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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국제경제통상동향 (2020. 6.23~6.30)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의 전세계적 확산과 관련한 국제경제
통상동향에 대해

국내외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여러분들과

수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연구위원(nyhur@leeko.com)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필요하신 경우 동 자료를 외부
고객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박 태 호 드림

1) 경제적 영향 관련 자료


COVID-19 대응 정부 지원이 기업에 미친 영향
2020년 6월 28일(일) 발행: VOX

각 국 정부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한 편,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게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록 상당
수 기업들이 COVID-19로 인한 수익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들로 인해 파산을 면하고 일정 수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https://voxeu.org/article/impact-government-aid-firms-covid-19-pandemic



공급 v. 수요: COVID-19 경기침체 속에서의 실업률과 물가상승
2020년 6월 29일(월) 발행: VOX

COVID-19로 인해 공급과 수요에 매우 크고 복합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그
충격이 공급사슬을 통해 확산되면서 각 산업분야에서 수요제약 또는 공급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급격한 공급 감소와 관련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7%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6%에

달하는

실업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자극 정책은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s://voxeu.org/article/assessing-keynesian-spillovers-covid-19-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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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및 대응 관련 자료


OECD: COVID-19 위기가 개발금융에 미치는 영향
2020년 6월 24일(수) 발행: OECD

COVID-19에 대한 대책 마련에 국내외 자금지원이 집중되면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가 크게 위축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 838조원에 달하는 외부
금융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또 다른 팬데믹,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마련의 기회를 축소시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발금융을 지원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강하게
요구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문: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he-impact-of-the-coronavirus-covid-19-crisis-ondevelopment-finance-9de00b3b/



COVID-19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2020년 6월 25일(목) 발행: CSIS

COVID-19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기구들은 1월 이래 약 140조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
이 중 81조원 정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금융안전망의 경우는
아랍통화기금을 제외하면 팬데믹 대응에 필요한 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다자개발은행들 역시 지원에 동참했으나, 아직까지 주요 피해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문: https://www.csis.org/analysis/covid-19-and-global-financial-safety-net



COVID-19 팬데믹 관련 글로벌 거시경제 시나리오
2020년 6월 25일(목) 발행: Brookings

그동안 각국은 COVID-19을 억제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등에 대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팬데믹의 성격을 고려해 봉쇄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적응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원문: https://www.brookings.edu/research/global-macroeconomic-scenarios-of-the-covid-19-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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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검토 자료


영국에서의 COVID-19 계약 분쟁 가이드
2020년 6월 24일(수) 발행: Herbert Smith Freehills LLP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계약 이행 연기 및 일방적 취소 등 여러 법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Herbert Smith Freehills에서는 특히 영국에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과연 이러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

COVID-19

상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원문:

https://www.herbertsmithfreehills.com/latest-thinking/pressure-points-our-new-publication-covid-19-

contract-disputes-g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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