는 경제정책들이 우리 사회
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봤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진행6)됐음에도, GDP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하다. 한 국가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총

량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 또 타국과의 비교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국민계정의 체
계는 여전히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가치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축적돼 미래에 활

용할 수 있는 국부로 정의하는 체계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같은 관점에 입각해 세계 각국이 장기간에 걸쳐 측
정하고 쌓아둔 데이터도 여전히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GDP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에 담긴 가치

판단의 문제 때문이다.

GDP는 노동과 주거, 기술에 대해, 또 환경과 인간에 대해 획일화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자욱한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 산업’의 활동은 GDP에 포함되지만, 그로 인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기후위기

의 부담은 계산되지 않는다. 늘어가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 나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높은 담벼락과

CCTV는 GDP 요소이지만, 그 담벼락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

적 자본의 감소는 GDP 계산에서 배제된다. 산업 자동화로 늘어난 부의 총량은 GDP에 더해지는 반면, 그 과정
에서 발생한 실업과 소득 격차는 관심 밖의 문제다. 객관성과 계량 가능성을 표방하지만, 무엇을 넣고 뺄 것이
냐의 가치 판단이 계산에 앞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던 20세기 중반 산업화 시대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GDP라는 이름의 북극성은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의 총합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번영을 뜻했다. 시장에서 더 높

은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이 거래되면 국가 전체의 생산이 늘고, 자연스레 그 부가가치는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
돼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명확한 분기점을 찍었다. 영

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20.10.29.)7)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률의 변

화를 해석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 지

출의 확대, 기업의 투자 증대가 단기적인 GDP 증가에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6)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는 추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7) The Economist(2020.10.29.), ‘What GDP can and cannot tell you about the post-pandemic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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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0)8)도 GDP
가 디지털 활동과 돌봄 노동, 환경 착취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포
럼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GDP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정하며, 불평등을 고려한 ‘번

영’(Prosperity), ‘지구 환경’(Planet)과 개인의 발전 및 안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
다.

다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안정, 즉 실

질적 자유를 구현할 자유안정성이 그 가치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미래를 밝힐 북극성이 돼야 할 대표 지표
는 당연히 그 가치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개인의 안녕을 증진하거나 가로막는 환경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요소 중에 우선 측정 가능하고 반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대표 지표를 재설계하는 일은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

는 혁신적 과제다. 번영과 안정이 위협받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 좌표 상실과 가치 혼란에 허덕이고 있
는 인류가 최우선으로 찾아내야 할 해답이기도 하다. 이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 GDP를 조속히 대
체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8) World Economic Forum(2020), ‘Dashboard for a New Economy Towards a New Compass for the Post-COVID Recovery’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교준, 최영준, 이관후, 이원재(2018),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솔루션2050-01, LAB2050
남주하, 김상봉(2010).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8(20), pp. 1-28.

데이비드 필링(2019), ‘만들어진 성장', 조진서 옮김, 이콘, <원제: David Pilling(2019), ‘The Growth Delusion: Wealth, Poverty,

and the Well-being of Nations’>

마리아나 마추카토(2020), ‘가치의 모든 것 위기의 자본주의, 가치 논의로 다시 시작하는 경제학’, 안진환 옮김, 민음사, <원제:

Mariana Mazzucato(2017), ‘The Value of Everything’>

박성빈, 김승철, 연기수, 김영태(201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효과’, 국민계정리뷰 2013년 제 4호 pp1~17., 한국은행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온누리, 이원재(201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솔루션

2050-03, LAB2050

한국은행(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한국은행(2019a),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은행
한국은행(2019b), ‘한국의 국민계정’, 한국은행

Austin, J., Stevenson, H. and Wei-Skillern, J.(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 pp. 1-22.

Brynjolfsson E, and Oh, J.(2012), ‘The attention economy: Measuring the value of free digital services on the Internet’,

Proceedings of the 3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Coccia, M. and Bellitto, M.(2018), ‘Human progress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in society’,.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Thought, 5(2), 160-178.

Coyle, D.(2018), ‘Do‐it‐yourself Digital: the Production Boundary, the Productivity Puzzle and Economic Welfare’,

Economica, 86(344), pp. 750-774.

Dolan, P., Peasgood, T., and White, M.(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pp. 94–122.
Emerson, J., Wachowicz, J., and Chun, S.(2000),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San Francisco, CA: Roberts Foundation

Fioramonti, L.(2017), ‘The World After GDP: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Growth Era’,

Cambridge, UK: Polity Press.

Fukuyama, F.(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Magazine, 4(1). pp. 1-16.

ISC(Institute for Strategy and Competitiveness)(2020), ‘Social Progress Index’, ISC. Harvard Business School.
Malhotra, K.(2004), ‘The purpose of developmen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1)13-18.
OECD Observer(2004), ‘Is GDP a satisfactory measure of growth?’
OECD)2015.2.20.), ‘Statistics Brief’

Schreyer, P.(2012), ‘Output, Outcome, and Quality Adjustment in Measuring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8(2), pp. 257-278.

Sen, A.(2001),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 P.(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Economist(2020.10.29.), ‘What GDP can and cannot tell you about the post-pandemic economy’

UNCTAD(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Value Creation and Captur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NY: United Nations Public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00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New York: United Nations.

UNU-IHDP and UNEP(2014), ‘Inclusive Wealth Report 2014. Measuring progress toward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den Berg, H.(2016),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3rd Ed.)’, Hackensack, NJ: World Scientific.

Van de Ven, P.(2015), ‘New standards for compiling national accounts: what’s the impact on GDP and other macro-

economic indicators?’, OECD Statistics Brief No. 20, OECD.

World Economic Forum(2020), ‘Dashboard for a New Economy Towards a New Compass for the Post-COVID Recov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