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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과 G20 : 상호 보완적 관계를 향하여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런던 G20 정상회의 : 신흥경제국의 관점에서 

≪The G8: Complementing the G20 ≫, in ≪ G8 2009 : From La Maddalena to L’Aquila ≫ 

G8 Research Group und Newsdesk Communications, 2009. PDF available here: 

http://www.g8.utoronto.ca/scholar/g8-2009.pdf. 

작금의 세계 금융경제위기가 그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례없는 전지구적 공조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G7/8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G20의 회원국 정상들은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그리고 금년 4월 런던에서 각각 회동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G20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권력 이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의 권력균형 이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 세계가 이를 

워싱턴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워싱턴 정상회의는 특히 신흥 경제국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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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어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경제위기시에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경제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G20 정상들은 주로 이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1조불 가량의 

재원을 국제금융기관에 추가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재정 지원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을 위해 주로 사용될 

것이며, 동시에 전세계적 수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또한 보호주의 조치를 

“동결”하고 “원상회복”키로 합의하였다. 보호주의 동결 및 

원상회복 합의 그 자체만으로도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런던 정상회의 합의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는 데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G20 정상들이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의 필요와 관심사에 대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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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노력은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부 비평가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직후에 

세계무역기구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G20 중 무려 

17개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였노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혹자는 보호주의 “동결” 및 

“원상회복”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자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다. 

세계무역기구가 지적하였듯이, 바로 런던 정상회의 합의 덕분에 

G20 중 그 어느 국가도 세계무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런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G20 국가들은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주의에 의존하려는 국내정치적 

압박에 맞설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작금과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상황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또한 극심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7/8과 G20간의 협력 

 

혹자는 이 시점에서 G20가 비공식적인 세계운영위원회로 

기능해온 G7/8를 대체하는 것인지 자문할 것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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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G20가 G7/8을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만약 양자 간에 건설적인 업무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진정한 도전과제는 G7/8과 G20이 어떻게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양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최선책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G7/8 정상들은 기타 

G20 정상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 

다가오는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 G7/8 정상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G7/8과 G20간에 협력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2009 라퀼라 G8 정상회의 

 

라퀼라 G8 정상회의는 G8 회원국이 아닌 G20 회원국 대다수가 

하일리겐담 프로세스와 기후변화주요국포럼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인 바, G7/8과 G20간 협력체계 모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퀼라에서 G8 회원국과 비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논의할 

의제들로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무역 등이 있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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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식량안보, 무역 등의 이슈들은 모든 G20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하지 않는 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작금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통해 우리가 목도하였듯이, 

전세계적인 상호의존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그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는 이웃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국가의 문제들마저도 거의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G7/8과 G20가 지구촌 공동체를 대신하여 리더쉽을 발휘, 

전지구적인 안정과 번영의 지속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