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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정책 전환:
미국, 영국, 일본 및 그리스 사례

이 왕 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07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후 지배적 담론－ 또는 정통적 해석 －으로 간주되
고 있는 워싱턴 합의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금
융통화질서를 규율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1980년 이후 워싱턴 합의에 기반을 둔 국제정책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위기 이후 국제정책공조 논의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들 중의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위기 직후부터 IMF는 워싱턴 합의에서 강조했던 긴축정책 대신에 케인즈주의
적 재정부양책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It’s Mostly Fiscal’의 약칭으로
불렸던 위기 이전의 입장에 비해서는 상당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
한 2010년 캐나다 정상회담 이후 의견 차이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일본 및 IMF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경제대국들 사이의 깊은 의견 차이는
IMF의 정책전환을 완전하지도 않으며 불가역적인 것도 아니며 위기 이후 IMF의 공조 역할도 현재
까지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제어: 국제통화기금(IMF), 케인즈주의, 재정부양책, 긴축정책, 국제정책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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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서 이단적으로 간주되어 왔던 재정 부양책, 금융 규제, 자본통

제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들을 권고해왔다(Blanchard et al., 2012; 이왕휘,
2014; Broome, 2015; Gallagher, 2015b). 동시에 IMF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모범규준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각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정
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였다. 이번 위기의 희생양인 아이슬란드는
물론 위기를 피하는데 성공한 한국과 브라질에 대해서 IMF는 자본통제를 공
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Sigurgeirsdottir and Wade, 2015; Gallagher,
2015a).

이러한 IMF의 정책전환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수정인가 아니면
세계금융통화체제의 개혁으로 가는 근본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한편에서는 정책 전환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그 정도도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변화보다는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 부양책, 금융 규
제, 자본통제를 제외한 워싱턴 합의의 나머지 정책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Crouch, 2011; Mirowski, 2013; Fitoussi and Saraceno, 2013; Lutz and
Kranke, 2014; Fischer, 2014). 또한 대공황 직후처럼 근린궁핍화정책 ― 급

격한 관세의 인하 및 환율의 평가 절하 ― 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G-20을 중심으로 IMF,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금융안정위원

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이 국제정책공조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Butler, 2012; Faruqee and Srinivasan, 2012). 실제로
위기 이후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비교적 빨리 회복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세계금융통화체제 체제를 근본적
으로 변혁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Drezner, 2014; Siles-Brugge, 2014).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 이후 정책 전환은 기존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
는 변화의 전주곡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IMF가 세계은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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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추진해온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는
워싱턴 합의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신자유주의의 퇴조로 이어지고 있다
(Skidelsky, 2009; Van Overtveldt, 2009; Farrell and Quiggin, 2012). 이러

한 움직임의 근저에는 워싱턴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Serra and Stiglitz, 2008; Headey, 2009; Sheppard and Leitner,
2010; Babb, 2013). 이번 위기의 발원지였다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정책공조에서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ichengreen, 2014). 더욱이 중국을 포함하는 신흥경제대국들의 부상은 이

합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지도력을 제한할 것
으로 예상된다(Mastanduno, 2009; Blyth and Ban, 2013).
위기 이후 IMF의 정책 전환을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재정정책을 분석한다.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재정정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정책이 가장 치열한 정치적 및 이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
이다. 물론 위기 이후 무역을 제외한 통화․환율․금융 분야에서도 IMF는 기존
의 워싱턴 합의에서 벗어나는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정책들의 전환
은 심각한 논란 없이 회원국들이 수용하였다. 반면 재정정책은 주요 회원국
들은 물론 국제경제기구들 사이에도 합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 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단기적 실효성과 장기적 건전성에 대한 케
인즈주의자들과 통화주의자들의 대립은 IMF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IMF의 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경제대국들 사이에서도 증폭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럽에서 확산된 재정위기는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와 지지하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지속
되고 있다.
IMF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IMF의 공식 발간물(세계경

제전망, 재정모니터 및 연구보고서), G-20 선언 및 주요 정책결정자(총재 및
수석 경제학자)의 연설과 인터뷰에 대한 담론 분석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이 연구는 정책 전환의 범위와 정도를 엄밀하게 평가하는데 두 가지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IMF와 G-20만 분석함으로써 정책 전환이 회원국들
에서 실제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둘째, 담론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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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환의 목표와 의도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 전환의 범위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은 IMF의 재정정책 전환
을 국제정책공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G-20을 대신해 IMF가 발전시킨
상호 확인 절차(Mutual Assessment Process: MAP)에 반영되어 있는 이 관
점은 합의된 정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가를 국가별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용과정은 물론 정책 집행의 결과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글은 2009~2013년
까지 IMF와 미국, 영국, 일본 및 그리스 사이의 IMF 협정 4조(Article IV)
에 근거한 정책협의 과정과 그 결과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네
사례들은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IMF와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
책전환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MF 재정정책 결정과정 및 주요 회원국들과 정책협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위기 이후 국제정책공조를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어렵다. 2008~2010
년 사이 주요 경제대국들이 동시에 재정부양책을 추진했을 때는 공조가 원활
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럽재정위기 이후 주요 회원국들 사이에는
상당한 정책 갈등이 존재하였다. 팽창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미국
정부도 2011년 재정절벽 이후 긴축을 주장하는 의회의 균형 재정 정책을 수
용하였다. 일본 역시 팽창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재정부담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영국은 IMF의 비판 속에서도 긴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으며, 그리스 역시 구제금융에 부과된 재정규율에 따라 팽창정책을 도입
하지 못했다.
위기 이후 재정정책 전환은 국제정치적으로 심원한 함의를 가진다. 재정
건전성이 워싱턴 합의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은
워싱턴 합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침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긴축정책을
추진한 국가들 ―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및 EU ― 은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군사비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적 군비경쟁에서 미국과
영국의 위상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IMF의 정책전환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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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국제정책공조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정책전환의 전환의 범위 및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
출한다. III절은 IMF의 재정정책이 위기 전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IV절에서는 이러한 정책전환이 주요 회원국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
쳤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일본, 영국, 그리스와 연례 정책
협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MF의 정책변환이 가지는 국제정치
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국제정책공조: 문헌조사 및 분석틀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성립한 이후 20세기 말까지 IMF, 세계은행, 세

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경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대국들의 거
시경제정책들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정책공조가 여러 차례 이뤄져왔다(Oudiz
and Sachs, 1984; Willett, 1988; Webb, 1991; Henning, 1994; James,
2012).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적 차원의 자본이동 자유화는 거시경제

정책들의 조정할 필요성을 침식시켜, 2000년대에는 국제정책공조에 대한 논
의가 거의 사라졌다(Meyer et al., 2002; Bergin, 2002).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위기극복 방안 논의 속에서 G-20, IMF,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정책공조를 재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OECD, 2010c; Adam
et al., 2012; Benes et al., 2013; Taylor, 2013a, 2013b; Bayoumi and
Pickford, 2014; Frieden and Broz, forthcoming).

일반적으로 국제정책공조는 국가 간의 다른 정책적 목표를 조정하는 과정
또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협조(coordination)은 협력
(cooperation)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양자를 엄밀하

게 구분한다. 협력이 협조보다 덜 구속적이라고 보는 의견(Bayoumi and
Pickford, 2014: 3)도 있지만, 협력을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강제되는 합의로

정의하여 협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보는 의견(Meyer et al., 2002: 1)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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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임이론을 원용하는 경제학자들은 공조를 비협력적 게임의 내시 균형에
서 협력적 게임의 파레토 최적으로 이행으로 정의하기도 한다(Ostry and
Ghosh, 2013: 10) 이러한 정의는 공조의 필요성을 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지만,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런 이유에서 국제정치학에서 국제정책
공조는 참가국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1) 참가한 국가들은 한 가지 이상의 선언된 정책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2) 참가한 국가들은 협력적 및 결합적 행동을 통해 공유하는 정책 목표

들의 성취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공유하는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비언어적 행동의 증거가 있어

야 한다; X국이 Y과 협력하고 있다는 정부 지도자들의 선언 이상이
있어야 한다.
(4) 참여한 국가들은 정책 연합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

다(Sampson, 1982).
이 정의에 기반하여, 국제정책공조는 다양한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다. 먼
저 목적에 따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능동적 공조와 위기를 막기 위
한 수동적 공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목적에 대한 협조와
정책 행동에 대한 협조로 나눠질 수 있다. 또한 방식에 따라 국가가 재량권
을 가지는 느슨한 협조와 합의된 제도를 일괄적으로 수용한 긴밀한 협조로
구별될 수도 있다(Willett, 1988: 236).
국제정책공조의 수준도 다양하다. 첫 번째는 문제가 공동의 이익이나 관심
에 대한 정기적 의견 교환이다. 두 번째는 의견 교환에 참가국들의 정책을
감독한 결과에서 도출한 문제 진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합의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중간 평가를 통
해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정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조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Truman, 2011: 249-50; OECD,
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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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공조의 장점들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조를 통해
참가국들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킨다. 둘째,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
는 위험을 예방한다. 셋째, 협조과정에서 국가들관의 관계를 개선한다. 넷째,
특정 정책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를 강화한다(Bergsten, 2003).
물론 국제정책공조가 항상 최선의 대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첫
째, 국제정책공조를 국내 정책의 필수적인 변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불건전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해외로 전가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국제정책공조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패권국이
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국가이익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정책공조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만약 공조가 붕괴할 경
우 발생하는 위험은 공조를 하지 않았을 때 당면할 위험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Feldstein, 1988).
그렇다면 국제정책공조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세간의 이목을 끌어 정치화되는 통화 및 재정 정책들보다는 통화스홥이나 건
전성 규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집중될 때, 협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협상을 위임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협상 과정과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때,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협상할 때, 협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넷째, 거시경제 및 금융 협
력의 가능성은 비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보다는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
서 더 높아진다(Eichengreen, 2014: 43-4)
반대로, 국제정책공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째, 정책 결정자
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 관계를 고려
하지 않는다. 즉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특정한 목표들에만 주목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는 정책들의 장기적 함의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성공적인 협조를 하기가 어렵다. 둘째, 국
가들은 특정한 정책 결과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규모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에서 대
해서도 합의하기가 어렵다. 셋째, 협조의 결과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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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2009: 5).
그림 1. 상호 확인 절차: IMF의 G-20 정책 평가

문에, 국가들 사이의 공동 이익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Ostry and
Ghosh, 201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국제정책공조의 성패 여부는 참가국들이 결정
된 사항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지속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MF는 21세기 들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조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회원국의 정책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Khan and Sharma, 2003). 이
런 맥락에서 국제정책공조의 범위와 정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 사
항은 국제협상에 참가한 국가들이 합의된 결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가
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Weaver, 2010). G-20은 2009년 피
츠버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틀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회원국들 사이의 동료 압력을 증가시키는 상호 확
인 절차(MAP)를 도입하였다(IMF, 2010a, 2011b).
MAP은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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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utner and Thompson (2010: 236).
그림 2. 성과의 피라미드: 과정으로부터 결과까지

정책공조의 범위와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Faruqee and
Srinivasan, 2012).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MAP은 거시 수준의 정

책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미시 수준의 성능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Broome, 2015: 5). 또한 특정한 모델에서 도출한 예상 지표를 기준으로 정

책 평가를 하는 MAP에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편향이 내재되어 있
다. 즉 MAP은 예측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 목표한 지표
에 도달하는 과정이 단선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2기 보여주듯이 정책 집행의 결과뿐만 아
니라 그 과정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을 대신해 MAP을 실질적으
로 주관하는 IMF와 회원국들 사이의 정책협의를 검토해야 한다. IMF 협정
4조(Article IV)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이 정책협의에서는 MAP에서 다뤄지

지 않는 회원국에 특수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IMF와 회원국 사이의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MAP에서 알 수 없는 국제정책

공조의 방해요인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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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위기 이후 IMF의 재정정책 전환
IMF의 재정정책 전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둘러싼 대립구도

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입장
은 크게 (신)고전파와 (새)케인즈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재정 건전성이 거시경제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달성 방법
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구
축하는 효과 때문에 경기가 침체할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경기가 침체할 때는 유효수
요의 창출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Auerbach, 2012;
Palley, 2013).

이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입장이 더 옳은가 또는 정확한가를 판명하는데
활용되는 재정승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대한 합의는 최근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Parker, 2011). 따라서 재정정책의 기조는 20
세기 동안 이론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왔다. 일
반적으로 20세기 초반에는 정부지출이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속칭 영국
‘재무성 견해(Treasury View)’, 20세기 중반에는 대공황 이후 유효수요 창출
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견해가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의 대안인 통화주의가

등장한 20세기 말에는 ‘재무성 견해’를 재해석한 소극적 재정정책이 유행하
였다고 할 수 있다(Blyth, 2013; Konzelmann, 2014).
20세기 말 소극적 재정정책은 1970년대 이후 발전된 공공선택이론의 지지

를 받았다. 이 이론은 적극적 재정정책에 내재된 정치적 위험성을 비판함으
로써 통화주의를 뒷받침하였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 재정정책은 의회의 승
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로비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정치인들
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결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집단이나 지역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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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정치적 독립성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

제변동에 대응을 해왔던 것이다(O’Mahony, 2010; Eslava 2011; Posner and
Blöndal, 2012; 최승문, 2014).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 재정 건전성은 대서양 양편에서 동시에 강
화되었다(Corsetti and Roubini, 1996). 유럽 차원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수
렴기준(convergence criteria)을 제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공공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되었다. 1960

년대 말 이후 40년 동안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했던 미국 정부는 이보다 훨
씬 더 강력한 재정규율을 강제하는 1993년 포괄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7년 균형예산법을 통해 1999년 균형재정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사회복지가 축
소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Korpi and Palme, 2003; Katsimi and Sarantide,
2012; Peters, 2012; 김성태, 2011)

1. 위기 이전 재정정책 기조
IMF는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설립 이후부터 국제적 차원의 통화정책 공

조에 중점을 두어 왔다. IMF의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은 재정정책을 전담하
는 재정문제 부서(Fiscal Affairs Department)가 신설1964년 이후에 본격적
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Fiscal Affairs Department, 2014). 이후 IMF
는 재정정책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재정문제가 통화정책, 환유
정책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1980년대부터 위기 직전까지 IMF의 재정정책 기조는 팽창보다는 긴축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통화위기
의 원인이 재정적자에 있다는 주장이 득세하면서, IMF는 ‘It’s Mostly
Fiscal’의 약칭으로 불릴 정도로 긴축재정을 통화위기 예방책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Kopits, 2000). 실제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IM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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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강력
한 긴축정책을 권고해왔다(Nooruddin and Simmons, 2006). IMF의 긴축정
책 강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말레
이시아조차 긴축정책을 실시하도록 만들 정도였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
들의 재정건전성이 이전에 위기를 경험했던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 양호하다
는 점에서 IMF의 긴축정책 권고는 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Feldstein,
1998; Sachs and Radelet 1998; Furman and Stiglitz, 1998).

물론 이런 평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IMF의 독립평가실은 IMF가 긴
축을 선호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2003).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케네스 로고프

도 IMF가 원칙적으로 긴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IMF는 선진국들에게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부양책을 장려해온 바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IMF와 무관하게 스스로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Rogoff, 2010).

실제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권
고하였던 IMF는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1998년 하반기부터 이후
IMF는 재정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였다(Green and Campos, 2001; 황

성현, 2006)

2. 위기 이후 재정정책 기조
세계금융위기 직후 미국발 대침체가 일으킬 수 있는 초국가적 생산파급효
과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Corsetti, 2012;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3; Corsetti and
Müller, 2014). 이러한 배경에서 IMF는 긴축에서 팽창으로 정책 전환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도미니크 스트로-칸(Dominique Strauss-Kahn)
당시 IMF 총재의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발언에 처음 공식화되었
다. 이후 2008년 취임한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버 블랑샤(Olivier Blan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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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을 받아 재정 팽창을 지지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계속 발간되었다
(Spilimbergo et al., 2008; Freedman et al., 2009; Baldacci et al., 2009;
Debrun and Kapoor, 2010; Blanchard and Leigh, 2013). IMF의 정책 기조

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간행물인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에서도 팽창적 재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수차례 등장하였다(IMF,
2008: Chapter 5; IMF, 2010c: Chapter 3; IMF, 2012b: Chapter 3).

<표 1>에 요약되어 있듯이, 위기 이전을 비교해보면 IMF의 재정정책 기
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IMF는 위기
이후 재정건실화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IMF의 기존
입장은 재정건실화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확장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에 가까웠다. 그러나 위기 이후 IMF는 대침체와 같은 예외적 시기

에는 재정건실화를 즉각 추진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성장
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둘째, 재정 건실화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
도 IMF의 입장은 변화하였다. 위기 전 IMF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유치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여 재정이 건전한 개발도상국들
에게조차 팽창 정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 IMF는 재정 건전
성이 높은 모든 국가들이 팽창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셋째,
재정 건실화 방법의 측면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위기 전 IMF는 공공
투자가 민간 투자를 억제하는 구축 효과를 우려해 정부 지출의 증대보다는
감세를 선호하였다. 반면, 위기 후 IMF의 초점은 지출 삭감이 장기적으로 성
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두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IMF는 고용 증
대는 물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투자를 권고하였다. 마지막
으로 IMF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재정정책의 분배적 효과에 특별히 주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IMF는 비정통적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던 금융거래세,
부유세, 환경세 등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었다(이왕휘, 2014: 75-80).
IMF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G-20를 통해 전파되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팽창정책에 합의한 참가국들은 GDP 대비 평균 2%
에 가까운 유례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하였다(G-20, 2009). 한국도
위기 직후 재정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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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MF 재정 정책 기조의 변화
위기 전

위기 후

재정정책의 주 목표는 성장과 믿을만한 재정
재정정책의 주 목표는 성장과 믿을만한 재정 지속성 정
지속성 정책을 통한 국채시장의 안심시키는
책을 통한 국채시장의 안심시키는 것이다.
것이다.
재정적 여유(강력한 재정위상, 낮은 공공 부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재정적 여유(강력한 재정위상, 낮은 공공 부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부채가 더 적게 증가했다는 점
채)를 가진 고소득 국가들만 재정적자를 감수
에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재정 팽창의 결과로서
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중기적 부채 원리금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부유한 국가들보다 더 적다.
재정적 여유를 가진 약한 복지국가(미국, 일
본)를 가진 고소득 국가들도 재정적자를 감수
하고 경기 진작을 위해 재량적 지출을 사용해
야 한다. 이 지출은 감세를 대상으로 해야 한
다.

재정적 여유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
고 경기 진작을 위해 재량적 지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지출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감세를 피해야 한다.

모든 팽창 수단들은 채권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침체가 종식된 후 부채와 적자를 줄이는
중기적 틀을 동반해야 한다. 이 수단들의 신뢰
성은 공공부채 한계치, 재정 준칙 및 지출 상
한선에 대한 공약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모든 팽창 수단들은 채권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침체
가 종식된 후 부채와 적자를 줄이는 중기적 틀을 동반
해야 한다. 이 수단들의 신뢰성은 공공부채 한계치, 재
정 준칙 및 지출 상한선, 독립적 재정위원회, 금융거래
세, 탄소세, 부유세 및 역외 탈세 규제에 대한 공약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재정건실화가 유일한 대안인 국가들은 지출 감축과 세
재정건실화가 유일한 대안인 국가들은 세수
수 증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출 감축에만
증가보다는 지출 감축을 우선해야 한다.
의존한 재정건실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
감축은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 사회이전, 공공
감축은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 사회이전, 공공부문 임
부문 임금, 고용, 주택 및 농업 보조금을 대상
금, 고용, 주택 및 농업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으로 해야 한다.
공공투자는 대침체 조건에서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기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구축하기 때문에 선택
때문에 우선시되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실화가 적절하다면, 국채시장에서 신뢰성 붕괴에
재정건실화가 적절하다면 즉각적으로 도입되
직면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
어야 한다(전기 이행). 재정건실화는 생산에
다(후기 이행). 재정건실화는 생산에 팽창적 영향을 줄
팽창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최선의 조세정책 패키지는 한계소득세를 축소하고, 조
최선의 조세정책 패키지는 한계소득세를 축소
세기반을 확대하며, 일률 소비세 비중을 올리며, 조세체
하고, 조세기반을 확대하며, 일률 소비세 비중
제의 중립성을 집행하고, 배당 및 부유층의 상속에 대
을 올리며, 조세체제의 중립성을 집행하는 것
한 세금을 인상하며, 금융거래세 및 환경세를 채택하고,
이다.
역외 탈세를 공격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재정건실화가 유일한 대안인 저소득국가들은 재정건실화가 유일한 대안인 저소득국가들은 지출 축소
지출 축소(특히 보건 및 교육 경비)보다 세수 (특히 보건 및 교육 경비)보다 세수 증가에 우선해야
증가에 우선해야 한다.
한다.
자료: Ban(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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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부채: 총부채 및 순부채(% of GDP)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

순

총

순

총

순

총

순

총

순

총

미국

63.6

44.8

64.0

44.5

72.8

50.4

86.1

62.1

94.8

69.7

99.0

76.2 102.5 80.1 104.2 81.3 105.6 82.3

영국

42.7

37.9

43.7

38.3

51.9

48.0

67.1

62.4

78.5

72.2

84.3

76.8

89.1

81.4

90.6

83.1

92.0

84.4

독일

68.0

52.8

65.2

50.0

66.8

50.0

74.6

56.5

82.5

58.2

80.0

56.5

81.0

58.1

78.4

55.7

75.5

52.9

프랑스

63.2

59.6

63.2

59.6

67.0

62.3

78.0

72.0

80.8

76.1

84.4

78.6

88.7

84.0

91.8

87.6

95.2

89.5

순

총

순

총

순

총

순

이탈리아 106.3 89.6 103.3 87.1 106.1 89.3 116.4 97.9 119.3 100.0 120.7 102.5 127.0 106.1 132.5 110.7 136.7 112.4
스페인

39.7

30.7

36.3

26.7

40.2

30.8

54.0

24.7

61.7

33.2

포르투갈 63.7

58.6

68.4

63.7

71.7

67.5

83.7

79.7

94.0

89.6 108.2 97.8 124.1 114.0 128.9 118.4 131.3 119.9

70.5

39.7

85.9

52.7

93.9

60.4

98.6

65.7

그리스

107.5 107.5 107.2 107.2 112.9 112.9 129.7 129.7 148.3 148.3 170.3 170.3 157.2 153.5 175.1 168.5 174.2 169.3

일본

186.0 81.0 183.0 80.5 191.8 95.3 210.2 106.2 216.0 113.1 229.8 127.3 237.3 129.5 243.2 134.1 245.1 137.1

중국

31.5

-

34.8

-

31.7

-

35.8

-

36.6

-

36.5

-

37.4

-

39.4

-

40.7

-

한국

29.3

29.4

28.7

28.7

28.0

28.8

31.2

32.3

31.0

32.1

31.7

33.0

32.3

33.0

33.9

36.0

35.4

37.4

자료: IMF(2014a: 71 & 79).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Eskesen, 2009: 원윤희, 2009; 김성태,
2012). 그러나 모든 국제경제기구들과 국가들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에 합의하지는 않았다(Bénétrix and Lane, 2010). <표 2>에서 보이
듯이, 이미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과 그리스는 물론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급속히 악화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들
에게 재정 삭감을 권고하였다(OECD, 2010a, 2010b; Price, 2010).
팽창적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는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난 201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2010년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긴축정책은 경기회복이 완벽하게 확인된 후 도입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지만, 재정수지건전화법을 제정한 독일과 긴급예산안을 긴축으로
선회한 영국은 예산적자의 축소를 통한 국가부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
진하였다(Bornhorst et al., 2010).
2010년에 가속화된 유럽재정위기 속에서 재정 팽창이 국가부채에 중장기

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부채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Economist, 2010). 당시 비금융 기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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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정수지(% of GDP)

06

07

08

09

10

11

12

13

14

미국

-2.4

-3.2

-7.0

-13.5

-11.3

-9.9

-8.6

-5.8

-5.5

영국

-2.8

-2.9

-5.0

-11.3

-10.0

-7.8

-8.0

-5.8

-5.3

독일

-1.7

0.2

-0.1

-3.1

-4.2

-0.8

0.1

0.2

0.3

프랑스

-2.3

-2.5

-3.

-7.2

-6.8

-5.1

-4.9

-4.2

-4.4

이탈리아

-3.4

-1.6

-2.7

-5.4

-4.4

-3.6

-2.9

-3.0

-3.0

스페인

2.4

2.0

-4.5

-11.1

-9.6

-9.6

-10.6

-7.1

-5.7

포르투갈

-3.8

-3.2

-3.7

-10.2

-9.9

-4.3

-6.5

-5.0

-4.0

그리스

-6.2

-6.8

-9.9

-15.6

-11.0

-9.6

-6.4

-3.2

-2.7

일본

-3.7

-2.1

-4.1

-10.4

-9.3

-9.8

-8.7

-8.2

-7.1

중국

-1.1

0.1

0.0

-1.8

-1.2

0.6

0.2

-0.9

-1.0

한국

1.1

2.2

1.5

0.0

1.5

1.7

1.6

0.7

0.3

자료: IMF(2014a: 65 & 73).

및 가계 부채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논의의 초점은 국가부채에 두어졌
다(Dobbs et al., 2015).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 직후 과감한 재정부
양책을 실시했던 미국, 영국, 일본은 GDP 대비 재정수지가 -10%에 달할 정
도로 악화되었다. 이 문제의 정치적 심각성은 2011년 7월 스탠다드 푸어스
가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IMF는 2011년부터 팽창정책에 태도가 적극적에서 소극적
으로 변화하였다(Ban, 2015: 7;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2014:
8-12). 즉 IMF의 강조점은 2008~9년도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 부양책

을 통한 경기 진작보다는 점진적인 재정 건실화로 이전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IMF의 정책전환은 완전하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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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MF 정책협의 사례: 미국, 영국, 일본, 그리스
1. 미국
1969년 마지막 재정흑자를 기록한 이후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시달려왔다. ｢균형예산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제정 후 증세를 통해 1998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 클린턴 대통령의 업적은
이런 맥락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은 테러와의 전쟁 및 부자 감세를 통해 2002년부터 다시 미국을 재정적자국
으로 반전시켰다. 2007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재정부양책 ― 1,245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부양법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7,872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of 2009), 8,578억 달러
규모의 ‘조세 감면, 실업보험 권한 재부여 및 일자리 창출 법안(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2009년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전후 최고수준인 10%를 넘어섰다. 그 결과
2007년 36%였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가 2009년에 거의 두 배인 68%

에 도달하게 되었다(Chinn and Frieden, 2011; Saturno and Lynch, 2011).
팽창재정이 재정적자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공화당은 ‘법정연방부
채한도(statutory limit on federal debt)’ ― 또는 ‘국가부채한도(debt limit /
ceiling)’ ― 를 인상하려는 재무부의 요청에 반대하였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2월 공화당과 함께 국가재정개혁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를 출범시켰다. 이런 노력

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부터 재무부가 또 다시 부채 한도의 인상을 요구
하자 공화당은 협조를 거절하였다. 이에 재무부는 5월 16일~8월 2일을 부
채발행 중단기간(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으로 정하는 비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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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였다. 국채 원리금 상환이 수일간 지연되는 기술적 디폴트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8월 2일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대가로 공화당이 요구
한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을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 드러난 정책
혼란은 스탠다드 푸어스(Standard & Poor’s)가 2011년 8월 5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최고등급(AAA)에서 한 단계 하향(AA+) 조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정적자를 비판한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재정 절벽(fiscal cliff)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문제 해결방안으로 감세를 주장한 공화당과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이
계속 대립함으로써 2013년 3월부터 예산관리법에 따라 연간 1100억 달러씩
10년간 총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자동감축(sequester)이 시작되었다
(Austin and Levit, 2013).

미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IMF의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고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IMF의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최대주주인 미국의
국내 문제를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IMF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Weiss,
2013). 이 때문에 IMF는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정책협의보

다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완곡하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왔다
(Mühleisen and Towe, 2004).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IMF는 미국의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
을 표명하고 있다. 긴축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비당파적인 미국 의회조사국(Gravelle and Hungerford, 2013)과 유
사하게, IMF도 전반적으로 팽창정책에 우호적인 평가를 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부채한도 인상 협상 결과에 대해서 크리스틴 라가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경기회복의 허약성 때문에 계획된 지출 축소는 성장을 약

화시키지 않게 처음부터 과도하게 전력투구하지 말고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IMF, 2011a). 또한 2012년 4월에 그녀는
“세계적이고 무차별적인 긴축을 향한 쇄도는 결국 자멸적인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 낮은 비용을 차입을 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는 너무 빨리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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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IMF, 2012a). 2013년 1월 재정절벽 논쟁에
대해서 IMF 대외관계 담당 이사 제리 라이스(Gerry Rice)는 “신속하게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표하였다(IMF, 2013d).
더 나아가 IMF는 2013년 정책협의에서 재정지출 자동삭감의 문제점을 명
확하게 경고하였다. “2013년 재정적자 삭감은 지나치게 급속하며 잘못 설계
되어 있다. 특히 자동 지출 삭감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줄일 뿐 아니라 교육,
과학 및 사회간접자본 지출에 대한 무차별적 삭감은 만약 오래 끌 경우 중기
적 성장 잠재력도 줄일 수 있다”(IMF, 2013f: 28).

2.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1965년 이후 균형 재
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고, 1970년대에는 세수 부족과 석유위기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 균형재정에 다시 복귀하는데 성공
하였다(Asako et al., 1991).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지속적
인 세수부족과 추경예산 그리고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대
로 재정적자가 다시 급증하여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인 200%를 넘어서게 되었다. 재정적자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거와
외압(특히 미국으로부터)이라는 정치적 요인, 대장성의 문제라는 제도적 요
인, 주식시장이라는 경제적 원인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Patterson
and Beason, 2001; Wright, 2002; Fukuda and Yamada, 2011)

유럽의 PIGS 국가들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 재정
위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면서, 그 비율이 두 배를 훌쩍 넘는 일본도 더 이
상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Doi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팽창정책을 계속 지지해
왔다. 물론 위기 직후에는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책공조의 차원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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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
의 순부채는 총부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총부채의 92%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
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World Bank, 2015: 16; Dobbs et
al., 2015: 34).

더 나아가 IMF는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安倍 晋三)가 제시
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Nishiyama, 2013). 물론
IMF가 아베노믹스(Government of Japan, 2013a)의 ‘세 가지 화살들’ ― 적

극적 통화정책(양적 완화), 유연한 재정정책(추가 부양책) 및 구조개혁 (민간
투자를 진작하는 투자전략) ―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는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부양책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하여 재정적
자 감축 계획을 공표하였다(Government of Japan, 2013b). 또한 IMF는 구
조개혁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고 있지 않다.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베정부가 농업 부문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에 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구조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데 있다(Abe, 2013; Kitaoka, 2013).
또한 IMF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인식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은 아베노믹스가 약한 엔화를 통한 수출증대
라는 근린궁핍화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Wu, 2013; Li, 2013). 그 근
거는 이 정책의 결과로서 2013년 상반기 동안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 대
비 약 30% 정도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에 있다(Gruenwald, 2013). IMF도
2013년 일본 정부와 정책협의에서 엔화가 약 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IMF, 2013: 7). 또한 IMF는 10% 정도의 엔화 평가절하
가 경쟁 국가들(특히, 중국, 독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IMF, 2013e: 10).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IMF가 아베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
유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침체를 극복하는데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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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양적 완화의 결과로 파생된 환
율문제에 대해서 IMF는 아베노믹스의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IMF 수석부총재인 데이비드 립톤은 “최근
환율의 대폭 평가절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과감하게 탈출하려는 일본은행의
결정적 그리고 환영할만한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Lipton, 2013). 즉 평가절하의 단기적 부작용보다 일본의 경기회복이 세
계경제 전체에 주는 장기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엔화 평가절하가 다
른 국가들의 경제력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는 일본의 고성장 및 자본유입의
결과로 교역국의 저금리 및 일본 국가위험의 하락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 효
과에 의해 상쇄된다. … 엔화 평가가 인접국들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최종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수입의 상당한 증대에 의해 완화된다. 더 나아가
일본 국내 최종 수요와 총 수출의 상당한 부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된다”(IMF, 2013e: 10).

3. 영국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준칙
(Code for Fiscal Stability)’을 제정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를 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2007년 세계경제위기의 중심에서 대형 금융기관들
을 국유화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노동당 정부는 10년 동안 고수
했던 준칙을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Wren-Lewis,
2013).
2010년 5월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권은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

를 통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취임 직후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향후 5년 내 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Sawyer, 2011, 2012; King et al., 2012). 이러한 긴축재정이 경기회복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예산삭감을 위해 오스본 장관은
정부 부처를 구조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시 IMF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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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조치들을 지지하였다. 2011년 초반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긴축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때도 IMF는 공식적으로 지
지의사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은 국제무대에서 긴축정책의 모
범생으로 간주되었다(Thomson and Hannon, 2013).
그러나 IMF의 연구보고서는 IMF의 공식적 의견과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었다. 영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버 블랑샤는 2010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서
문에서 긴축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
하였다. “중요한 것은 재정 부양책을 지금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부
채 안정화 ― 궁극적으로 부채 축소 ― 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다”(IMF, 2010c: xiii).
국가부채 해결방안의 역사적 사례를 비교한 2012년 10월 세계경제전망 3
장도 영국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IMF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긴축정책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제시함

으로써, 오스본 장관의 긴축정책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영국에
서 대규모 흑자를 달성하고 유지했던 상당한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
공부채비율은 낮아지지 않았다. … 긴축적 재정 및 통화정책 조합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채문제를 악화시켰다”(IMF, 2012b: 122-3).
2013년 1월 블랑샤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영국 정부의 정책전환을 공

개적으로 요구하였다(BBC, 2013). 2월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하향조정하였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

되면서 영국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IMF의 비판은 더 강화되었다. 2013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블랑샤는 오스본의 긴축정책을 ‘불장난’에 비유하기도

하였다(Conway, 2013a). 오스본 장관이 그 주장을 ‘하나의 견해’로 폄하하
자, IMF 부총재 데이비드 립톤(David Lipton)이 직접 나서 영국의 경기부진
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Aldrick, 2013). IMF와 영국 정부의 입장 차이는
2013년 5월 정책협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IMF는 긴축정책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평가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와 함
께 긴축정책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정책전환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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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IMF, 2013c, 2013g).
영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은 IMF의 태도 변화에 있다. 2010년 긴축정책을
시작할 때 IMF의 지지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했던 오스본 장관은
2012년 이후 IMF의 영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에는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IMF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위해 영국
사례를 핑계로 미국 공화당의 긴축정책을 비판한다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Parker and Giles, 2013). 영국의 경기침체가 회복의 기미를 보
이지 않는 상황에도 영국 정부는 IMF의 압력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 IMF
집행부와 이사회의 의견 차이는 영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Conway,
2013b). 실제로 2013년 7월 IMF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이사들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이] 재정건실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IMF, 2013c).
일시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는 계
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태도는 유로존 때문에 재
정정책에 제한을 받는 국가들과 대비되었다. 영국은 유로에 가입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과 다른 독자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IMF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이
독일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Wolf,
2014; Mitchell, 2013)

4. 그리스
2001년 유로존의 12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그리스는 독일에 버금가는 국가

신용등급을 누려왔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조건이 충
족했으며 EU와 ECB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 건실한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이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 드러났듯이 그리스를 포함한 일
부 국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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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편법을 사용하였다(Alt et al., 2014). 2001년 가입 당시 그리스 정부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주선한 통화스왑을 통해 차입을 거래로 속임으
로써 재정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보이도록 만들었다(Story et al., 2010).
유로 가입 후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국가신용등급의 향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가계도 이전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부채에 중독되었다(Arghyrou and
Tsoukalas, 2011; Gibson et al., 2012).
2009년 금융위기 이후 IM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중앙은행(ECB)과 공동으로 그리스에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Stand-By Arrangement]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자 IMF는 2012년 3월 유로존 국가들과 함께 1,730유로의 구제금융
[Extended Fund Facility]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규모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전반까지 경기가 더욱 침체하고, 재정
건전화 및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Featherstone,
2011; Rogers and Vasilopoulou, 2012; Ardagna and Caselli, 2014).

이에 2012년 11월 IM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그
리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IMF와 유럽연합의 정책
차이가 명시적으로 노출되었다. IMF는 그리스가 GDP 대비 국가부채를
2020년까지 12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2022년까

지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였다. 시한의 문제는 그리스 재
정위기의 해결 방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EU안에 따르면 그리스
문제는 구제금융과 이자율 인하만으로 해결 가능한 반면, IMF안에 맞추기
위해서는 채무 탕감조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EU가 채무 탕감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리스의 주요 채무자들인 유럽 ― 그 중에서도 독일 ― 금융기관들이
채무 탕감조치로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Spiegel and Chaffin, 2012).
이런 배경에서 IMF는 2013년 6월 그리스 정부와 정책협의에서 기존 정책
권고안의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지적하였다. IMF가 인정한 실패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1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기준 거시경제 전망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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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이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IMF, 2013a: 33). 둘째는 그리스가 속해
있는 유럽통화동맹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로존 국
가들의 지원을 처음부터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프로
그램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실적을 보여줄 경우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궁
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프로그램 설계에서 고려될 수 없었
다”(IMF, 2013a: 33). 결국 IMF의 자기비판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 구제금
융의 실패 책임이 IMF뿐만 아니라 구제금융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EU 및
ECB에도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데 있다.
IMF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인정한 적이 거의 없

다는 점에서 그리스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MF가 실
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실수를 인정할
경우 국제기구로서 권위와 정통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IMF는 연구부서에 있는 경제학자들을 활용하여 IMF의 정책의 이론적 및 실

증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또한 IMF는 채권자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채무국이 IMF의 정책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데에는 숨겨진 정치적 의
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MF는 그리스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
서 그리스에 대한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유로존의 채권국들 ― 특히 독일 ―
을 암묵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리스] 은행들은 자금사정이 호전되자 ECB에
서 지원받을 자금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신용경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신용경색의 지속은 프로그램에 합의했을 때 예상했던 공공부문 지원에 필요
한 추가 재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던 작년 [2012년] 12월 유로 그룹의 결
정을 반영한 것이다”(IMF, 2013b: 7).
이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IMF의 EC 및 ECB 비판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Higgins, 2013).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정부가 그리스의 채무탕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IMF는 2013년

60

이왕휘

7월 말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IMF의

유럽 편향을 비판해온 신흥경제대국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IMF 집
행이사회에서 모국인 브라질과 그 외 10개국을 대표하는 파울로 바티스타
(Paulo Nogueira Batista)는 그리스에 대한 17억 2천만 유로의 구제금융
[EEF] 투표에 기권하였다(Alderman, 2013). 바티스타가 대표하는 의결권이

전체의 2.61%에 불과했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귀도 만테가(Guido
Mantega) 브라질 재무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에게 브라질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바스티타를 본국으로 송환하였지만, 결국 바
스티타를 교체하지 않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였다(Politi, 2013).

V. 맺음말
이 글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IMF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회원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IMF의 재정정책 기
조는 위기 이후 적어도 두 차례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위기 전 긴축을 선호했던 IMF가 위기 직후 팽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다. 두 번째 변화는 2010년 유럽재정위기 발발 이후 재정부양책이 재정건전
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IMF는 정책기조를 다
시 긴축 쪽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러한 두 차례 정책 전환을 볼 때, IMF가
워싱턴 합의로부터 탈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IMF의 정책 전환에 대한 다양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IMF의 정책전환은

균등하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G-20의 상호 확인
절차와 같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네 국가들 중에서 미국 정부만이 팽
창정책을 어느 정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
적자의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재정 부양책의 규모가 경기
회복에 충분할만큼 크지 못했다. 일본 역시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봉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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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팽창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입한 소비세 인상과 같은 조치는 팽창 정책의 실효성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년 정권 교체 후 팽창에서
긴축으로 급격하게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IMF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긴축정책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수당 정부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로존 회원국
으로서 긴축을 찬성하는 EU 및 ECB의 영향력 하에서 놓여 있다. IMF는 그
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구제금융에 동참한 EU 및 ECB를 비판하였다.
국제정치경제적 차원에서 IMF의 정책전환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먼저 IMF는 재정정책에 대한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긴축정책을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모두 회원국에 획일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독일이 IMF의 정책전환을 비판
하면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발도상국들이 IMF에 대해 더 많은 정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IMF의 권위 약화
는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이 가진 기득권
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Broome, 2010).
더 나아가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 방법과 속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재정적자를 우려해 긴축재정을 추진
하는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군사비 지출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Cornish and Dorman, 2011; Ritchie, 2011;
O'Donnell, 2011). 또한 재정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의된 자

동 지출삭감방안은 미국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고 있다
(O’Hanlon, 2010; Altman and Haass, 2010; Sharp, 2012; Coggan and
Promises, 2013; Anthoniades, 2013).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 미국과 영국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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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th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which has been the
dominant discourse or legitimate interpretation of economic policy since the 1980s.
Recently the IMF and World Bank - both of which has disciplined the global
financial and monetary order - are rethinking their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policy in a radical way. This policy shift has a negative impact on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the Consensu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scussion of post-crisis coordination is fiscal policy.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crisis, the IMF has recommended its members Keynesian
fiscal stimulus rather than austerity. Considering its nickname (‘It’s Mostly Fiscal’),
this is a significant breakaway from the pre-crisis policy stanc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most G-20 countries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boost economic
growth. At the Toronto summit in 2010 when many countries started to recover from
the crisis, the near-consensus over fiscal stimulus was challenged. The US, Japan,
and the IMF urged to maintain the policy until full recovery, while the UK and
Germany wanted to return to austerity to reduce fiscal deficits. The profound
disagreements among major economies imply that IMF's policy shift is neither
complete nor irreversible at least for the time being and that the IMF’s post-crisis
coordination role is so far not entirely successful.
Keywords: IMF, Keynesianism, Fiscal Stimulus, Austerity,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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