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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원지인
미국 금융기관들의 도산과 파산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의 침체 및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
생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도 신용경색, 주가하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사태 등이 일어나
고 있다. 최근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
라도 10년전의 IMF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환율의 급등, 주식시장의 붕괴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된 바 있다. 이러한 세계금융위기의 여
파로 인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간의 통화스왑협정인 치앙마
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의 진전을 통한 동아시아 차원의 금융협력
의 심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개최된 제 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의 외환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한 기존의 양자스왑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
브(Chiang Mai Initiative, CMI)를 다자협정으로 전환시키고,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형성을 위한 중요
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직후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통화기금
(Asian Monetary Fund, AMF) 구상이 미국과 IMF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
과 비교하면, 그동안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ASEAN+3 차원에서 시작된
역내 금융협력의 논의가 CMI를 통해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평가된다.
동아시아 금융협력 논의는 ① 역내 국가의 외환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한
CMI, ② 역내채권시장(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육성 ③ 경제상황평가 및
정책공조(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ERPD)를 통한 감시체제(surveillance)
의 강화 ④ 환율공조 시스템의 형성 및 장기적으로는 역내통화 통합의 추진 등 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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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CMI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
다. 채권시장 육성은 신용보증 및 결제기구 등의 역내 금융 인프라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진전이 더디고, 감시체제의 강화 역시 제 3자를 통한 조사/검증 및 강제 메카
니즘의 부재로 인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율공조 또한 각국의 이해관
계의 상충 및 환율조정 메카니즘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질적 진전은 단기유동성 공급체제의 구축을 위한 CMI에서 나
타나고 있다.
CMI의 다자간 공동펀드화를 통한 금융협력의 제도화는 FTA를 통한 역내 시장통
합, 환경 및 투자 등의 다른 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과 대조적으로 협력 수준과 제도화가 가장 앞선 분야라는 점에서 CMI의 확대발전을
통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화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및 역내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핵심분야로 거론되는 통상분야
에서의 협력(FTA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및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최
근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역분할적인 양자간 FTA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역
내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통합적 다자 FTA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
다. 오히려 역내 주도국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아세안을 둘러싸고 양자 FTA 체결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정치경제적 영향,
G20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동향 및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과정을 평가
하고, 금융협력의 다자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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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치경제적 영향
(1) 미 달러화의 국제적 역할 약화 가능성
2007년 8월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을 보였으나, 2008
년 3월 미국의 제5위 투자회사인 베어스턴스의 파산, 및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
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서 국
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약화
및 이의 대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교환 수단으로서 달러는 독보적 지위를 누려왔다. 2007년 4
월 현재 일일 국제외환거래에서 사용된 통화중에서 유로와 엔이 차지하는 비중(양자
거래에서 일방에서 사용된 통화)은 37% 및 16.5%에 불과한 반면, 86.3%가 달러로 거
래되고 있다.1) 또한 달러는 각국의 준비 자산의 핵심적 보유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바, 2007년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유로화의 비중은 26.5%, 엔화의 비중은
2.9%에 불과한 반면, 달러의 비중은 63.9%에 이르고 있으며,2) 전 세계 은행 예금의
48%, 채권의 44%가 달러화로 보유되고 있다.
아울러 달러는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주요 결제 수단이며, 전 세계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이 달러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연동시킴으로써 달러
는 국제 금융 체제에서 기축통화(anchor currency)의 역할을 해왔다. 달러의 국제 통
화로서의 역할을 통해 미국은 경상수지 운용의 유연성 및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려 왔다. 달러가 국제 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은 다
른 나라와 같이 외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달러의 추가적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달러에 대한 투매를 야기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필요
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달러 중심의 금융시장 진흥을 통해 자국
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December 2007).
2)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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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왔다.
정치적으로도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는 미국의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
(soft power)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미국은 달러의 발행을 기반으로 한 해외 차입을
통해 누적적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및 이라크전과 같이 자국의 외교·안보적
목적을 위한 해외 군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의
전 세계적 유통을 통해 제3국의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
다. 특히, 발행된 미 달러의 3분의 2가 미국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달러 표시
의 자산을 보유한 국가 또는 금융기관의 달러 가치 및 안정성에 대한 내재적 선호 및
이해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미국 금융시장 및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진흥을 위한
연성 권력의 기초를 제고하여 왔다. 이러한 달러의 패권적 지위는 국제 금융시장이 자
본 이동의 자유화 및 탈규제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금융 자본주의로 재
편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달러 패권 하에서 미국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
할 때 일어나는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flight to quality)의 혜택을 누려
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주요국 통화에 대해
달러 강세가 유지되었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통합된 자본시장 및 단일 화폐인 유로의 존재는 국제 통화로서의 미국 달
러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몇 가
지 장애가 존재한다.
유로는 단일 시장으로서의 ‘유로 존’(Euro Zone)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 그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 국채와 같은 보편적 교환 수단의 부재, 유
로 운용의 의사 결정체인 유럽통화연맹(EMU)의 통화 안정에 대한 집착 및 이로 인한
역외 지역에서의 유통을 위한 화폐 발행 확대의 어려움, EMU의 의사 결정구조의 모
호성으로 인한 과단성 있는 통화정책의 어려움 등이 유로의 달러화 대체를 힘들게 만
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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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는 자산 보유 수단으로서보다는 거래 및 결제 수단
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의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은
외환 보유 화폐의 선택에 대한 특정 국가의 선호나 정책보다는 비(非)국가 금융시장
행위자들의 선택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달러가 자산 보유 수단
보다는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러의 국제 통
화로서의 역할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미국의 대외 부채 및 재정
적자가 단기간에 축소되지 않는 한, 자산 보유 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점차 약화
되어 유로화 및 엔화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나, 교환 수단 및 결제 단위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 금융 패권의 약화 가능성
미국이 주요국의 달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치적 협력 없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달러의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의
국제 통화로서의 역할 지속은 특정 단일국의 협력이 아니라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 모두의 정치적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에 따라 국제 통화로서의 달
러의 시장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미국은 약화된 달러화의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달러화에 대한 지원을 확보해
왔다. 1985년 레이건 행정부는 경상 수지 및 재정의 “쌍둥이 적자”로부터 발생하는 경
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및 유럽 5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 마르크
화와 일본 엔화의 급격한 절상을 수반하는 환율 조정(플라자 합의)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주요국과의 통화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통화절상 압력, 안보동맹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등의 요인들에 기인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의 약화를 지연시
키고, 경제정책의 조정 비용을 상대국들에 전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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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1970년대 및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경제정책의
조정 비용을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시장
및 통화 통합을 통해서 외부적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협상력이 제고되었으며,
달러에 대해 명시적으로 맞서서 통화 주도권 경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유로화의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요 협력 대상국인 중국은 비록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 냉전 시절의 독일이나 일본
과 같이 미국과의 안보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잠재적 ‘경쟁국’(긍정적 안보 외부
효과의 부재)이므로 통화 협력을 위한 경제 정책의 조정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는 어렵다. 대외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면서, 엔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과거 냉전기와 같은 미국의 ‘안보 우산’(security umbrella)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 비용의 부담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다자간 금융통화 협력의 정치적 어려움
글로벌 금융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유럽 등 각국은 부실 은행의 국유화 및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 안정화 조치를 취한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
장의 위기로 인해 국제협력 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나, 국제 협력의 경제적 필요
성이 곧 바로 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신용 경색을 완화하기 위
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는 금융시장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
되었으나, 향후 각국의 금융·통화 정책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국제 금융 체제의 근본
적인 개혁 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융·통
화 정책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밖에 없으며,
정책 조정의 비용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분배하느냐의 문제는 국제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차 G20 런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다자화 방안 9

이에서 첨예하게 표출된바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를 요구(G20 국가 모두
GDP의 2% 지출)한 미국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추가적 재정지출은 실효성이 부족하
며,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
지하였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communique)은 G20 국가들이 2010년까지 확장
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모두 합해서 5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는 G20 국가들의 새로운 추가적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이미 추진
중인 국내경기부양 정책으로 발생하는 총지출의 산술적 합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08년 하반기 “리먼쇼크” 이후 신용경색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
황에서 취해진 유럽각국의 금융안정화 조치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2008년 10
월 12일 유럽 금융 정상 회의에서 결정된 유럽 주요국의 금융 안정화 조치의 핵심은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예금 지급 보증, 자본 투입을 통한 은행의 국유화,
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 인하 등 다섯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각국
들은 리먼 쇼크의 발생 초기에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실패하고, 공동의 정책 조정 없
이 개별 국가별 독자적인 조치를 채택하였다가 유럽 은행들에서 뱅크런(bank-run)의
조짐이 일어나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유럽 금융 정상 회의
에서 상기한 공동의 행동원칙 마련에 합의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금융 안정화 조치에
대한 합의는 유럽 차원의 공조라기보다는 여전히 개별 국가에서의 뱅크런 발생을 차단
하기 위한 개별적 대응에 대한 합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애초에 프랑스가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책으로 3,000억 유로 규모의 부실채권 공
동매입 펀드 조성 안을 제기하였으나, 독일과 영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각국 금융
시스템의 부실 자산의 상대적 규모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펀드에 참
여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자국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용 경색의 심화가 진전되어 유럽 은행
들에서 뱅크런의 조짐이 일어나자 각국의 비용 분담에 대한 정치적 계산은 달라졌다.
뱅크런의 조짐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는 공동 대응의 비용보다는 개별 대응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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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하였으나, 각국의 금융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자본 이동이 자
유로운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지급 보증은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 현상을 발생시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의 뱅크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
초기, 부실 자산의 매입, 한정된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시장을 통한 부실 금융기
관의 처리를 고수해 왔던 미국도 결국 2008년 10월 14일 9대 시중은행의 부분적 국유
화와 및 은행의 예금 및 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국 모델’
을 선택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글로벌 확산 초기대응에서 나타난 이러한 각국의 개별적 대응은 다자
간 금융통화협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당초의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제2차 런던 G20 정상회
의가 상당한 수준의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금융질서
의 재편논의는 G20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참가국
들의 다양성 및 이해관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향후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금융체제
개편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
치에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는 그 정치
적 정당성이 매우 높지만, 주요 핵심의제에 대한 참가국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
다는 점, 모든 참가국이 동의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에는 참가국 수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회의포맷의 구성상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긴밀한 논의를 하기에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G20 정상회의가 단기간 내에 국제금융체제의 획기적 개
편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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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체제의 부상
(1) 경제위기 이후 국제경제 질서의 다극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위기극복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세계경제의 세력구도가 기존의 미국 중심 단극체제에서 유럽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다극구도로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개도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 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재정확대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들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 회의결과에 제
대로 반영되지 못한데 반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이번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
폭 확대되어 중국이 미국과 양대 축을 이루는 미·중양강구도(G2)를 형성하였고, 브라
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둘째, 글로벌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도국인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붕괴에서 시작됨에 따라 규제완화(de-regulation)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기조가 퇴조
하고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re-regulation)하는 추세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2차 런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시
의 실패가 금번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을 중시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적 확산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런던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금융안정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함
으로써 향후, 금융규제강화가 진행되고, 금융시장 감독 행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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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다.
셋째, 런던 정상회의 및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는 기
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서 주요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
고, G20체제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구축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
다. 주요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G20 회의체가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의 핵심체
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질서의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아울러 G20 참가국들이 IMF의 기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함으로써 IMF에서의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로서 G20의 부상
G20 회의는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에 따라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장
관급 회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후 금융위기의 전세
계적 확산이후 미국 부시대통령의 발의로 G20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여 제 1차 회
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G20 회의는 별도의 사무국 없으며, 의장국이 임기(1년)
동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의장국 수임 방식은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
다.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前·後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
로 회의 의제 및 운영, 커뮤니케 작성, Study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협의
체제를 형성하고,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 시 의장국과 Co-Chair 역할 수행한다.
G20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합의 등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G20체제가 새로운 국제적 의사결정체로 대두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새로운 중심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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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원칙적이고 선언적 합
의만을 도출한데 반해, 2차 런던 정상회의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G20체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칙제정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G20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서 제도화되는 기틀
을 다지는데 성공하고 향후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질서의 핵심적 기구로써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점은 지난 피츠버그 제 3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을 세
계경제질서의 운영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G20의 역할이 확대 강화될 경우 기존의 G8
은 G20내에서의 하나의 선진국 모임체(caucus)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
었고, 현재와 같이 G20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의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모델로서
제도화 될 경우, G20체제는 향후 경제이슈 뿐만 아니라 안보이슈까지 다루는 다자협
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회의를 정례화하기
로 결정함으로써 G20체제의 지속성이 강화되었고, 향후 G20체제가 새로운 글로벌 거
버넌스 구축의 중심체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3) 국제 금융 규제·감독 강화
미국과 EU는 최근 각각 금융규제·감독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금융
시스템의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3) 미국과 EU는 자신들의 금융개혁안에 근거하여 9
월 개최 예정인 제 3차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이들 양국의 금융개혁안은 향후 전 세계 금융개혁
3) EU와 미국의 금융개혁안 각각 지난 5월 27일과 6월 17일 발표되었음. EU의 금융개혁안, “Commission
Communication of May 2009: European Financial Supervision” 은 다음을 참조,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finances/docs/committees/supervision/communication_may2009/im
pact_assessment_fulltext_en.pdf; 미국의 금융개혁안,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 New Foundation”
은 다음을 참조, http://www.financialstability.gov/docs/regs/FinalReport_web.pdf 검색일: 2009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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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수준의 강화, EU 차원에서의 거시경제의 건전성 감시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
한 조기경보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인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 3대 금융시장(은행, 보험, 증권)의 건전성 감독을
각각 담당하는 3개의 금융감독기구의 신설 및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럽금융감독체제 (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를 구축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금융개혁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
인 규제수준의 강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감시감독 기능 강화, 개별 금융규제 감독기관간의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ervice Oversight Council) 및 소비자금융보호
기구(CFP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의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는 미 금융당국
의 과도한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데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체제의 개혁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한 EU는 1
차 워싱턴 회의 뿐만 아니라 2차 런던 정상회의의 핵심과제로서 국제 금융규제감독의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워싱턴 1차 회의 정상선언문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동 원칙과 47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입장을 대변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G20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금융규제 감독강화에 대한 관심은 지난 4월 2일 2차
런던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다시 표출되었던 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를 국
제공조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 EU는 추가적 재정지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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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개혁/강화 및 금융규제의 강화가 더욱 긴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여 관철
시킨 바 있다.
당초 국제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금융규제감도제도의 창설을 주장했던 EU가 EU
금융개혁안에서 회원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금융개
혁을 진행시키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감독기구
의 설치를 주장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자국의 국내금융개혁
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G20 차원에서의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융개혁안은 실제로, 차기 G20 회의에서 자본기준규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감시, 국
제금융기관 감독, 위기방지 및 관리 등의 4가지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편방향은 미국과 EU
의 금융개혁안의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초국적 금융감독 기구
의 창설에 대한 논란 보다는 국가별 금융규제 체제의 기준 및 수준의 일관성/동질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미·중 간 글로벌 불균형 논의 본격화
규제감독 실패와 아울러 미국발 금융위기의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 및 이에 따른 유동성의 과잉공급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및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00년 초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의 적자를 ‘오일 머
니’(oil money; 러시아 및 중동 산유국의 고유가로 인한 외환 보유고 축적)와 ‘아시아
머니’(Asia money;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되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류 메커니즘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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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삼고,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해 온 중국·
한국·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미 흑자의 누적적 시현을 통해 막대한 외환 보
유고를 축적해 왔다. 2007년 현재 1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
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채권시장의 부재로 인해 안전 자산으로 인
식되는 미국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여유 자금을 미국 시장에 재투자함으로써 달러화의
국제 통화로서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자 기반 경제정책을 정
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미국·동아시아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적자 기반의 경제정책을 유지해 온 미국
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으며, 서로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로운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환율을 토대로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값싼 수입품과 저비용의 해외 차입의 혜택을 통해 국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다. 특
히, 평화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
력 차원에서 달러의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 미국의 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에 적극적으
로 임해 왔다. 아울러,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축적한 러시아
및 중동의 자원 부국들 또한 국부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금융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의 적자 기반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다. 글로벌 불균형을 통한 미
국의 대외 차입 확대는 미 달러화의 국제 통화로서의 가치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 기
여를 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저금리 정책을 통한 내수 위주의 경기 부양
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미중간의 첨예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벤 버냉키 FRB 의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은 미
중 간 무역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미국 재무부 국채
등 미국 금융시장 자산매입에 투입되면서 미국으로 환류되어 미국주택시장 버블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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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폭을 대폭 감
소시켜야 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위안화의 환율을 점진적으로 평가절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 장기적으로 수출의존적 경제성장 전략에
서 벗어나, 국내소비 확대 등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점
진적인 금융시장 자유화 및 보건, 교육, 연금 시스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구조개
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계 인사들은 위안화의 평가 절상만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미국 내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 공급 문제와는 직
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문제로 미국은 1970년대는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그리고 1980
년대에는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조정 요구를 한 바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
라 발생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은 미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역할을 하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Triffin Dilemma)이며,4) 그 근본적
해결은 국제통화체제를 현재와 같이 특정국가 통화에 의존하는 달러본위제에서
SDR(Special Drawing Right)과 같은 주요국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독립적인 준비통화제
도(super-soverign reserve currency)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차 런던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우 챠오츄안 (Zhou Xiaochuan) 중국인민은행 총
재가 제기한 SDR에 기초한 국제통화체제로의 개혁 필요성 주장은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브릭스 국가(BRICs)들
과 프랑스 일부 주요 국가,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Joseph Stiglitz 등이 그에 대
해 동조하면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맞물려 국제 기축통화 개편 논쟁으로 확대되는

4)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는 달러와 같은 특정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경우, 세계경제의 유동
성 공급을 위해서 국내통화발행 수요를 훨씬 초과한 공급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기축통화의 실질가치가 하
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지칭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미 달러화는 발행량의 60% 이상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미국외의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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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의 핵심관건은 미중 양국이 향후 어떻
게 무역, 환율, 금융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체제를 형성해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이나, 미중간의 정
치적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균형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 대화(S&E D: 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에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 중의 하나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야기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
나, 금융 및 무역 분야에서의 미중 상호간의 깊은 의존적 관계 및 그동안의 협력 분위
기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은 상호 대결적 입장보다는 타협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4.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협력 추진배경
정부차원에서의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은 1997-98년 외환
위기의 경험 및 “교훈”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
은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의 한계와 실패를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유사한 외
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역내금융협력의 추동요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인식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7-98년 외환위기시 IMF의 역할에 대한 실망이다. 외환위기 발생 후 IMF
는 긴급구제금융의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으로 전통적인 총수요 관리에 입각하여
과도한 긴축정책을 요구하고, 위기 발생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구조개혁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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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시행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 요구는 위기발생국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였고, IMF 패키지는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1997-98년에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위기를 더욱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와 비난이 동아시아 제국에 팽배하게 되었다.
1997-98년의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여신지원능력 및
의사결정구조의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자본시장의 세계화를 배
경으로 한 1990년대 이후의 금융위기는 주로 자본계정의 불균형에 기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 대처를 하기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에 기인한 위기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자금규모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IMF의 지원수단체계는 이러한 자본계정위기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를 가졌다. 1997-98년 외환위기시 IMF가 제공한 자금의 규모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3국이 지원받은 자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이는 동아시
아 제국이 IMF 이사회에서 과소대표(under-represented)되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
배하였다. 동아시아 제국(ASEAN+3)는 세계 GDP의 20.6%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쿼터 지분은 12.28%에 불과하여, IMF 이사회에서의 발
언권이 극히 미약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외환위기의 발생 초기에 IMF가 자금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자
본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되고 투기적 자본의 규모와 활동 및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이 세계화되고 역내국가의 경제적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금융위기
가 발생할 경우 역내의 다른 국가로 확산(contagion effect)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통한 경상수지흑자의 지속적 축적으로 막대한 규모
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내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이러한 외환보유고
는 역내의 투자자금으로 동원되지 못하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해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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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역내 금융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역내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1998년 당시 동아시아 국가
들은 막대한 잉여자금을 5%이하의 금리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거나 서방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반면, 자금 부족시 10% 이상의 금리로 서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
셋째, 역내 환율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통화간 환율의 안정성 유
지가 절실하며, 역내 금융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었다.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자국의 화페를 달러
에 연동시키는 달러페그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엔-달러의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과 경제성장에 매우 불안정한 영향을 받아 왔고, 이러한 각국의 환율의 불안정성
은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엔화가 달러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동아시
아 국가들의 대 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들 국가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
여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하락 압력이 강화되었고, 국제외
환 시장의 외부적 충격(exogenous shock)이 가해지자 대규모 자본이탈 사태가 발생하
여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협력을 통해 환율변동의 안정을 모색
할 수 있는 지역통화협력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넷째, 동아시아 제국의 독자적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
제국은 경제위기의 경험을 계기로 ASEAN+3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협력 및 금융협력의
추진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군사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고 독자적인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시 미국이 주도했던 이 지역의 유일한 포괄적 경제협력기
구인 APEC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과,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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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 및 불신이 고조되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7년 9월 일본이 제안한 AMF 구상에 대해 AMF가 IMF와 기
능이 중복되며 AMF의 융자조건이 엄격하지 못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헤지펀드를
비롯한 국제투기성자금에 대한 규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1998년 9월 오히려 LTCM
(Long-Term Capital Management)와 같은 헤지펀드에 대해 구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또
한, 미국은 한때 ‘아시아의 기적’을 낳은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던 ‘동아시아 발전 모델’
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원천으로 매도하여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기초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련의 태도는
동아시아 제국에서 강한 불신감 및 배신감을 야기하였고, 동아시아 역내의 독자적인
지역협력 움직임을 추동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금융협력의 추진체계 및 내용
가. ASEAN+3 이전의 역내 금융협력 논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 출범한 CMI 이전에도 일본의 AMF 구상 등 동아
시아 지역차원의 독자적인 금융협력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존재하였다. 일본의 AMF
구상, 미국이 제안한 마닐라 프레임워크 그룹(Manila Framework Group, MFG) 및 일
본의 新미야자와 구상 등이 대표적이다.
아시아 통화기금(AMF) 구상은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9월 일본이
제안한 것으로 일본이 출연하는 500억 달러와 중국, 홍콩, 대만 등이 내놓는 500억 달러
를 묶어서 AMF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AMF는 IMF의 융자조건(conditionality)
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역내의 금융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서 유연하고 현
실적인 역내 위기관리체제를 만들어 운용하자는 목적에서 제기되었으나, IMF와의 중복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의 심화를 우려한 미국 및 IMF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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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금융패권을 염려한 중국의 반대로 제안 된지 두 달 만에 무산되었다.
마닐라 프레임워크 그룹(Manila Framework Group, MFG)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협조방안의 모색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아·태 지역 국가들
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의 회의체로서, 일본이 주창한 AMF 설립이 미국,
EU, 및 IMF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과 IMF의 주도로 97
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범하였다. MFG는 역내 회원국의 금융제도 개혁 및 감독능력
강화노력에 대한 평가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동향을 점검하
고자 하였으나, MFG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개혁에 대해 엄격한 감독 및 평가만을
강조하여 많은 역내 국가들의 반발을 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04년 이후 유명무실해 졌다.
新미야자와 구상은 1997년 9월의 AMF 구상이 무위로 돌아가자 1998년 10월 일본
의 미야자와 대장성 장관이 제시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
하여 일본이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제시되었다. 新미야자와 구상에 따
라 일본은 150억 달러의 중장기, 150억 달러의 단기자금을 제공하고, 양자간 방식에
의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은 1999년 5월 APEC 재무장관 회의에
서 아시아 민간자금 활용구상과 관련된 제2단계 조치를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나. 금융협력의 추진체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적 추진체계는 1999년 출범한 ASEAN+3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례 총회 시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
관회의는 연3회의 차관회의 및 수시로 개최되는 3개 실무협의그룹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금융협력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동의장국(2
개국 : 한·중·일 中 1개국, 아세안 中 1개국)은 비공식 차관회의(연2회)와 3대 금융
협력분야 실무회의를 주관하며, 의장국은 2006년(한국, 캄보디아), 2007년(중국,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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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일본, 베트남), 2009년(한국, 태국)이 맡고 있다.
3대 실무그룹은 (1) 위기 시 상호자금 지원체계 (CMI, 2000년부터 추진), (2) 역
내의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선순환 (Asian Mond Market Initiative, ABMI, 2003
년부터 추진), (3) 상호 경험공유 및 민관연구협력 (Research Goup, 2003년부터 추진)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ASEAN+3 금융협력 추진체계

자금지원
(CMI)

ASEAN+3 장관회의

연1회 (ADB 총회시 개최)

차관회의(ERPD)

연3회(장관회의시 1회/별도2회)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ABMI)

연구그룹(RG)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의 확대 발전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제3차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내에서 포
괄적인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동아시아 역내 긴급유동성 지원메커니
즘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협력의 큰 틀에 합의함으로써 CMI 출범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개
발은행(ADB) 연차총회 중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기존의 ASEAN 통화스왑협
정을 확대하고,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AMF와 같은 기구의 창설 없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함
으로써 CMI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CMI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아세안 스왑협정(ASEAN

24 연성국력 개량화 방안 기초연구

Swap Arrangement, ASA)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과 한, 중,
일 3개국을 포함한 양자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 BSA)을 체결하여 느슨
한 형태의 스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자금규모나 실효성면에서 ASA의 확대
개편보다는 BSA의 확대발전이 CMI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BSA의 기본원칙은 전
회원국 공동으로 결정하고, 개별 스왑협정은 기본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양자교섭을 통
해 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입국의 통화와 공여국 보유의 국제통화(달러, 엔, 유
로 등)를 스왑하는 경우, 기간, 이자, 갱신조건, 발동조건 등의 일반원칙은 회원국 전
체회의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여 각 협정에 적용한다.
인출자금의 만기는 3개월(최대 7회까지 연장가능)이며, 이자율은 최초 스왑과 1회
의 연장기간에는 LIBOR 금리에 프리미엄(150bp)를 더하고, 그 후에는 매 2회 연장시
50bp의 프리미엄이 추가되며, 최고 300bp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BSA의 발동에
있어서 스왑자금 규모의 90%는 IMF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IMF link)있고, IMF
Conditionality의 이행을 전제로 제공된다. 스왑금액의 10%만이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다. IMF link를 설정한 이유는 CMI에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장치가 마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자금지원은 IMF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되거나 자금지원이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CMI는 IMF로부터 자금지원
의 부속적 성격이 강하였다.
2005년 제 8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CMI 운영규칙에 대한 몇 가
지 추가적 진전을 이루었다. 외환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스왑의 규모가 약
400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2배 확대되었고, IMF 연계지원 통화스왑 비율을 80%로 낮
추어 IMF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왑의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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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양자스왑협정 체결 현황 (2007. 7 현재)
(단위: 억 달러)
해당국가

통 화

발효일

종료일

규모

일본-중국

엔-위안, 위안-엔

2002.
03.28

2006.
03.27

30억 달러(양방향)

미 달러-원, 달러-엔

2006.
02.24

2009.
02.23

100억 달러(일본-한국)
50억 달러(한국-일본)

엔-원, 원-엔

2005.
05.27

2007.
07.03

30억 달러(양방향)

일본-인도네시아

미 달러-루피아

2005.
08.31

2008.
08.30

60억 달러(일본-인도네시아)

일본-말레이시아

미 달러-링기트

2001.
10.05

2007.
10.04

10억 달러(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필리핀

미 달러-페소,
미 달러-엔

2006.
05.04

2009.
05.03

60억 달러(일본-필리핀),
5억 달러(필리핀-일본)

일폰-싱가포르

미 달러-싱가폴 달러,
미 달러-엔

2005.
11.08

2008.
11.07

30억 달러(일본-싱가포르)
10억 달러(싱가포르-일본)

일본-태국

미 달러-바트,
미 달러-엔

2007.
07.10

-

60억 달러(일본-태국),
30억 달러(태국-일본)

중국-한국

위안-원, 원-위안

2005.
05.27

2007.
06.23

40억 달러(양방향)

중국-인도네시아

미 달러-루피아

2006.
10.17

2009.
10.16

40억 달러(중국-인도네시아)

중국-말레이시아

미달러-링기트

2002.
10.09

2005.
10.08

15억 달러(중국-말레이시아)

중국-필리핀

위안-페소

2007.
04.30

2010.
04.29

20억 달러(중국-필리핀)

중국-태국

미 달러-바트

2001.
12.06

2004.
12.05

20억 달러(중국-태국)

한국-인도네시아

미 달러-루피아,
미 달러-원

2006.
12.27

2009.
12.26

20억 달러(양방향)

한국-말레이시아

미 달러-링기트,
미 달러-원

2005.
10.14

2008.
10.13

15억 달러(양방향)

한국-필리핀

미 달러-페소,
미 달러-원

2005.
10.17

2007.
10.16

15억 달러(양방향)

한국-태국

미 달러-바트,
미 달러-원

2005.
12.12

2007.
12.11

10억 달러(양방향)

일본-한국

출처: Masahiro Kawai and Cindy Houser, “Evolving ASEAN+3 ERPD: Towards Peer Reviews or Due
Diligence?” ADB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79 (Sept. 20, 2007), p.4,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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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CMI 다자화 추진 현황
2007년 5월 5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 10차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CMI를 보다
결속력 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만드는 CMI 다자화에 관한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기
존 CMI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위기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외국통화(주로
미달러)를 단기차입할 것을 약정하는 중앙은행간 계약이었으나, 동 회의에서 공동펀드
의 재원조달 형태를 회원국이 외환보유고를 출자하되, 해당 출자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self-managed reserve pooling)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자금지원 약속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이었으
나, CMI 다자화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일의 다자간 협약(계약협정, contractual
agreement)으로 발전시켜 모든 참여국들에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도록 하여 자금지원
의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적 구속력의 근거를 확보하고 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역내 surveillance 체제를 보다 강화하자
는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ASEAN+3 차관회의시 경제동향 감시 및 정책공조 세션을
중심으로 surveillance를 강화하되,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역내 경제·금융모니터링에 관
한 실무그룹(ETWG)과 전문가 그룹(GOE)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하였다.
2008년 5월 4일 개최된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CMI 다자화의 구체적 방
안에 합의하였다. 공동펀드의 총규모(800억불 이상)와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비
율(20:80), 자금지원조건 및 실행체계 등 구체적 내용 및 보다 신뢰성 높은 역내경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ASEAN+3 차관들로 이루어지
는 경제동향 감시 및 정책공조 활동을 강화하고, 각국간 정보제공을 표준화하기로 하
였다. 또한, 그동안의 CMI 2단계 논의를 토대로 CMI 다자화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합의되지 않은 이슈(국별분담금, 차입한도, 자금지원을 위한 의사결정방식, 세부적인
계약조건 등)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2차 ASEAN+3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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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주요쟁점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던 분담금 배분에 관해서는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키로 합의하였다.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
(borrowing multiple)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 각
각 0.5, 한국 1.0, 아세안 Big 5국가 2.5, Small 5국가 5.0으로 결정하였다.5) 이에 따
라, 한국의 경우 192억불(16%)을 분담하고 위기시 192억불까지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
다. 의사결정 방법은 근본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합의제로 결정하고, 자금지원 관련 사
안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 2> CMI 분담금 및 분담금 대비 인출 비율

국가

분담금(십억불)

분담금 대비 인출비율
(Borrowing Multiple)

브루나이

0.03

5

캄보디아

0.12

5

중국(홍콩제외) :34.2

0.5

홍콩* : 4.2

2.5*

인도네시아

4.77

2.5

일본

38.4

0.5

한국

19.2

1

라오스

0.03

5

말레이시아

4.77

2.5

미얀마

0.06

5

필리핀

3.68

2.5

싱가포르

4.77

2.5

태국

4.77

2.5

베트남

1.00

5

중국

*홍콩은 IMF 회원국이 아니므로, IMF 비연계자금만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 2009.5.3.

5) 아세안 Big 5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5개국을 지칭하고, Small 5: 베트남, 캄
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5개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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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역내 경제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도
록 하되, 우선 임시적으로 ADB나 ASEAN 사무국을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3> CMI 의사결정 방법
구체적 내용

의사결정방식

근본적인 사안
(Fundamental Issues)

재검토(총규모, 분담금, 분담금 대비 수혜금액
배수), 재가입, 회원가입, 자금지원조건 등

합의제

자금지원 관련 사안
(Lending Issues)

자금지원, 만기연장(Renewal), Default 선언

다수결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 2009.5.3.

한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논의에서도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의 구체적인
설립방향에 합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6) 이번 회의에서 CGIM의 초기자본금
은 5억불 규모로 하여 ADB 내에 독립된 펀드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여 사업방식·위험부담 등 기술적 요소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6)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는 아시아 역내 자금이 지
역 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를 지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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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다자화 추진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혼란,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처인 미국의
혼란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아시
아 국가들이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겪어 왔다. 특히, 환율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 원화는 달러당 1600원대까지, 일본 엔화는 1달러 80
엔대 초반까지 변화하는 급격한 환율변동현상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중국
위안화도 미국의 절상 압력에 노출돼 있다.

<표 4> ASEAN + 3국의 외환 보유액 (2008. 3 현재)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아세안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브루나이

118*

150

캄보디아

1,600*

113

인도네시아

58,770

25

라오스

514*

137

말레이시아

124,087

13

미얀마

1,762

109

필리핀

36,700

32

싱가폴

175,805

8

태국

109,762

14

베트남

20,000*

49

중국

1,756,600

1

일본

1,003,836

2

한국

260,500

6

세계 총계

7,609,096

* 2007년 기준,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IA, The World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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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북아 3국의 환율불안정성은 막대한 규모의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고
를 적절히 활용하는 3국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2조 달러의 중국, 1조 달러의 일본,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2000억 달러의 한국이 긴밀한 금융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동성 확보의 문제와 환
율불안정성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간 통화스와프협정으로의 발
전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CMI의 다자화는 각 나라가 1200억달러의 공동
기금을 조성, 한·중·일 3개국이 80%, 아세안 10개국이 2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
다. 이제까지의 CMI는 양자 간 스와프(BSA: Bilateral Swap Arrangements)에 불과하
여, 위기를 당한 나라가 약정한 자금을 요구해도 상대방 국가가 빌려 주지 않으면 필
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CMI의 다자화를 통한 공동펀드의 확보
를 통해 향후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처럼 일정한 자금 지
원 조건을 충족하면 기금 규모 내에서 빌릴 수 있게 되었다. CMI의 다자화를 통한 공
동펀드의 확보는 아시아의 금융 안정에 한결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긍정적인 역
할을 할 것이다.
지난 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문제를
조속히 완결하고 보다 심화된 형태의 역내 금융·통화 협력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
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양자 통화 스와프(BSA: Bilateral Swap Arrangements) 프로그
램의 확대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분담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중·일간의 갈등은 양국간의 상호 신뢰부족에 기인한
다. 양국은 CMI의 공동펀드의 분담금 확정기준을 둘러싸고 지난한 갈등을 벌인 바 있
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자국이 우위에 있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을 강조하였다. 한·중·일 3국의 분담금 비율이 어떻게 확정되
느냐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이 크게 달라지고, 많이 분담하는 국가가 그만큼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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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또한 협력 범위를 둘러싸고 대
립한 바 있다. 일본은 호주·인도 등을 포함한 범아시아 협력을 주장하는데 반해, 중
국은 CMI의 회원국을 ASEAN+3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과 일본의 첨예한 대립은 한·중·일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3’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들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금융·통화 협력의 다자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협력에 대한 각국 간 컨센서스를 모색하고, 협력을 통한 미래의 공동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을 진행시켜야 한다. 금융협력의 실질적 진전은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발전되기 위해
서는 협력의 결과가 어느 특정 국가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대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국들에게 이익의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금융협
력에 대한 매우 상이한 인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이 지역협력
으로부터 대칭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보할 때만이 금융협력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간 전략적
공감대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의 확대 및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장기비전을 논의함으로
써 경제협력의 전략적 공감대를 마련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통화스와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합의된 1200억불의 공동펀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간 스와
프 확대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CMI가 온전한 역내 금융통화기금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IMF와의 관계설정 및 역할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CMI를 현재로서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지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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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CMI가 온전한 지역통화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
해서는 IMF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IMF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08년 1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위기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공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역내 위기감시를 위한 공동대응그룹(Technical WG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ETWG)를 구상하기로 하였지만, 아직도 CMI
의 모니터링 기능은 매우 미약하다. CMI가 효과적으로 외환위기의 조기경보와 예방을
위한 기능을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조기경보체제 및 평시 모니터링 및 감독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스왑자금의 공동 기금화 및 다
자화를 진전시켜,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역내 협력은 국제 경제시스템과 보조를 맞춰 가며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AMF(Asian Monetary Fund)의 창설과 같은 거창한 구호를 통한 아시
아의 금융협력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보완성을 강조함으
로써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동북
아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공조간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의 국제적 지
지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동아시아 국가들은 CMI의 다자화를 통해 최소 800달러의 공동펀드를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시아판 IMF의 창설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위기발생시 당
사국의 요청에 따라 참여국들이 2일내에 소집되어 1주내 합의 (또는 2주내 다수결에
따라)를 거쳐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역내에서의 금융위기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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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펀드의 재원조달 형태 및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단일의 다자간 협약
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체제 및 이를 위
한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제고되어 향후 역내 통화기금으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역내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유
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펀드의 역할이 활성화 되면 IMF로 부터의 차
입을 대체하여 지역 차원의 독자적인 긴급자금 지원 능력이 높아져 IMF 역할 및 영향
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CMI의 다자화를 통한 제도화의 진전은 역내 경제 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은 1997년의 AMF 구상 및 1998년의 신 미야자와 구상
을 제안한 바 있고, CMI의 확대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 태도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부
상에 따른 중국과의 역내 주도권 경쟁에 대한 대응차원 및 엔의 국제화를 통한 역내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상대
적으로 낙후된 금융분야에서 자국의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협력을 주도함
으로써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엔의 국제화를 통한 역내 금융주도권을 염려하여 1997년의 AMF
구상에 반대하였으나, CMI를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이러
한 중국의 입장변화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국제경제시스템으로의 본격
적 진입에 따른 점증하는 금융시장 개방도 및 이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한 대응차원
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금융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역내 금융협력 제도화를 적극 지지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한, 역내 금융협력의 확대가 일본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또한 이를 통해 아세안제국 등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외교안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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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positive-sum)를
견지하고 있다.
AMF 구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던 미국은 현재 실질적으로 AMF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CMI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 반대는 거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
다. 이러한 미국의 CMI에 대한 온건한 태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CMI에 IMF link를
설정하는 등 CMI가 IMF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명
시하는 등 온건한 입장에서 CMI의 확대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이 명시적으로 CMI
를 반대할 명분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CMI의 확대발전을 둘러싸고
전통적으로 EAS 등의 지역협력 제도화 과정에서 대립했던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는 모
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유인이 강하지 않았다. CMI를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 발언권의 강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미국은 CMI를 명
시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IMF의 지분확대를 요구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
함으로써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의 CMI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CMI가 AMF와 같은 형태의 독자적인 지역 금융기구로 발전한다면 이는 국제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로 대표되는 기존의 국제금융구도(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의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국
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 및 이에 대한 IMF의 적절한 대응의 실패에 따라 IMF
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현재의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발생 및 진행과정에서 IMF는 어떠한 건설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MI로 발현되는 동아시아의 독자적 금융협력의 가시적 진전은
국제금융구도의 근본적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 협력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CMI를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
금융협력의 제도화는 미국의 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의 상대적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증대 및 공세적인 지역협력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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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역협력 과정의 주도권 경쟁에서 열세의 위치에 있는 일본은 자국의 앞선 금융
시스템 및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금융협력 분야에서의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
려고 하고 있으나, 중국 또한 CMI를 통한 금융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CMI의 진전
에 따라 금융협력 분야에서도 중·일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G20 정상회의 1차 및 2차 선언문은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 및 유사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IMF의 재원확충 및 감시기능 강화를 주요 개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
급하고 있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에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통한 국제적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체제의 구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남미, 중동 등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
역차원의 자구노력, 즉 독자적 지역금융협력을 통한 유동성 확보 메카니즘 구축 노력
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IMF의 재원확충을 통한 유동성 공급능력의 확대는 유사시 국
제유동성 공급자로서의 IMF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와 같은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의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사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
스러운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IMF의 재원확충을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구조의 독점화 강화로 귀결되는 것보다는 국제유동성 공급구조가 다
원화 - IMF 뿐만 아니라 CMI의 다자화와 같은 지역차원의 유동성 공급체제의 마련 및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스왑협정체결 체결 - 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
장에서는 더욱 바람직스럽다.
이 점에 있어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긴급유동성 지원에 대한 요
구가 크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의 재원확충을 포함한 IMF의 개혁문제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CMI의
다자화 및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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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지난 후쿠오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G20 정상
회의에서의 3국 공조의 효과적 추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및 일본과의 면밀
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동아시
아 금융안정포럼(EAFSF: East Asia 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창설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이후 그 기능을 제고하고, 역내 채
권시장을 활성화(ABMI)하기 위해서는 역내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동아
시아 차원에서 시장감시 체계강화를 위한 독립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에는 이미 합의
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구체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차원에서의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한국은 G-20
재무장관회의의 2010년 의장국으로서 브라질(2008년 의장국)및 영국(2009년 의장국)과
함께 중요3국(management troika)을 구성하고, 차기 G-20 정상회의의 준비책임을 맡
게 됨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 체제의 재편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하지만, 독자적 협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차원에서의 금융협력을 통한 대
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
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CMI의 다자화 및 공동펀드의 설립, 그리고 감독기능 강화를 포함한 제도화
의 진전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상설 사무국의 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일 양
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상설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양국간의 경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무국 유치는 한국과 아세안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설 사무국의 한국 유
치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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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의 일련의 CMI 제도화 과정에서 건설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CMI의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한국은 2006년 실무회의 의장국으로서 각종
실무회의를 통해 강화된 CMI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방안의 idea를 제시하였으며, 외환
위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역내 surveillance 기능을 강화에도 한국이 개발한 조기경보시
스템(EWS)를 바탕으로 7개국에 설치된 Surveillance 기구간의 공동감시 체제 구축을
이끌어 낸바 있다. 한국은 향후에도 CMI의 AMF로의 발전과정에서 주도적이고 건설적
인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