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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목 : 「MBC의 ‘국가통계 오류’ 엉터리 해명」 보도에 대하여

□ MBC는 6.1일(금) “뉴스데스크”에서 국제수지통계에 오류가 있었
다고 재차 보도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외건설서비스 통계 관련 국제기준
2.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통계와 국민계정통계간 정합성
<별첨> BPM6 적용 원칙 관련 영문 원문

문의처 :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 최정태(02-759-4312), 과장 이정용(02-759-4333)
박영출 부공보관(02-759-4023)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1. 해외건설서비스 통계 관련 국제기준
(MBC 보도) 해외공사 수출액이 8년 동안 176조 원 부풀려졌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은 1년 이상 장기 해외공사 수출이 치솟은 건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기준을 찾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교량, 댐, 발전소처럼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해외 공사 현장은 그 나라의 지
사, 즉 현지 회사로 봐야지 수출로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BPM6는 해외건설에 대해 ① 국내본사가 주된 활
동을 통제하는 본사직영 해외건설과 ② 독립회계를 갖춘 지점(해외현지법
인 포함)이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해외건설공사가 국내본사 직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건설서비스’로
계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4.29-b)
― 이 경우 공사대금 수취 총액은 건설수출로, 건설현지의 자재 및 서비스
조달 총액은 건설수입(輸入)으로 계상하도록 합니다.(#10.105, 10.107)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해외건설을 수행하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아 독립회계를 갖춘 지점이 될
수 없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9-19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공사는 서비스수
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② 반면, 건설현장이 완전한 독립회계(a complete set of accounts)를 갖
춘 경우에는 별도 지점(branch)으로 인식하여 국내본사와 해외지점간
직접투자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4.29-a, 4.27-a)
― 따라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독립채
산제를 적용받아 독립회계를 갖춘 지점이 MBC 보도에서 지적한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한국은행도 국제수지통계 작성시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4.29-a, 4.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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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BPM6 해당 조문
Chapter 4 Economic Territory, Units, Institutional Sectors, and Residence
C. Units
2. Identification of institutional units with cross-border elements
Construction projects
4.29 Some construction projects undertaken by a nonresident contractor may
give rise to a branch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Construction may be
carried out or managed by a nonresident enterprise, without the creation
of a local legal entity:
(a) For major projects (such as bridges, dams, power stations) that take a
year or more to complete and that are managed through a local site
office, the operations would usually satisfy the criteria for identification
of a branch in paragraph 4.27 and so would not be classified as trade
in services;
(b) In other cases, the construction operations may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recognition as a branch, for example, for a short-term
project or one based from the home territory rather than a local
office. In those cases, the work provided to customer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ose operations is classified as international trade in
construction and included in services (i.e., an export of services by the
home base and an import of services by the territory of operations).
Paragraphs

10.101–10.108

discuss

construction

operations

included

under services.
a. Branches
4.27 The identification of branches as separate institutional units requires
indications of substantial operations that can be separated from the rest
of the entity, to avoid creating numerous artificial units. A branch is
recognized in the following cases:
(a) Either a complete set of accounts, including a balance sheet, exists for
the branch, or it is possible and meaningful, from both an economic
and legal viewpoint, to compile these accounts if they were to be
required. The availability of separate records indicates that an actual
unit exists and makes it practical to prepare statistics.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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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Goods and Services Account
Construction abroad
10.105 Construction abroad consists of:
(a) construction work for nonresidents by enterprises resident in the
compiling economy (credit), and
(b) the goods and services acquired from the economy in which the
construction activity is being undertaken by these enterprises (debit).
10.107 Construction is valued on a gross basis—that is, inclusive of all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construction contractor as inputs to the
work, and also inclusive of other costs of production and the operating
surplus that accrues to the construction contractor.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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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해외건설의 독립채산제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
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
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제9-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제외)을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
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2.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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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통계와 국민계정통계간 정합성
(MBC 보도)
한은은 2010년 새 기준을 도입하는 첫 번째 이유를 국민계정 즉 GDP와의 차이
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작 새 기준을 적용하며 두 국가통계 GDP와 BOP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정반
대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 한국은행의 BPM6 이행은 IMF에서 2010년 새로운 국제기준을 도입하도
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 국제수지통계의 BPM6 이행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으며, 이 중 선박수출
계상방식 변경(인도기준→건조진행기준)으로 BOP(국제수지)와 GDP간 정
합성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직영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BOP와 GDP간의 작성 목적 차이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논의 진전에 맞춰 해결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가공무역(통관기준→소유권이전기준), 중계무역(서비스수지→상품수지)
등 BPM6 이행에 따라 신규 반영 또는 부문간 재분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
는 BOP와 GDP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5 -

<별첨>

BPM6 적용 원칙 관련 영문 원문
BPM6
Chapter 1. Introduction
A. Purposes of the Manual
1.4 The Manual provides a framework that is applicable for a range of
economies, from the smallest and least developed economies to the
more advanced and complex economies. As a result, it is recognized that
some items may not be relevant in all cas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compilers to apply international guidelines in a way appropriate
to their own circumstances. In implementing this Manual, compilers are
encouraged to assess the materiality and practicality of particular items
according to their own circumstances and are further encouraged to
revisit these decisions from time to time to see whether circumstances
have changed. Such decisions necessarily rely on the professionalism and
knowledge of the comp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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