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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국제경제통상동향 (2020. 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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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 보고서: COVID-19와 관광업
2020년 7월 발행: UNCTAD

2020년도 1분기에는 COVID-19로 인해 전 세계 관광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관광 부문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관광 부문의 고용, 정부의 세수, 외환
소득의 원천이 되어 왔으나, 관광업의 붕괴로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GDP 하락과
실업률 증가를 겪고 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실업률은 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에서는 65개 국가 및 지역에서의 COVID19로 인한 관광업의 피해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각 국의 적절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 https://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tcinf2020d3_en.pdf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업 파산
2020년 7월 6일(월) 발행: Brookings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의 파산 위기 또한 매우
높아졌다. 다행히 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파산 비율이 낮고
파산 관련 과세 수준도 높지 않지만, 향후 파산 기업이 크게 증가할 우려도 남아
있다. COVID-19 시국에서 일시적인 지불상환정지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담만 완화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원활한 파산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시장과 연계된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 https://www.brookings.edu/research/bankruptcy-and-the-coronavirus-par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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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글로벌 무역금융 격차 악화
2020년 7월 6일(월) 발행: World Economic Forum

COVID-19의 피해는 특히 최빈국들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나 국제무역체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무역금융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의

문제는

팬데믹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무역금융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들 중 50% 이하만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여러 지역개발은행들은 즉각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도모하고 있지만, 나아가
국제 사회 전체가 최빈국에 대한 국제무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7/covid-19-is-exacerbating-the-global-trade-finance-gap-wemust-tackle-it-now/

2) 전망 및 대응 관련 자료


G20의 COVID-19에 대한 재정적 대응 현황 (2020년 6월 기준)
2020년 7월 2일(목) 발행: CSIS

COVID-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은 5조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G20 국가들 전체 GDP의 7.4%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향후 11%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G20내 신흥시장들의 경우 적정
수준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20의 대출담보체제 또한 3조 달러 이상의
규모에 달하지만 주로 유럽의 경제대국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원문: https://www.csis.org/analysis/breaking-down-g20-covid-19-fiscal-response-june-2020-update



미국과 프랑스의 COVID-19 위기 대응 비교
2020년 6월 발행: PIIE

미국은 COVID-19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급여 보호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GD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의 정책보다 2배나
많은 규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의 실업률 증가 수준은
미국보다 5배나 적은 편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프랑스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정부지원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원문: https://www.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when-more-delivers-less-comparing-us-and-french-covid19-crisis-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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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검토 자료


벨기에, COVID-19 관련 일회성 손실 이연 (loss carry-back) 제도 도입
2020년 7월 2일(목) 발행: Baker Mckenzie

벨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COVID-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일회성 손실 이연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2020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벨기에 법인 납세자
및 개별 사업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가 법인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원문: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belgium-covid-19-tax-alert-belgian-law-introducing-loss-

carry-back-regime-published-in-the-official-journal



미국 환경보호청(EPA), COVID-19로 인해 완화된 환경규제 이행규정 종료
2020년 7월 2일(목) 발행: Nexsen Pruet

2020년 6월 2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했던 COVID-19 집행정책이 2020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상기 집행정책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자리 감소 등 여러 경제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좀 더 완화된
환경규제 이행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환경규제 이행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 https://www.nexsenpruet.com/insights/epa-to-terminate-temporary-covid-19-enforcement-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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