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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국제경제통상동향 (2020. 7.15~7.2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는 최근 COVI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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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일본의 경제구조 개혁 촉진 가능
2020년 7월 15일(수) 발행: PIIE

지난 몇 년 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아베 총리의 금융과 재정 정책 등은 정체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른바

‘세번째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의 구조 개혁 목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최근
COVID-19 사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의료서비스, 전자 정부 등과 연계된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이것이 일본 경제구조 개혁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한 경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coronavirus-crisis-may-accelerate-japansstructural-reform



COVID-19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급감
2020년 7월 16일(목) 발행: AEI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중국의 2020년 상반기 건설과 투자
경기는 크게 위축되었다. 동시에 중국 자본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그야말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크게
감소했고, 중국으로의 수출규제 이행 미비로 기술 유출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미국의 대미 증권투자는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적절하게 감독 되지 않고 있어 기술
탈취, 인권 침해 등 염려가 남아있다.
원문: https://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chinas-global-investment-vanishes-under-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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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경제 위기 대응: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장들의 전망
2020년 7월 17일(금) 발행: Brookings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들의 전망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전례 없는 형국이며, 따라서 그 회복에 대한 전망 또한 매우 어렵다. 팬데믹의 진행
상황 자체가 회복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위기에 있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서서히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제한들을 고려하여 주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20/07/17/former-fed-chairs-bernanke-and-yellen-testified-oncovid-19-and-response-to-economic-crisis/

2) 전망 및 대응 관련 자료


COVID-19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 개방 필요
2020년 7월 13일(월) 발행: WTO

UN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WTO 사무국은 “UN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재정 및 통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WTO는 “COVID-19 위기 속에서 무역을 개방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투자 유인을 이끌어 내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WTO는 국가들이 WTO협정에 합치되는 정당한
무역 관련 정책을 도모하고, 긴급조치들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WTO 스스로가 국가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문: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sdgs_13jul20_e.htm



포스트 COVID-19에서의 투자진흥기관과 “뉴노멀”
2020년 7월 발행: UNCTAD

현재 COVID-19 위기로 인해 투자진흥기관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중간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최근 투자진흥기관들은 COVID-19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국가별 디지털 기반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현존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외에도 향후 보건, 식량, 농업, 기술관련 등 신흥
분야들에 대한 신규 투자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원문: https://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aepcbinf2020d5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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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검토 자료


COVID-19 위기에서의 대체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2020년 7월 17일(금) 발행: Burges Salmon LLP

COVID-19로 인해 일반적인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고 법원 행정이 지연되는
만큼,

중재,

협력관행(collaborative

law),

금융분쟁조정제도

등

대체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이혼이나 금융 구제 조치 등에 있어서 ADR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포스트 COVID-19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https://www.burges-salmon.com/news-and-insight/legal-updates/private-wealth/alternative-disputeresolution-benefits-and-use-during-and-after-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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