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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MF 「Global Policy Agenda」의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IMF/WBG 연차총회에서 공식발표한 「Global Policy Agenda」를 요약 · 정리
한 것임. IMF는 반기별로 글로벌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향후 6개월~1년 동안 IMF의
주요 의제로 취급

<요 약>
□ (세계경제 현황)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remains strong) 있으나,
하방리스크가 부분적으로 현재화되면서 성장모멘텀이 둔화(moderating)
o 무역마찰 심화 등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고 글로벌
금융상황 긴축이 우려되지만, 부채수준이 높아 정책 대응여력이 제한적
□ (정책조언)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대응(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여력 확보, 부채 축소
등), 금융 복원력 강화, 대외불균형 완화 및 구조개혁과 포용성장 정책 추진
o 선진국은 금융기관 B/S 취약성 해소, 금융규제 어젠다 완료 등을 추진하고
신흥국은 금융상황 긴축시 환율 변동성 확대, 자본 유출 등에 대응할 필요
□ (국제협력) 준칙에 근거한 다자무역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지지가 필요
하며 흑자 ‧ 적자국 모두 대외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o IMF는 관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마찰의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2019년 G20 의장국인 일본의 주관하에 고령화가 거시
경제 및 재정에 주는 시사점과 청년 노동시장 전망을 분석할 예정
□ (IMF 정책) IMF 감시기능(surveillance) 강화를 위해 종합 감시활동 검토
작업을 개시(2020년 완료)하였으며, 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IMF의 차입제한
정책, 소규모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예정
◇ (기타) IMF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15th General Review of Quotas)를 2019
년 춘계회의 또는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할 계획
o 내부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하며 포용적인 인력체계(diverse and inclusive workforce)를
위한 디지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개발 중이며 지식 ‧ 경제통계 ‧ 역량개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
문의처 : 국제협력국 국제기구팀 윤수훈 차장(5754), 허동녕 조사역(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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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현황
□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remains strong) 있으나, 국가별로 차별화
(less even)되고 하방리스크가 부분적으로 현재화되면서 성장모멘텀이 둔화
(moderating)

o 무역마찰, 유가 상승, 일부 취약 신흥국의 시장불안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생산성 증가율 감소, 경제개혁 지연으로 잠재
성장률 둔화가 지속
□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하방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면서(further shifting to the
downside) 경제적 역풍(economic headwinds)이 심화될 가능성
o 특히 대외불균형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역마찰은 글로벌
성장세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상황이 급격히 긴축될
경우 자본유출과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부채수준 등이
정책대응 여력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한편 지속불가능한 거시경제정책, 불평등 증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
감소, 기술 혁신,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및 이민 문제 등이 중기적
과제로 지속될 전망

2. 정책조언
□ 각국은 자국 여건에 맞는 정책조합*을 신중하게 조정(careful calibration)하여
리스크에 대응하고 대외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필요
*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할 경우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자본유출에 대비한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 부채수준 감축 및 재정여력 확보,
인프라의 품질 및 거버넌스 개선

o IMF는 재정여력 분석, 2018년 대외부문 보고서(ESR: External Sector Report),
실질 자연이자율 결정요인(drivers of natural real interest rate) 분석을 통해
정책조언
대외부문 보고서(ESR)
□ 글로벌 GDP의 85%에 해당하는 29개 주요국 및 유로존을 대상으로 하며, 경상수지, 실질
환율, 대외 B/S, 자본이동 등 대외포지션을 다자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유일한 보고서
o 2018년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경상수지의 40~50%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균형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였으나, 선진국으로 점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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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여건이 추가적으로 긴축되기 이전에 금융부문의 리스크 대응능력
(financial 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특히 환율 유연성 제고와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
o 선진국은 금융기관 B/S 취약성 해소, 금융규제 어젠다 완료 등을 추진
하고 신흥국은 금융상황 긴축시 환율 변동성 확대, 자본 유출 등에 대응
할 필요
o 데이터갭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금융기술 구조변화에 대응한 규제 적용
노력이 필요
* FSB, IMF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 부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2009년부터 리스크와 불균형 축적을 감지하기 위해 국제적
통계 개발 및 개선 작업(Data Gaps Initiative)을 추진

□ IMF의 자본이동에 관한 기관견해 적용사례(Institutional View on capital flows
보완된 거시건전성정책 데이터베이스, 자본이동관리조치
(CFMs) 동향 등을 참고하여 대규모의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할 필요*
in

practice),

* IMF는 향후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은행부문의 이질적인 펀더멘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

□ 정책당국은 장기적인 과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포용성장
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governance) 강화와 부패 척결이 중요
o IMF는 지배구조 개선이 부패 방지에 미치는 영향, 성(gender) 다양성 및
여성 노동인력 참여가 구조변화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

3. 국제협력
□ IMF는 준칙에 근거한 다자무역 시스템(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부문 등)을 강화
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임
o 연례 컨퍼런스에서 관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마찰의 파급효과
에 대해 분석할 예정
o 한편 대외불균형은 무역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흑자 ‧ 적자국이
모두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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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세 분석 등을 통해 국제 조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조세 협력 플
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기반으로 긴밀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 조세 역량 제고를 지원할 것임
□ IMF는 회원국이 Bali Fintech Agenda를 추진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임

Bali Fintech Agenda 및 IMF의 역할
□ IMF/WB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회원국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당국 및 국제사회가
고려해야 할 핀테크의 기회 및 잠재 리스크 관련 내용을 담았음
o 회원국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국내정책 논의를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어젠다와 관련하여 IMF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통화정책, 금융안정간의 관련성,
핀테크 발전사항 점검, 핀테크가 자본이동, 금융통합, 글로벌 통화금융안정, 국제통
화시스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

□ IMF는 2019년 G20 의장국 일본의 주관하에 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주는 시사점과 청년 노동시장 전망을 분석할 예정
o 보건, 교육, 인프라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
o G20 아프리카 협약을 지지하며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이행 관련
작업을 회원국과 함께 진행할 예정
o 저소득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데이터갭 축소를
추진

글로벌 부채 상황 및 IMF의 역할
□ 글로벌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24%인 182조달러로서 사상 최고점에 이르렀으며,
이 중 2/3가 비금융 민간부채이며, 여타 부분이 공공부채
o 저소득국의 공공부채 취약성 악화가 특히 우려되며 부채 투명성 부족이 핵심 정책
과제
o IMF는 WB와 공동으로 차입자 부채관리역량 강화, 부채 데이터 수집 및 공개,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권고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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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F 정책
□ IMF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 감시활동 검토(2020 Comprehensive
및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검토(2020 Review of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작업을 개시
Surveillance Review)

o 기술발전 등을 감안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 전략
검토를 통해 금융 통합 및 복원력을 강화
o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 지속가능성, IMF 차입제한 정책
(debt limits policy)의 적정성 및 통화·금융 투명성 규약을 검토하고 IMF

재정 투명성 규약을 보완
o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지출 문제에 관한 전략체계를 개발
□ IMF는 회원국의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소규모 취약 국가 등의 지원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지원조건 및 체계를 검토할 예정
o 감시 및 대출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역량개발(CD : capacity development)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o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유연한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

5. 기타
□ IMF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15th General Review of Quotas)를 2019년 춘계회의
또는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o 쿼타 적정규모 및 쿼타 공식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국의 세계경제 비중을
반영하여 쿼타 비중을 조정
□ 내부경영과 관련하여 민첩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인력체계를 위한 디지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개발 중이며 지식 ‧ 경제통계 ‧ 역량개발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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