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G20 정상회의 (2010.6.26-27) 정상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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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우리는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후 최초의
G20 정상회의를 토론토에서 개최하였다.
2. 우리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한 그간의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충분한
회복, 금융시스템 개혁 및 강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3.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유례없는 재정·통화 부양책 국제 공조는 민간
수요 및 대출 회복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견고하고 안정된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대는 경제위기가 취약층에 미친
영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진행중인 지배구조 및 관리 개혁은 종결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효과성과 연계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보호주의
저지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다.
4. 그러나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다. 경제성장이 회복세에 있으나, 경기 회복이
균등하지 않고 취약하며, 다수 국가에서 실업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경제 위기의
사회적 영향이 여전히 광범하게 미치고 있다. 경기회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민간 수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근의 사태로 인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중요성과 국별 상황에 맞추고 차별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G20
회원국들이 신뢰성 있고, 단계별로 적절히 성장친화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건전화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세계 수요의 불균형 해소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며, 신용공급과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추가적인 진전

역시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잘 규제되고,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5. 강력한 고용 성장 달성과 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제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2010년 4월 노동 및 고용장관 회의의 정책 권고와 OECD와 협력하여
ILO가 준비한 직업훈련 전략을 환영한다.
6. 우리는 그간 합의한 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이행을 다짐하고, 우리 장관과 관료들이
합의한 시간내에 이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을 위한 협력체계
7. G20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강화하면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을 리스크로부터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내수진작, 성장 균형, 재정 건전성 강화, 강하고 보다 투명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G20 국가들이 취하고 약속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총체적인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기존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8. 피츠버그에서 출범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는
정책조치들간 총체적인 일관성을 평가하고, 정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9. 우리는 첫 단계의 상호평가를 완료하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가 보다 야심한 정책개혁 과정을 선택한다면 중기적으로
다음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세계경제 산출량을 약 4조 달러까지 확대
· 수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
·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큰 폭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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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토대 하에서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10. 우리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 이들 조치는 차별화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선진국은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향후 이행할 “성장친화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재정 건전성은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새로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고령화라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적자와 부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재정건전화 과정은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몇몇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구조조정
이행에 실패할 경우 신뢰를 훼손하여 성장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이 둘 간의
균형을 반영하여,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는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는
재정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는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과 함께 최근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한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성 있고, 명확히 전달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일부 신흥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발전, 인프라
지출, 그리고 환율 유연성 제고를 해 나간다.
· 전체 G20 국가는 우리의 성장전망을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글로벌 수요 재균형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되어, 이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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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진 적자국은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흑자국은 대외 수요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성장 동력에 보다 초점을 두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13. 우리는 개발격차를 축소하고 우리의 정책조치들이 저소득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발재원조달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포함하여 개발재원조달을 지지한다.
14.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각국 상황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두 번째 단계의 회원국이
주도하는 자문적 상호평가는 개별국가와 EU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며, 필요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추가적인 각 조치들을 식별할 것이다.

금융부문 개혁
15. 우리는 실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며,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완화하는 한편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건전성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향상, 투명성 촉진,
지속적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시켜왔다. 많은 것들이
완료되었다. 우리는 유럽안정제도와 기구 (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and Facility) 의 완전한
이행과 유럽 은행들이 대한 상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EU의 결정,
그리고 최근의 미국 금융 개혁 법안을 환영한다.
16.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워싱턴,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개혁에 관한 약속을 합의시한 내에 또는 그 시한을 단축하여 완료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새로운 기준으로의 이행 시한은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서 규제개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평가와 상호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17. 우리의 개혁의제는 네 개의 축 (pillar) 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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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첫 번째 필라는 강한 규제체계이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룬 진전들을 점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작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수준을
현저하게 제고시킬 수 있는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개혁이 완전히
이행되면, 자본의 총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자본의 질도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최근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의 위기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자본 체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준을 채택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2012년말까지 이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회복에 부합하고 시장의
혼란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이행될 것이다. 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평가는
이행시한 (transition horizon)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단계적 이행방안 (phase-in
arrangement) 은 각국의 서로 다른 출발점과 여건을 반영할 것이며, 이러한 초기단계의
격차는 각국이 자국의 제도를 새로운 국제 기준에 수렴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좁혀질
것이다.
19. 우리는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과 규제적 감시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고품질의, 개선된 단일 국제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과 건전한 보상을 위한 FSB 기준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 두 번째 필라는 효과적인 감독이다. 우리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FSB가 IMF와 협의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감독당국의 사명 (mandate) , 역량 (capacity) 및 자원
(resourcing) 에 관한 사항과 조기개입 (early intervention) 등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권한 등을 포함한다.
21. 세 번째 필라는 정리 (resolution) 와 체제적인 기관 (systemic institutions) 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는 위기시 납세자들이 궁극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FSB가 서울 정상회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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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도덕적해이의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리 수단의 마련과 건전성 규제 및 감독 요건의 강화, 그리고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 자금의 마련, 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추진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22. 네 번째 필라는 투명한 국제적 평가와 상호점검이다. 우리는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FSB의 견고하고 투명한 상호점검을 지지할 것임을 서약하였다.
우리는 조세피난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건전성 기준의 준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투명한 평가절차에 기반하여 비협조적 지역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개발
23. 국제금융기구 (IFIs) 는 IMF의 7,500억불, 다자개발은행 (MDBs) 의 2,350억불을 포함,
핵심적인 융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점에서 국제공조의 기반으로서 국제금융기구들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24. 우리는 국제금융기구가 좀 더 강력한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5. 이를 위해, 우리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였다. 동 합의내용에는 다자개발은행의 융자능력을 거의 두 배로 확대시킨
3,500억불의

자본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자본증액과

연계하여

다자개발은행에서는 현재 중요한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동 개혁은 다자개발은행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효과성 있는 기구로 만들고,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 성장의
공고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관심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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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는 특히 국제개발협회 (IDA) 및 아프리카개발펀드 (ADF) 등 다자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 기구에 대한 충분한 재원보충 지원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27. 우리는 2008년 이후 개도국 (DTC) 의 투표권을 4.59% 증가시키는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합의한 중요한 투표권 개혁을 지지한다.
28. 우리는 2008년 IMF 개혁안 및 신차입협정 (NAB) 확대에 대한 비준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조한다.
29.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IMF 쿼타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작업의 가속화와 함께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다른 지배구조개혁도 병행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30. 오늘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총재 및 고위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따라
선출한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보다 넓은
개혁의 틀 안에서 (총재 등 고위직) 선출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31.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 정상회의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 (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목적은

더욱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32. 우리는 아이티 (Haiti)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아이티에 대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부채 탕감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건활동을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아이티재건펀드의 발족을 환영한다.
33.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SME Finance Challenge) 를 발족하였으며,
다자개발은행의 충분한 지원 등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였다.
34. 우리는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사항으로서 식량안보에 대한 피츠버그 합의사항인 세계 농업식량안보기금 (GAFSF)
의 발족을 환영한다. 앞으로 우리는 농업분야의 혁신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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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이고 성과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라퀼라 이니셔티브
(L'Aquila Initiative) 의 완전한 이행과 동 원칙의 적용을 촉구한다.

보호주의 저지 및 무 역·투자 증진
35.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근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역이 가장 감소한 가운데, G20 회원국들은
무역과 투자가 제공하는 기회를 감안하여 시장 개방을 유지키로 하였다.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36. 따라서,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거나 신설하거나,
새로운 수출 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수출 촉진 조치 시행을
자제하고, 그러한 조치가 발생할 때는 즉시 원상회복토록 하는 기존 공약을 2013년말까지
추가 3년 연장한다.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 우리는 WTO, OECD, UNCTAD가
각자의 임무내에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분기별로 이러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37. 시장 개방은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OECD, ILO, 세계은행 및
WTO가 고용 및 성장 측면에 있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8. 그러므로 우리는 협상 임무와 그간의 진전에 기초하여 WTO 도하 개발 라운드의
균형되고 수준 높은 타결을 조속히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협상대표들이 모든 협상 장을 활용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서울 정상회의에
진전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협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9. 우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공약한다. 또한
우리는 세계은행 및 여타 MDB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무역을
증진하는 무역 활성화 조치를 지원토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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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안 및 향후 의 제
40. 우리는 부패가 시장의 통합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공적 신뢰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저해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들이 UN 반부패협약 (UNCAC) 를 비준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비회원국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UNCAC 규정에 따라 점검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다.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래 축적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실무그룹 (Working Group) 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다. 이 그룹은 G20가
부패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기여를 계속하고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서 정상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포괄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권고안에 포함될 주요 분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 공공 및
민간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회복에 있어서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1. 우리는 녹색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세계 성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코펜하겐 합의
(Accord) 에 참여한 우리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여타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원칙을 포함한
UNFCCC 규정과 원칙에 기초하여 동 협상에 참여할 것을 공약하고, 칸쿤 회의에서
포용적인 과정 (inclusive process) 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결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멕시코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칸쿤에서 제16차
당사국총회 (COP 16) 를 주최키로 한 데에 감사하고, 협상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UN 사무총장의 고위 자문그룹의 결과, 즉 재원
혁신 방안을 기대한다.
42. 우리는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IEA, OPEC, OECD 및 World Bank에게
사의를 표명한다. 우리는 재무장관과 에너지 장관들이 취약 계층과 이들의 개발 수요를
고려하고, 국별 상황에 기초하여,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철폐하기 위한 이행 전략 및 일정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별 이행전략을 지속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공약의 진전 현황을 지속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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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근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과 관련, 우리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안수송,
해상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사고 예방 및 결과 처리를 위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44. 2010년이 개발 문제와 관련 중요한 해임을 인식한다. 2010년 9월에 열릴 2010 MDG
고위급 회의는 글로벌 개발 의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는 조치에 합의하고, 최빈국 지원을 위한 각자의 공약을 재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45. 최빈개도국과 협력하여 이들을 세계경제시스템의 참여자와 수혜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터키의 2011.6월 제4차 최빈개도국 유엔 컨퍼런스 유치 결정을
환영한다.
46. 피츠버그에서 위임된 Global Pulse Initiative 중간보고서를 환영하며 업데이트를
기대한다.
47. 개발 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축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고, 모두를 위해 강건하고 복원력 있는 세계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대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경제성장과

회복력

증진

조치라는

G20의

초점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개발의제와 다년간의 행동계획 (multi-year action plans) 을
마련토록 위임하는 데에 대해 합의한다.
48. 우리는 다음에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날 것이다.
2011년 11월에 프랑스의 의장국 수임하에, 2012년에는 멕시코의 의장국 수임하에
모일 것이다.
49. 성공적으로 토론토 회의 개최한 캐나다측에 사의를 표명한다.

첨부 I : 강하고 지속가능하 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1. 워싱턴, 런던, 그리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예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공조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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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단호하고 전례없는 조치는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았으며, 경기회복을
촉진했다.
2. 하지만, 아직 위험요인은 남아있다. 많은 G20 국가에서 실업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G20 회원국 내에서도 선진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추가적인 정책조치가 없으면,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위험이 있다. 금융부문 건전성 개선 및 금융규제 개혁의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은 취약하고 신용흐름도 제약되어
있다. 일부 국가의 높은 재정적자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G20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강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을 리스크로부터
견고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많은 G20 국가들이 취하고 약속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최근 조치들
중에서 특히,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및 기구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and
Facility) 의 완전한 이행, 현재 진행중인 유럽 은행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결정, 최근 많은 G20 국가들의 재정 건전화 계획과 목표 발표를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총체적인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기존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4. 피츠버그에서 출범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G20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에 대해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번영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조치들간 총체적인 일관성을 평가하고, 정책체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의
공동대응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보다 균형 있으며, 모든 나라와 지역간에 공유되면서,
우리의 개발목표와도 부합하는 경제성장을 보장할 것이다.
5. 우리는 첫 단계의 상호평가를 완료하였다. 우리가 피츠버그에서 요청한 대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IMF, WB, OECD, ILO, 기타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대안적

정책시나리오

하에서

개별국가의

정책체계간의

총체적인

일관성과

세계경제전망을 평가하였다.
Toronto G20 Summit Declaration, June 27, 2010

11

6. 평가결과 조율된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세계경제 산출량은 생산량은 위기 이전 추세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실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재정적자와 채무는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며,
위기시 축소되었던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다시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에는 상당한 하방 위험요인이 전제되어 있다.
7.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가 보다
야심한 정책개혁 과정을 선택한다면 중기적으로 다음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세계경제 산출량을 4조 달러까지 확대
· 5,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9,000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
·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큰 폭으로 축소
우리가 공조한다면,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모든 지역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토대 하에서 세계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8. 우리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 이들조치는 차별화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선진국은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향후 이행될 것이다.
· 일부 신흥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발전, 인프라 지출,
그리고 환율 유연성 제고를 해 나간다.
· 전체 G20 국가는 우리의 성장전망을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글로벌 수요 재균형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

Toronto G20 Summit Declaration, June 27, 2010

12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운영되어, 이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9. 우리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향후 이행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재정 건전성은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새로운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고령화라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적자와 부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재정건전화 과정은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몇몇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구조조정 이행에 실패할 경우 신뢰를
훼손하여 성장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이 둘 간의 균형을 반영하여,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는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는 재정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는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과 함께 최근 발표한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한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 해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성 있고, 명확히 전달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0. 우리는 선진국들이 이러한 재정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는데 지침을 주기 위해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 재정구조조정 계획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중한 추정에 기반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경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명확히 할 것이다. 예산 관련 체계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재정 구조조정 전략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우리의 중기 재정계획을 재정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은 지금이다. 우리는 재정을
지속가능한 기반에 자리잡게 할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구체화 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회수하고 재정적자와 채무를 축소하는 속도와 시기는 각국의 상황과
세계경제의 필요에 따라 차별화되고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선진국은 2011년에 재정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하며, 현재 상당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보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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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구조조정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중점을 들 것이다. 우리는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정부 개입의
전체적인 비용을 축소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11. 선진 적자국은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흑자국은 대외 수요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성장 동력에 보다 초점을 두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대외 충격에 견고하며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 흑자국은 내수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신흥
흑자국은 다음과 같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개혁을 이행할 것 이다.
· 예방적 저축 축소와 민간 지출 촉진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공적 건강보험,
연금 등)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시장 발전
· 생산 능력 확대와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인프라 지출 확대
·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위한 환율 유연성 제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13.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들에 대해, 구조개혁이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의 후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임금이 생산성에
맞춰 상승할 때, 개혁은 수요증가가 넓은 지역에 걸쳐 공유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
경쟁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정책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요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선진국, 특히 위기 중 생산 능력의 손실을 입은 국가들의 상품,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 혜택의 수혜조건 개선과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직업 재교육, 구직 및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노동 이동성 제고 등) 을 포함할
것이다. 이는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협상 시스템에 적합한 환경 조성도 포함한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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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시장 개혁은 서비스부문 경쟁 강화,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와 소매유통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 혁신 촉진과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추가 완화 등을 포함할
것이다.
· 신흥국에서는 노동 이동성에 대한 제약 제거,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와 상품시장 규제
단순화.
·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 배격.
· 무역 흐름을 통한 세계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도하 라운드 타결. 무역개방은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세계경제 재균형을 촉진할 수 있다.
·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과 규제개혁 가속화 조치. 선진국의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취약성은 현 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는 G20 금융개혁 의제를 이행하고 실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위기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신흥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폭넓고 깊이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을 발전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자본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 보호주의 배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 우리는 2010년 4월 만났던 고용노동장관들의 세계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효과적인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기회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가 OECD와 협력하여 마련한 현재와
미래 일자리에 요구되는 직업능력 확충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전략에 대한 연구에 사의를
표명한다.
15. 우리는 개발격차를 축소하고 우리의 정책조치들이 저소득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발재원조달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포함하여 개발재원조달을 지지한다. 위기는 세계 모든 지역 빈곤국의
개발경로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하나로 개도국들은 공공과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 많은
국가들은 이미 선구매약정제도 (advance market commitments) , 중소기업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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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SME challenge) ,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한 최근 진전사항 등 재원조달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방법

이행을

통해

이미

이러한

부족분에

대응하고

있다.

저소득국가들은 보다 강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6.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각국 상황에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일부 G20 회원국들이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발표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환영한다.
17. 이러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두 번째 단계의 자문적
상호평가를 개별국가와 EU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다. 각국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을 위해 오늘 합의한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들을 식별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화하여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도 필요시 IMF, World Bank, OECD, ILO와 다른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종합적인 액션플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측정수단에 대한 연구를 장려할 것이다.
18. 우리가 오늘 약속한 정책들은 이미 취한 중대한 정책조치들과 함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편익은 G20 뿐 아니라 전세계가 향유할 것이다.

첨부 Ⅱ
금융부분 개혁
1. 금융위기는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금융불안은 금융개혁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단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우리는 실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며,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억제하는 한편,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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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성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향상, 투명성 제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등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 법안을 환영한다.
3.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추가적인 복구가 매우 중요하다. 은행 대차대조표와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급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럽
은행시스템의 투명성과 시장의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럽내 은행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EU 정상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4. 우리는 워싱턴,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개혁에 관한 약속을
합의시한 내에 완료하거나, 혹은 그 시한을 단축하여 완료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행시한 (transition horizon) 은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서 규제개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 (cumulative macroeconomic impact) 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다.

자본 과 유 동성 ( Ca pi ta l an d L iqui di ty)
5. 우리는 자본 및 유동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것이 금융분야
개혁의 핵심이라는 데 합의했다. 우리는 자본의 질, 양 및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며,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부담행위를 축소시키고, 경기순응성을
축소시키는 데 합의했다.
6. 우리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바젤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간 우리의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수준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 새로운 개혁방안이 완전히 집행되면 자본의 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본의 질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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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 자본요구수준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자본규제체계에 대한 합의를 서울
정상회의시 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의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인

정부지원

없이,

계속기업관점에서 완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가진 자본을 바탕으로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통주 자본을 Tier 1 자본내에 보유하도록 위험가중자산의 비율로 계산된
공제후 보통주의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축한다.
· 새로운 기준하에서 공제 (deduction) 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자본 - 비주식회사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분 -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적인 일관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공제기준으로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적절한
이행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8. 모든 주요 금융중심지가 2011년 까지 Basel Ⅱ를 도입하기로 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2012년말까지 이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회복에 부합하고 시장의 혼란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이행될 것이다. 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평가는 이행시한
(transition horizon)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9. 단계적 이행방안은 각국의 서로 다른 출발점과 여건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단계의 격차는 각국이 자국의 제도를 새로운 국제 기준에 수렴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좁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은행에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경과규정 (grandfathered) 을 적용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것이다.
10. 우리는 레버리지 비율을 위험에 기반한 Basel II 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적절한 검토와 규제수준 조정 (calibration) 에
기반 하여 시행하고, 적절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pillar 1 규제로 이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세부사항은 회계상 차이점의 완전한
조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11. 우리는 새로운 Basel 기준의 잠재적 충격을 측정하고, 고품질의 적절하게 조정된 자본,
유동성 규제를 만들기 위해 현재 BCBS가 실시중인 규제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Toronto G20 Summit Declaration, June 27, 2010

18

BCBS-FSB의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는 새로운 기준의 단계적 이행계획 (phase-in
arrangement) 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2. 우리는 BCBS가 개정된 트레이딩 계정 기준의 모든 요소들을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함께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13. 우리는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이 그들의 투자에 따르는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건부 자본의 역할을 고려하는 BCBS의 작업을
지지한다. 2010년 개혁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조건부 자본 도입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14. 우리는 FSB, BCBS가 모든 개혁조치의 진행상황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견고한 경제를 위한 금융부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복원력 있고,
안정적이며, 계속적인 신용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

보다 강화 된 감 독 (M ore In te nsi ve Superv isi on )
15. 우리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효과적인 은행 감독에 관한 BCBS의 핵심 원칙 (Basel
Committee's 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FSB가 IMF와 협의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감독당국의 사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사항과 조기개입 등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권한 등을 포함한다.

금융 기 관 정리 ( Res ol u ti on of Fi na nc ial Ins ti tu ti on)
16.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시 납세자들이 궁극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을 구조조정 (restructure) 하거나 정리 (resolution) 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권한은 기업을 계속 유지 (going concern) 하기
위한 자본, 유동성 구조조정과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gone concern) 구조조정 및 해체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내 정리 권한과 수단을 금융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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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BCBS가 2010년 3월 발표한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10가지 핵심원칙의 이행을 약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 당국들이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공조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국의 정리 및 도산 절차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지한다.
17. 우리는 정리제도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출 것에 합의한다.
· 도덕적 해이의 감소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손실의 적절한 분담
· 예금보호 대상 예금자들에 대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핵심
금융서비스의 지속성
· 정리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 전염 (contagion) 의 최소화
· 질서정연한 정리와 계약관계의 이전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
· 다국적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시 국내외적인 효과적 협력과 정보교환

체제 적 으로 중 요 한 금 융기 관 에 대 한 대 응 ( Ad dressi n g Sys tem ica ll y Im portan t
Fi na nci al Ins titu ti on )
18.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감소에 관한 FSB의 중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완료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건전성 요건은 실패시의 비용에 상응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FSB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서울 정상회의까지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정책 권고는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을 고려한 보다 집중적인 감독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건부
자본, 주주·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추가자본 및 유동성 요구 (surcharges) , 부담금 부과
(levies) , 구조제한 (structure constraints) , 비보호 (unsecured) 채권자의 채권 차감 (haircut)
방안 등 시장규율을 고양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9. 우리는 FSB에 의해 식별된 주요 복합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 및 위기관리 그룹의
설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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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는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견고하고, 합의에 기반한 기관별 회복 및 신속한
정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기관 정리 절차에
대해 국가간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한다.

금융부문의 책임성 (Financial Sector Resp onsibility)
21. 우리는 금융부문이 금융시스템 복구 및 정리 자금의 마련을 위한 정부 개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22. 우리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추진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법들이 다음의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납세자 보호
·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신용 흐름을 보호
· 개별 국가들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을 고려
· 공정경쟁기반 조성
23.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IMF의 작업에 감사한다.

금융 시 장 인프 라 와 규 제의 범위
(Fi na nc ial M ark et In fras tr uc tur e an d Sc ope of Re gula ti on)
24. 우리는 시스템 위험을 감소시키고,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시장인프라의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고 공정경쟁의 장을
촉진하며, 타당성·신뢰성·투명성에 대한 원칙의 광범위한 적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25.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규제·감독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투명성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을 국제적인 공조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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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거래소나 전재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늦어도
2012년 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거래를 청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장외파생계약은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기준에 맞고, 각국
규제·감독 당국이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담보평가 및 마진설정 관행에 대한 정책
조치들을 추진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제고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많은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진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26. 우리는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과 규제적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non-discriminatory) 방법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품시장의 기능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

질의

개선,

이해상충문제의 방지를 요청하며, 각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감독
수행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7. 우리는 규칙과 규제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하는데 합의하였다. 우리는
자본규제체계에 있어 외부신용등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BCBS가 추진중인 작업을 인식하였고, FSB가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 원칙을 개발중임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FSB와 BCBS가 금년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8. 우리는 규제·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헤지펀드 관련 규제 리스크 및 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

감독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가 수행해 온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인식한다.
29. 우리는 FSB에 대해 이러한 분야에서 이전에 G20이 했던 약속의 국가별, 지역별
이행수준을 검토하고, 국제적인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FSB가
이러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금년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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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A cc oun ti n g Sta n dar ds)
30. 우리는 고품질의, 개선된 단일 국제 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가 2011년말까지 그들의
단일화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31. 우리는 IASB가 독립적인 회계기준제정절차의 틀 안에서 신흥시장국들의 참여 확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평가 와 상 호점 검 (Ass essme n t an d P eer R e vi ew)
32. 우리는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과 FSB의 상호점검 절차를
통해 우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견고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국제적 평가와 상호점검의
실시를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속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적인 평가와 상호점검은 모두에게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33. 우리는 국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감독 정책 및 기준의 조정과 다양한
기준제정기구간의 조율, 주제별·국가별 상호점검을 통한 개혁 의제들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부문간, 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통한 공정경쟁기반 조성 등에 있어 FSB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FSB가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34. 우리는 FSB가 금융시스템의 국제적인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G20 회원국을 넘어서
활동영역을 확장 (outreach) 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대하고, 공식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FSB가 IMF, World Bank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기구들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다른 국제기준제정기구나 감독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5. 우리는 금융정책과 규제정책의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을 촉진하고, 이들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FSB의 주제별 평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을 위한 기준의 이행정도를 보여준 FSB의 첫 번째 상호점검을 환영하나, 완전한
이행의 완성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FS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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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을 연말까지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 분야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 완전한 상호점검을 2011년 2사분기에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위험의 공시에 관한 FSB의 주제별 상호점검 결과를
기대한다.
36. 우리는 FSB의 국가별 점검 프로그램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IMF/World Bank의 FSAP을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학습과 대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금년 안에 세 국가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예정이다.

기타 국제 기준 과 비 협조 적 지 역
(Other In ter na ti onal Stan dar ds a n d N on-c ooperativ e J uris di ctions)
37. 우리는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조치와 절차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금융기구 (IFIs) 의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 수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와 절차들을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38. 우리는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글로벌 포럼의
상호점검 절차와 관련한 진전과 관심 있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다자간 정보교환 제도의
개발을 환영한다.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조세정보협약의 체결건수는 거의 500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2011년 11월 정상회의에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체계를 각국이 어떻게 마련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은닉자산회복프로그램 (Stolen Asset Recovery Program) 의 진전을
환영하며, 부패자금을 환수하는 활동의 진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대응조치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39.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전략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공표 명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와
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 (FATF-Style Regional Bodies) 의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FATF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기준의 국제적인 수용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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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정보 교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건전성 기준의 수용정도를
평가하는 FSB의 평가절차의 이행을 환영한다.

ANNEX Ⅲ : 국제금융기 구의 정 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1. 세계 경제·금융위기를 통해 다자간 행동 조정기구로서 국제금융기구 (IFIs) 의 가치가
증명되었다.

국제금융기구는

위기대응의

최전선에서

긴급융자재원

9,850억불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2,500억불 이상의 무역금융자금을 조성하였다.
2. 금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또한 추가적인 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가 세계 금융 및 경제의 안정성 유지와 함께 모든 회원국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의 핵심 기반으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를 약속하였다.
3.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총재 및 고위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보다 넓은 개혁의 틀 안에서 (총재 등
고위직) 선출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MD B 재 원 확 충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자개발은행들은 2,350억불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런던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대출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며, 총 대출 중 절반이상을 세계은행 그룹이 제공하였다. 민간부분의 재원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출은 세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느
때보다도 다자개발은행들이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개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5. 우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그룹, 특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이 증자를 통해서
적정한 재원을 갖도록 하자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우리는 이 기관들의 주요한 주주로서
다른 회원국들과 동 기관의 자본을 85%, 약 3,500억불 증가시키는데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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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동 기관들의 개도국에 대한 대출은 연간 370억불에서 710억불로 증가될
것이다. 이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회원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도록 하는 그들의 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합의가 되도록 빨리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다자개발은행

자본증액

위기전 연간융자규모1)

신규 연간융자규모2)

AfDB

200%

18억불

60억불

AsDB

200%

58억불

100억불

3)

50%

53억불

110억불

4)

IADB

70%

67억불

120억불

IBRD

30%

121억불

150억불

IFC

2억불 특별증자

54억불

170억불

총계

MDB 자본
85% 증액

370억불

710억불

EBRD

1) 2000~2008, 2) 2012~2020, 3) 제4차 자본재원검토 (CRR4, the
fourth Capital Resources Review) 를 위한 임시적 성격의 요구가능
(callable) 재원, 4) 아이티의 IADB에 대한 부채탕감 합의 포함
6.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 이행에 있어 가장 뒤쳐져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의
절실한 (acute) 개발수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동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을 200% 증자하고
이에 수반하여 연간대출 수준을 3배 늘리게 될 것이다.
7. 국제금융공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우리는 최근 투표권 개혁과
연계된 특별 증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장기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8. 저소득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양허성 대출을 받도록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 기구, 특히 올해 재원보충이 진행되는
국제개발협회 (IDA) 와 아프리카개발펀드 등의 충분한 재원보충 지원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G-20 국가들이 동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참여하는 중요한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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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폭넓은 재원부담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한다.

MD B 개 혁
9.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제도적인 개혁과 증 자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이미
달성하였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다자개발은행의 순이익을 그들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대출기구로 이전하거나
저소득국가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이는 새로운 자본이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다.
·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수원국의 주도권 (ownership) 강화,
분권화 확대, 적정한 분야에 있어 수원국의 시스템 활용, 입찰 가이드라인 개선, 성과와
자금지원을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안, 지식관리 강화, 적정한 다양성을 가진
올바른 인적자원 확보, 환경 및 사회적 보호장치의 더 나은 실행, 건전한 위험 관리,
비용에 연계된 가격책정으로 자본지속성 확보, 행정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계속하기 위한 약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inclusive)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더 많은 민간분야 업무 및
투자를 통한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더 깊은 지지
· 핵심적 개발사명에 대한 재확인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등 초국경적인 문제의
글로벌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재확인
10. 이러한 개혁 공약에 기반하여 우리는 더 큰 다자개발은행보다는, 빈곤층의 삶 제고,
공고한 성장, 안전 제고,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와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전략적인 초점을
두는, 더 좋은 다자개발은행을 설립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이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작업이 완료되고, 또한 필요한 곳에서 더 진전된 개혁이 진행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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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은 행 투표 권 개 혁
11.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도국으로 3.13% 투표권을 이전하기로 한
세계은행의 투표권 개혁 합의를 환영한다. 이는 이전 개혁시 합의된 1.46% 투표권 이전과
함께 전체 4.59%의 투표권을 개도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이 총 47.19%의 투표권을
보유하게 하였다. 우리는 각국의 동태적인 경제적인 비중과 세계은행에 대한 개발기여를
반영한 동태적인 지분공식을 마련함으로써 빈소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등한 투표권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투표권 이전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6.07%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의 총 투표권이 39.48%가 되도록 한 국제금융공사의 투표권
개혁을 지지한다.

아이 티 부 채탕 감
12. 우리는 1월 지진으로 인한 폐허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티 국민과 함께 하며,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에 의해 설립된 아이티 재건펀드
등을 포함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기타 공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한다.
아이티 재건노력이 그들의 과거 부채에 대한 상환보다는 재건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우리의 재무장관들은 비용 분담을 포함한 아이티의 전체 부채 탕감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IMF, 세계은행, 세계농업개발기금에서 그러한 부채 탕감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조만간 미주개발은행에서도 같은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관련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IM F 개 혁
13. 우리는 IMF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약속한다. 위기발생 이후 G20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IMF 회원국의 위기재원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7,500억불 상당의 재원조성을 포함하여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IMF는 즉각적인 양자차입 및 채권매입약정을 통해 신규 재원 2,500억불을 마련하였으며,
이 재원은 5,000억불로 확대된 신차입협정 (NAB) 에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IMF는 또한
모든 회원국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2,500억불 규모의 신규 SDR 일반배분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조치와 더불어 새로운 조기경보활동 (EWE) , 사전예방적
융자수단인 탄력대출제도 (FCL) 의 신설 등 중요한 감시활동 및 융자제도 개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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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IMF의 위기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IMF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마무리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
14.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쿼타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작업의
가속화와 함께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다른 지배구조개혁도 병행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IMF의 지배구조의 현대화가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리
노력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IMF가 쿼타기반 기구로서 그 성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쿼타배분은 신흥개도국 (EMDCs) 의 강력한 성장에 따라 상당히 변화된 세계 경제에서 각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現
IMF 쿼타공식을 기반으로 하여 최소 5% 이상의 쿼타를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되,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IMF에서
최빈국의 투표권 보호를 약속한다. 그 절차의 일환으로 쿼타비중 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IMF 쿼타 증액규모, 이사회의 규모 및 구성, 이사회 효과성 제고방안,
IMF의 전략적 감독에 대한 IMF Governor (장관급 위원) 의 개입 등 많은 주요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직원 다양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15. 우리는 IMF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G20 회원국은 런던 정상회의의
중요한 합의사항인 2008년 IMF 개혁안을 비준하였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은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비준할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IMF의 정당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300억불 규모의 새로운
쿼타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IMF 회원국이 금년 내 동 합의사항에 대한 비준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
16. 많은 G20 회원국은 확대된 신차입협정 (NAB) 에 대하여 이미 공식적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같은 조치로 IMF는 쿼타 재원에 대한 중요한 보충재원 (back-stop) 을 갖게
되었으며,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IMF 대출재원도 새로이 5,000억불 이상 추가되었다.
다른 G20 NAB 참여국은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시까지 동의절차를
완료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 및 신규 NAB 참여국들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7. G20 회원국은 IMF의 새로운 소득모델에 따른 금 판매 수익, 기타 내·외부 재원을
활용하여 최빈국 양허성 융자재원 60억불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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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고 있다. 일부 G20 회원국은 빈곤감축성장기금 (PRGT) 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수개월 내에 재원을
공여할 계획이다.
18. 우리는 자본흐름의 변동성과 금융 취약성에 대응하고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로 하 여금 서울 정상회의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인
(incentive) 에 기반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IMF가 융자제도의
추가적인 개혁을 적절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융자수단 검토에 대한 빠른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이와 병행하여 시스템적 위험성 및 취약성이 어디에 있든 IMF의 감시활동이 이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빈곤 층 의 수요 에 대 한 지원 확 대
19. 우리는 위기기간 동안 최빈국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최빈국들이 세계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시급함을
인정하고, 2015까지 새천년개발목표 (MDG)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20.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도국의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21. 적정하게 자금이 지원되는 중소기업은 특히 개도국 경제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민관합 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망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SME Finance Challenge) 를
발족하였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충분한 지원 등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이 민간과의 협동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안이 확산되고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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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제안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제안들을 받기를 기대한다.
22.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였고, 이는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계획 마련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실행계획은 서울정상회의시 발표될 것이다.
23.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저소득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자금지원과 특화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세계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의 발족을 환영하며, 이는 저소득국가의 농업생산성 향상, 농촌소득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측가능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방글라데시, 아이티, 토고 및 시에라리온에 대해 총 2억 2,400만불의 첫번째 자금지원이
승인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빈국의 중소규모 농업사업과 농민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의 민간부문 창구 (window) 의 개발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 농업식량안보기금에 이미 이루어진 기여를 환영하며 동 기금의
공공 및 민간 창구에 대한 공여국의 추가적인 기여를 촉구한다.
24.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적 문제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적 협력
및 남남협력을 통해 농업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업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빈국에서 식량안보와 농업
개발에

있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구매약정과 같은 혁신적이고 성과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서울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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