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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국제경제통상동향 (2020. 7.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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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 COVID-19로 인한 실업 위기, 대응이 시급
2020년 7월 7일(화) 발행: OECD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2020년 2월 5.2%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례없이 급격히
증가하여 4월에는 8.5%에 달했다. 다행히 5월에는 다소 완화되어 8.4%에 그쳤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내 실업 인구는 5,45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실업 위기는
일시적인 고용 감소가 영구적인 해고로 이어지면서 극심해지고 있으며, 팬데믹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로 퍼지고 있다. 2020년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적인 시나리오에 따를지라도 4분기에는 OECD 내 실업률이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공황 당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원문: http://www.oecd.org/employment-outlook/2020/



COVID-19위기가 무역에 미친 영향: 동아프리카의 실제 사례
2020년 7월 9일(목) 발행: Brookings

동 보고서에서는 2020년 5월 케냐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COVID-19 위기가
동아프리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에 대한 우려와는 모순되게도 케냐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무역 적자 감소와
함께 상당한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COVID-19 위기로 인해 케냐 무역에 발생한
충격은 상당해 보였지만, 분기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예상보다 적었으며 수출 실적이
2019년에 비하여 월등히 향상된 반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원문: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he-impact-of-the-covid-19-crisis-on-trade-recent-evidence-fromeast-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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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및 대응 관련 자료


다음 과제로 떠오른 COVID-19 백신의 공정한 공급
2020년 7월 9일(목) 발행: CSIS

COVID-19의 확산세가 무서운 가운데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찾아내고,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이전의 경제적, 사회적 일상을 찾기 위한 가장
큰 희망일 것이다. 백신 연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개도국에서는 COVID-19 확진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민이다.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원문: https://www.csis.org/analysis/advancing-research-and-planning-equitable-distribution-covid-19-vaccine



전례 없는 COVID-19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 대응이 필요
2020년 7월 10일(금) 발행: Brookings

2019년 말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5만명
이상이고 감염자 수는 1,200만명을 넘어섰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과
경제분야 가릴 것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의료 체계가 취약하고
경제적 내구성이 강하지 않은 개도국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건 위기 및 경제적 타격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정책의 정교함과 투명성 제고, 피해
상황 개선 이후에 대한 준비, 국제공조 체제의 강화 등 전례 없던 창의적인 정책
대응이 절필하다.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future-development/2020/07/10/unprecedented-damage-by-covid-19-

requires-an-unprecedented-policy-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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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검토 자료


싱가포르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구체 조치
2020년 7월10일(금) 발행: Oon & Bazul LLP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호조치들을 시행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조치를 도입하였다. COVID Act1에 따르면, COVID-19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그 책임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며, 파산과 기업 해산의
재정적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고, 파산 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기시켜주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COVID Act 2는 임차료에 대한 의무를 완화해주고, 대출 이자
납부 지연시 연체료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임대 부동산에서 신속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의 책임 또한 완화해주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원문: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80c80e2-3805-4eaf-8c9b-2f0d6b0a58f3



전 세계 국가들의 COVID-19 대응 재정 지원 조치 현황
2020년 7월10일(금) 발행: White & Case

COVID-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재정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지원조치 적용대상의 기준,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여부,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White
& Case에서는 다음 국가들에서의 조치들을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미국, 영국, 체코,
중국,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원문: https://www.whitecase.com/publications/alert/covid-19-global-government-financial-assistance-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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