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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여 국가와 대표성

G20 (Group of 20) 참여 국가 : UN 가입국 192개국 중에서 경제적으

로 영향력 있는 20개국

- G8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 신흥국 :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호주,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 기타 : EU 의장국

G20의 대표성 : 

- 세계인구의 2/3

- 세계 GDP의 85%

- 세계외화보유고의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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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 기존의 G7/ G8 의 관계

세계 경제문제에 관한 논의의 중심축이 G7/ G8 에서 G20으로 이동세계 경제문제에 관한 논의의 중심축이 G7/ G8 에서 G20으로 이동

- 신흥국의 경제력 성장으로 인해 소수 선진국들간의 논의 만으로는 세계 경

제문제 해결에 한계가 노정제문제 해결에 한계가 노정

G20 지구촌 경제 현안 논의G20 : 지구촌 경제 현안 논의

- 피츠버그 정상회의(09.11)에서 G20을 세계경제협력에 관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 m) 으로 활용하기로 합의장(premier forum) 으로 활용하기로 합의

제 정치 세계 안 의G7/ G8 : 국제 정치, 세계 안보 등 논의

- 정치적, 군사적 문제 등에 있어 여전히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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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개최준비 과정

G20 논의의 진행 과정

정상회의 개최준비를 위해 수 차례의 차관, 장관회의와 셰르파 회의 개최

- 셰르파(Sherpa) : 셰르파는 히말라야에서 등반대를 돕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셰르파(Sherpa) : 셰르파는 히말라야에서 등반대를 돕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정상회의(Summit) 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정상대리인을 지칭

의장국의 역할

이슈와 논의 방향의 결정:

- 매 회의 전 의장국이 상세한 회의안건(issue note)을 준비하여 회람

의장국은 합의문(커뮤니케) 작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논의를 주도- 의장국은 합의문(커뮤니케) 작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논의를 주도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커뮤니케가 합의되기까지는 통상 10 15시간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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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가 합의되기까지는 통상 10~15시간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

- 의장국은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국가간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담당



4차례 G20 정상회의 개최의 주요 성과

1차 워싱턴 회의(08.11.15) : 위기원인 진단 및 의제 설정

거시정책공조 원칙 선언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 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공조 추진국가간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담당

금융개혁과제 제시: (예: FSF 회원국 확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등)

- 금융개혁 원칙: 금융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

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신흥 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IMF, WB, FS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

배구조 개선

- IMF의 재원확충, 조기경보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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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자제(standstill)



4차례 G20 정상회의 개최의 주요 성과(계속)

2차 런던 회의(09.4.2) : 워싱턴 회의과제에 대한 처방 마련

'09~'10년간 총 5조불 규모 재정확대 및 확장적 통화정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공동원칙 수립

보호주의 저지

- Standstill 원칙 재확인 및 실효성 강화(위반조치 원상회복 등)

- WTO 는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공표

신흥개도국 지원 확대신흥개도국 지원 확대

- IMF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 지원 확대: $1.1조

8개분야 금융개혁과제 추진방향 및 로드맵 마련8개분야 금융개혁과제 추진방향 및 로드맵 마련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예방적 대출제도(FCL) 신설 조기경보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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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예방적 대출제도(FCL) 신설, 조기경보기능 강화

- IMF 쿼타·WB 투표권 개혁 조기추진



4차례 G20 정상회의 개최의 주요 성과(계속)

3차 피츠버그 회의(09.9.25) : 런던합의 점검 및 위기 이후 과제 논의 개시

G20 체제 정착

-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지정

- 2011년부터 매년 개최

장기정책공조

-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개혁IFI 개혁

- IMF 쿼타 5% 이전 (과다 대표국 → 과소대표 신흥개도국)

World Bank 투표권 3% 이전 (선진국 개도국)- World Bank 투표권 3% 이전 (선진국 → 개도국)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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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4차례 G20 정상회의 개최의 주요 성과(계속)

4차 토론토 회의(10.6)

당면한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평가와 성장친화적

(Growth Friendly) 재정건전화에 합의(Growth Friendly) 재정건전화에 합의

국가그룹별 경제정책방향 제시

- 선진적자국: 개방적자국 개방

- 선진흑자국: 내수

- 신흥흑자국: 안전망, 인프라

IMF 쿼타 개혁, 금융규제 개혁, 경제개발과 무역 등에 관해 서울 정상회의에

서 혹은 정상회의까지 결정하기로 합의

보호무역주의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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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G7/G8 국가가 아닌 나라로서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G20 정상회의까지 개

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

- 짧은 기간내에 개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 초입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로서

경제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들에게 선진경제로의 발전가능성 제시

-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도국 개발이슈를 아젠다로 포함

- 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과시

세계경제의 격변기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세계경제의 격변기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그룹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고, 개

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 과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 과시

- 정상회의 준비과정 및 진행과정에서 선진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

-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영향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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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지적 리더쉽 발휘 및 네트워크 구축

정상회의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의장국으로서 의제선정을 주도하고 각국의

이견을 조율하는 등 지적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향후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량을 과시

- 2008.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장벽금지 주장

- 2009.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원

칙을 제안하는 등 지적 리더쉽을 발휘한 경험칙을 제안하는 등 지적 리더쉽을 발휘한 경험

정상회의 및 이와 관련한 각종 회의, 그리고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각국의정상회의 및 이와 관련한 각종 회의, 그리고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부, 학계, 재계 지도자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글 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어 앞 국제사회에서 지

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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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

로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

- 빠른 경제성장 및 성숙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패배의

식 및 자기비하적 의식을 떨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

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함양

되고 시민의식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작용

-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에 걸 맞는 시민의식 및 질서의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후진국에 대한 대외원조 확대 및 개발경험 전수,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

로 나서게 되는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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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우리경제의 높은 개방도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평상시에도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위기시에는 극심한 자금조달 어려움에 시달리는‘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고생

- 2009. 2/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단기외채/GDP 비율(18%)은 영국(312%), 호주(27%) 등의 선진국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들 나라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했던 경험

정상회의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됨으로써 과거에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던 해

외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금조달코스트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각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국가경쟁력 지수 및 국가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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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 촉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된 위상을 홍보하고, 이를 계

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는 계기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 벌 금융시장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는 계

기로 활용

- 국내 금융산업은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선진국 금융회사

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개선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무난히 위기를 극복

-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 10년간의 위기극복 경험 및 뛰어난 경영성과를 바탕

으로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으로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

<주요국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ROE 8.99 3.3 6.2 9.8 4.7 3.0

부실채권 비율 1.16 4.64 0.9 2.7 3.4 2.5

주 : 한국, 미국, 일본은 2008.12 기준,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07.12 기준(단 독일 부실채권비율은 2006.12 기준)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9 4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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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수출 증대효과

국내 제조업 중 많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기 때 에 서울 정상회의 해 기업 홍보와 이미지 개선이 이 어질 경우있기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기업 홍보와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기 우리나라의 가브랜 와 내 기업의 인지 가 제-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와 국내 기업의 인지도가 제고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매출과 수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G20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기업의 이미지제고에 따른 수출증삼성경제연구소: G20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기업의 이미지제고에 따른 수출증

대효과를 19∼22조원으로,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2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

(9.15)

국제무역연구원: 수출증대효과 20조원, 파급효과 10.6조원등 총 경제적 파급효과

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10.7)

영국의 Guardian지:“서울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데 성공

한다면 국제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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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음

국내 은행들은 Basel Ⅲ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규제 강화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제적 자본확충, 상대적으로 단순한 자본금 구조, 그리고 우

선주와 신종채권의 비중 미미

(단위 :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선주와 신종채권의 비중 미미

<바젤Ⅲ의 자기자본규제 체계>

BIS ratio
보통주자본 기본자기자본 자기자본

A. 최저비율 4.5% 6.0% 8.0%

B 손실보전B. 손실보전

완충자본비율
2.5%

A+B 비율 7.0% 8.5% 10.5%

경기대응

Tier 1 ratio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
0~2.5%

주: 자기자본은기본자기자본(TierⅠ)과보완자기자본(TierⅡ)으로구성.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도입하고2019년부터전면적으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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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음 (계속)

유동성 규제는 규제비율에 미달하고 있어 당장의 준수에는 어려움

- liquidity coverage ratio와 net stable funding ratio 모두 100%에 미달

LCR NSFR

(?)100 % 100 %

q y g 와 g 두 에 미달

60~

(?) (?)100 %

50~
70%

60~
80%

Under original Basel Ⅲ Under GHOS revision  G20 Summit  at Seoul 

70~
80%

80~
90%

proposal (Dec.2009)  (Jul.2010) (Nov.2010)
Under original Basel Ⅲ
proposal (Dec.2009) 

Under GHOS revision 
(Jul.2010)

G20 Summit  at Seoul 
(Nov.2010)

주 : 1 As end of 2009 based on author’s conjecture• 주 : 1. As end of 2009, based on author’s conjecture
2. GHOS (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Revision

- run-off rate revision
- ASF(Available stable Funding)/ RSF(Required Stable Funding) reclassification

자료 김병덕 2010 8• 자료 : 김병덕,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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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음 (계속)

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leverage standard 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leverage ratio>
(?)

4~5%

3 %

Under GHOS revision (Jul.2010) G20 Summit at Seoul (Nov.2010)

주 1) A d f 2009 b d th ’ j t• 주 : 1) As end of 2009, based on author’s conjecture
2) GHOS Revision

- Netting of OTC Derivative 
- OBS (Off-balance Sheet) Credit Conversion Factor 

• 자료 : 김병덕,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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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음 (계속)

은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 자금조달>
(단위 : 10억원)

3,500 
4,000 
4,500 
5,000 

1 500
2,000 
2,500 
3,000 
,

0 
500 

1,000 
1,500 

2005 2006 2007 2008 2009

Equity Bond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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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정상회의 이후 금융규제 이슈 논의 지속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 개발 (2011년말)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 개발 (2011년말)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감독 강화

Commodity prices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수단 개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개선

개도국 관련 이슈

-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성 문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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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환율갈등 및 개도국 환율강세 논의

최근 중국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을 둘러 싸고 미ᆞ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

운데 일본과 브라질 등도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위해 시장에 개입운데, 일본과 브라질 등도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위해 시장에 개입

- 막대한 재정지출 및 팽창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던 선진국 경제가 다시

약세로 전환하자 수출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각약세로 전환하자 수출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국이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을 위한 경쟁에 참여

최근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금리차이가 커지면서 달최근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금리차이가 커지면서 달

러 케리트레이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 급증

에 따라 개도국 통화의 절상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

- 브라질과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국가도 자국의 통화절상속도에 우려를 표시하

면서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나설 것임을 발표

최근 IMF연차총회에서도 글로벌 환율갈등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울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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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율갈등 및 개도국 환율강세 논의 (계속)

특히 최근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

- 美/유럽 국채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높은 반면 아시아 국채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프랑스, 영국은 30%대, 미국/독일은 5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본은 높은
국내 투자자 수요로 외국인 비중이 5% 수준에 불과

태국: 3.9%, 말레이시아: 13.3%, 인도네시아: 22.3% 수준

유럽발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PIIGS 국가들의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은 55~8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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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3  54 

국채시장비중

%

90.0 

100.0 

75 0

86.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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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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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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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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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55.0 
62.0 

72.0  75.0 

56.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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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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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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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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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율갈등 및 개도국 환율강세 논의 (계속)

우리나라도 최근 외국인의 국채매입이 급증하면서 새

로운 위기발생시 전염경로로 작용할 우려 증대 12%

14%

350,000

400,000

외국인보유액(좌)

(억원)

- 외국인들은 Lehman 사태 이후 국고채 보유를 크게 축소했으나

09년 하반기부터 매수세 다시 확대

2010년 현재 사상 최대규모인 36조원 (11 6%) 보유 4%

6%

8%

1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외국인보유액(좌)

외국인보유비중(우)

2010년 현재 사상 최대규모인 36조원 (11.6%) 보유

- 07년~09년 상반기까지는 재정거래 유출입, 09년 하반기 이후 재

정거래, 원화강세 및 WGBI  편입기대, 亞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다
0%

2%

4%

0

50,000

100,000

Jan‐06 Nov‐06 Sep‐07 Jul‐08 May‐09 Mar‐10

각화 수요 증가

- 2010년 1/4분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亞 중앙은행들의 국

고채 매입 증가. 1/4분기중 외국인 원화 채권투자의 50% 가량이 500

600

6

7
1Y 재정거래스프레드(우) CRS1Y(좌) KTB1Y(좌)

(%) (bp)

아시아 중앙은행 투자 수요로 추정

200

300

400

2

3

4

5

06년말 07년말 08년 6월 08년말 09년 6월 09년말 10년 4월

0

100

‐1

0

1

Jan‐07 Jun‐07 Nov‐07 Apr‐08 Sep‐08 Feb‐09 Jul‐09 Dec‐09 May‐10

국고채보유액 41,871 253,582 288,919 200,848 201,916 275,385 359,787

보유비중 2.0% 11.2% 11.9% 8.4% 7.7% 9.8% 11.6%

통안채보유액 3,477 119,078 232,887 161,634 200,559 281,592 287,984

보유비중 0.2% 7.9% 16.4% 12.7% 12.1% 19.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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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율갈등 및 개도국 환율강세 논의 (계속)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이며, 특

히 자본유출입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하여 시스템 위기에 직면하는 취약성을

경험

-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내의 banking crisis가 대규모 외화유출을 초래하여

currency crisis로 확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내 경제와 금융산업의 상대적 건전성에도 불구

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

<자본유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본수지 62.5 139.1 75.0 47.6 179.7 71.3 -500.8 264.5 

주식 4 0 144 2 94 7 32 8 -83 9 -287 3 -336 2 256 6주식 4.0 144.2 94.7 32.8 83.9 287.3 336.2 256.6 

채권 49.8 82.7 89.1 108.3 164.5 591.1 77.3 237.2 

차입 19.3 -50.3 -9.4 10.2 441.8 419.7 -241.4 89.6 

26

장기 -31.5 -51.0 -42.3 -47.0 17.4 75.1 1.3 48.0 

단기 50.8 0.7 33.0 57.2 424.4 344.6 -242.7 41.6 



글로벌 환율갈등 및 개도국 환율강세 논의 (계속)

이에 따라 위기재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대책과 아울러

Gl b l Fi i l S f N 을 함께 구축하는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을 함께 구축하는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1차적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 비축과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그리고 2차적

으로 국제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우리나라 스스로의 Prudential management만으로 위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또한 self insurance는 우리나라의 short term contingent liability 규모가 너무또한 self insurance는 우리나라의 short-term contingent liability 규모가 너무

크고. Global imbalance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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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율갈등 및 개도국 환율강세 논의 (계속)

체계적인 위기재발 방지 시스템

Fi li

• RPAs/RFAs
e g) CMIM ESM

First line 
of 

defense

Country Level Global Level

Regional Level
Supplementary

• Prudential 
management

S lf i

e.g) CMIM, ESM, 
EU BoP Facility

• IMF 대출제도

y

Bilateral Level• Self-insurance

• Bilateral Swap           
A

Bilateral Level

Arrangements

28



3. 국제적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 지속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따

른 외화유동성 문제와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로 고통을 당한 경험른 외화유동성 문제와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로 고통을 당한 경험

자국의 통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개도국들이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야 하는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자본유출입 (from Dr Shin Hy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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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및 환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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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 지속 필요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부족사태에 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Bilateral (특히 Fed) Swap Lines

- 한국,싱가포르,브라질,멕시코

- 자의적 기준

- 일시적

IMF의 Flexible Credit LinesIMF의 Flexible Credit Lines

- 멕시코(47 billion), 폴란드 (21 billion), Columbia (11 billion)

- 우량한 국가 대상 / conditionality없음

0 5 1 (3 5 5 i )- open 0.5-1 year (3.5-5 year maturity)

- rollover not warranted

- 암묵적 한도 quota의 10배

IMF의 High Access Precautionary Arrangements (HAPA)

- Hungary, Iceland, Latvia,  Pakistan,Ukraine 등

SBA의 개선된 형태 / conditionality focused 대출액 2배- SBA의 개선된 형태 / conditionality focused, 대출액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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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 지속 필요 (계속)

IMF Loan의 개선방향

- Flexible Credit Lines개선- Flexible Credit Lines개선

- Precautionary Credit Lines 신설

Multi country Swap Lines (to make systemic response) 개설 고려- Multi-country Swap Lines (to make systemic response) 개설 고려

Regional Pool과 협력 강화

Regional pool에 대한 lending으로 backstop 기능 제공Regional pool에 대한 lending으로 backstop 기능 제공

공동지원

CMIM의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 규모 확충 (현재 US$ 120 billion)

- 신설되는 AMRO의 기능 활성화로 regional shock에 기민하게 대응

- conditionality 비중의 점진적 축소 및 궁극적 폐지, 예비적 수요에 대한 대

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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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국내 은행의 대응

은행권에 집중된 글로벌 규제체제 강화와 거시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금융산

업 중에서도 특히 은행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 및 유동성규제 강화 (BaselⅢ)

⇒ 자본조달비용 상승 및 자산성장성 제약

- 거시적 경영환경 악화

• 글로벌 규제강화

• 세계경기 침체• 세계경기 침체

• 개인부채 급증

• 부동산시장 침체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ᆞ발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도입

할 필요

-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과도한 자산성장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NIM 확보

비이자 수수 수입 확대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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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자, 수수료수입 확대 노력

- M&A와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성장전략 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