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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국제경제통상동향 (2020. 7.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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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팬데믹 시국에서의 경제 불확실성
2020년 7월 24일(금) 발행: VOX

통계 모델을 통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은 COVID-19 위기와 같이 매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좀 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본 글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여러
전망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COVID-19

시국

전후로

비교하였다. 모든 요소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급증을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경제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 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https://voxeu.org/article/economic-uncertainty-wake-covid-19-pandemic



수요 대 공급: COVID-19 팬데믹 시국에서의 가격 조정
2020년 7월 27일(월) 발행: VOX

COVID-19 시국의 시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가격과 COVID-19로 인해 변화된 가격들을 조사하고, 특히 독일 경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변화 모두 가격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특히
수요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https://voxeu.org/article/demand-versus-supply-price-adjustment-during-covid-19-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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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및 대응 관련 자료


신흥시장 국가들을 위한 IMF의 팬데믹 지원 기능
2020년 7월 발행: PIIE

IMF는 COVID-19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서 현재 신흥시장 국가들이 겪고 있는
팬데믹 관련 재정 및 경상수지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IMF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좀
더 완화된 상환 기간과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IMF의 팬데믹 지원
기능을 통하여 인도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국가들의 적절한 팬데믹
대응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https://www.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possible-imf-pandemic-support-facility-emerging-marketcountries



COVID-19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응
2020년 7월 21 (화) 발행: CSIS

현재 IMF, 세계은행, 지역 개발은행들과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은 COVID-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전략 및 대응방안들을 수립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27일 이래로 동 금융기관들이 지급을 승인한 금액이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승인된 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889억
달러를 지급하였다. 최근 6월 23일 개정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발효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더 많은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s://www.csis.org/analysis/tracking-international-financial-institutions-covid-19-response

3) 법률적 검토 자료


COVID-19: 프랑스의 안보 및 공공 보건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2020년 7월 24일(금) 발행: White & Case

2020년

4월

1일

개정발효된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통제규칙은

새로운

전략산업부문을 포괄하고 중요 개념들을 명확히 하며, 투자자들을 위해 좀 더
투명한 검토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근거하여 최근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COVID-19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서 두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통제
대상인 ‘민감한 활동’의 범위에 바이오기술 관련 R&D 활동을 포함시켰다. 둘째, EU
역외 투자의 검토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원문: https://www.whitecase.com/publications/covid-19-acquisition-more-10-voting-rights-non-eueea-foreigninvestors-french-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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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특별구제법에 따른 책임 보호
2020년 7월 27일(월) 발행: Skadden

미국 존 코닌 상원의원이 제안한 SAFE TO WORK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에는 상품 관련 책임 보호와 고용 관련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Skadden에서는 동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원문: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20/07/liability-protections-in-coronavirus-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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