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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통상의 경제적 충격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다 향후 경제주체의 행

다음과 같다. 글로벌 교역체제의 재편 방향과 관련해서 다수의 견해는 GVC가 코로나19 충격의

태변화, 국제교역 재편 등에 따라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

전달·증폭 경로로 작용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자국 공급망 강화, 무역 블록

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 및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기회복 속도 및 이에 따

화 등을 통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GVC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

른 정책대응, 봉쇄조치, 통화 및 재정 정책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슈와 글로벌 교역체제, 불

무역에 기반한 국제 협업구조는 금번 코로나19와 무관한 점, GVC가 충격이 발생하고 일정시간

평등 완화 정책, 저생산성 등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과 후 공급망이 정상 수준으로 작동되는 복원력(resilience)과 충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

먼저 코로나19 관련 정책이슈의 논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에는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예측이 우세했으나, 최근 들어 근원적인 의료적 해결책 마련 장기화

급처 다변화 등을 통해 생산이 유지되는 강건성(robustness)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GVC
위축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조짐 등으로 U자형 혹은 L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었다. 이처럼 경기회복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보장 강화정

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경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해 실행 중인

책 추진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

유동성 지원, 지급능력 보전 등의 정책을 추가·연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봉쇄조치 완화 필요

나 사회보장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구직활동 유인 저하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

성도 제기되었다. 봉쇄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의학적 편익을 고려하여 실시되었으나, 봉

이 있으며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쇄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적정 봉쇄조치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있어 이의 도입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불평등 심

이에 대해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봉쇄정책을 전염병 확산과 경기와의 내생성, 외부성 등이 반영된

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불평등 완화 정책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재원을

경제문제로 인식할(not mutually exclusive)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한계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용과 의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봉쇄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자본
축적이 둔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수준을 지속해온 생산성이 팬데믹 종료 이후 성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 네크워크 보전 과정에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이 향후

장세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부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이 본연의

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데다 향후 무형자산 집약적 자본구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증대된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조 중심의 생산이 확산될 것인 만큼 팬데믹 종료 이후 생산성이 받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

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생산성은 자본의 규모뿐만 아니라 측정되기 어려운 요소

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반박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적

(Solow’s residual)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개선,

극적 금리인하 조치로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된 가운데 향후 경기회복 촉진 및 인플레이션율 목표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등과 같이 팬데믹 이후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한 적

수준 복귀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곡선 관리 등의 신규 통화정책수단

절한 대응을 통해 특별한 투입요소 증가 없이 향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의견도 제기되었다.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에 따른 정부부채 누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러한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상황, 정책대안 관련 논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채무부담에 대한 우려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및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재

가 크지 않다는 주장과 현 상황에서는 아직 긴축재정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이 제기

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나 보건·경제상황에 대한

되고 있다. 한편, 미래 조세부담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화폐재원(money-financed) 재정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 정책 추가·연장 필요 여부도 계속 점검

출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지출의 기여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역정책과 경제정책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

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 방식은 통화정책이 재정적자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고착시

실을 고려하여 방역·경제정책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

킬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시되었다.

서 팬데믹 종료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통화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이슈의 주요 논의 내용은

정책 여건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신운 경제연구원장, 김석원 부원장, 배병호 거시경제연구실장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이병호·이솔빈 조사역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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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그러나 백신개발 지연, 봉쇄조치 해제 등으
로 전염병 확산세가 둔화되지 않는 가운데 팬

코로나19 팬데믹 선언(3.11일) 이후 주요국

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이

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제기되면서 추가적 정책대응 필요성이 증대되

이동제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

고 있다. 특히 국내외 공급망을 통한 충격 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

파가 증폭된 가운데, 전염병 확산에 따른 불확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전례없는

실성 지속 등으로 향후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대규모 정책대응을 추진하면서 경기침체 정도

및 뉴노멀 도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른 정책대안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의 영

〈그림 1〉 미 연준·ECB·일본은행의 자산매입 규모
10

용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

(각국 통화, 조)
미 연준
ECB
일본은행1)

8

향, 주요 정책대응,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내

점을 도출해보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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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충격의 영향 및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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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00조 엔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20.6월)

1. 코로나19 충격의 경제적 영향

〈그림 2〉 G20 재정대응1) 비교
(코로나19 vs 금융위기)
4

코로나19의 치명률2)은 약 4.8(’20.7월초
기준)을 나타내어 1910년대 후반의 스페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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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수준(치명률 3.0)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백신 개발이 지연되면서 미국 및 주요
국(G7 및 러시아,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수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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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전지출, 조세감면 등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above-the-line) 재정정책
자료: IMF Fiscal Monitor(2020.4월)

금년 8월초에 최소 14.7만명 및 45.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3)되는 등 코로나19의 피해
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3> 및
<표 1> 참조). 이처럼 코로나19의 보건충격이
유례없이 큰 수준을 보임에 따라 여러 경로를

1) Rogoff(’01~03), Blanchard(’08~15), Obstfeld(’15~18) 등 전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들은 일제히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recession)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충격의 크기는 각국의 팬데믹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2) 사망자수/확진자수×100
3) IHME(워싱턴주립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이에 더하여 특히 미국의 누적사망자가 10월초에 20.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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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

한편,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에도 불구하

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경제 전반에 파급

고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충격의 규모는

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

과거 팬데믹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참고

면에서 코로나19 충격은 감염리스크에 따른

2> 「코로나19 충격의 특징」 및 <참고 3> 「코로

경제주체의 자발적 경제활동 위축, 방역조치

나19 충격의 부문별 경제적 영향」 참조). 금년

로 인한 비자발적 경제활동 중단 등을 유발하

1/4분기중 주요국의 GDP4)가 크게 부진한 것

면서 국내외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파

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요 연구기관들은 팬데

급되었다. 특히 금융경로를 통해 금융불안정

믹 선언(’20.3.11) 이후 최근까지도 금년도 성

을 초래한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 비관적 기대

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심리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도 부정

(<표 2> 참조).

적 영향을 미치면서 충격의 지속성이 확대되는

특히 최근 발표된 실물·금융 지표를 이용한

양상이다(<참고 1> 「코로나19 충격의 파급경

여러 연구들도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여타 경

로」 참조).

제 이벤트를 상회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3〉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현황
1,200

(만 명)

〈표 2〉 주요기관별 금년중 국내외 성장률전망 조정 현황
(만 명)

1,067

누적 확진자(좌축)

A. 세계 성장률 전망

신규 확진자(우축)

900

24

전망기관

600

12

300

6

0

2.1

3.11

4.17

(%,%p)

18

신규 사망자(우축)

5.25

7.2

0

주: 수직선은 WHO의 팬데믹 선언을 의미
자료: European CDC

전망시점

1)

전망치

조정폭
2)

OECD

’20.6.10일

2.4 → -6.0

△8.4

IMF

’20.6.24일

3.3 → -4.9

△8.2

Citi

’20. 5월

3.1 → -3.1

△6.2

골드만삭스

’20. 5월

2.7 → -4.0

△6.7

JP 모건

’20. 5월

2.7 → -3.9

△6.6

〈표 1〉 20세기 이후 주요 감염병 특성

B.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p)

명칭

기간

사망자수

치명률

R01)

코로나19

2019~

51.5만2)

4.8

1.4~5.7

4~5천만

3

1.4~3.8

스페인독감 1918~19

0.2미만 1.06~2.06

전망기관

전망시점

1)

조정폭

전망치

2)

OECD

’20.6.10일

2.0 → -1.2

△3.2

IMF

’20.6.24일

2.2 → -2.1

△4.3

Citi

’20. 5월

2.0 → 0.2

△1.8

홍콩독감

1968~70

100만

SARS

2002~03

770

10

2~5

신종플루

2009~10

20만

0.03

1.2~1.6

골드만삭스

’20. 5월

1.6 → -0.7

△2.3

MERS

2012~

850

40

1미만

JP 모건

’20. 5월

2.0 → 0.0

△2.0

주: 1) 기초재생산지수로, 최초 환자에 의해 감염된 이차 환자 평균건수를 의미
2) ’20.7.2일 기준
자료: Chen(2020), Visual Capitalist

주: 1) 2월 대비 전망치 조정
2)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료: 각 사 취합

4)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금년 1/4분기중 성장률(전년대비)은 각각 -1.9%, -1.6%, -5.0%를 기록하였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감염병의 본격
적 확산이 아시아, 유럽보다 늦게 진행(’20.3월 초)되어 금년 1/4분기중 성장률(전년대비 0.26%)에 충격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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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외(2020a)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이와 같이 코로나19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변동성이 과거 전염병 사례(SARS, MERS

증폭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등) 대비 7~30배,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인한 수요·공급 충격은 실물경제 전반에 동시

1.3배 크다고 추산하였다(<그림 4> 참조).

에 파급되었다. 스페인독감 등 과거 전염병 사

Gormsen·Koijen(2020)도 주식시장의 배

례를 분석한 Mckibbin·Fernando(2020)

당정보를 이용한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한 추

에 따르면, 보건충격은 노동시장(노동공급

정5)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배당성장률이

감소), 재화시장(생산감소·비용증가, 수요

29% 감소함을 보임으로써 유사한 결론을 도

감소), 금융시장(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등

출하고 있다(<그림 5> 참조). Ludvigson 외

경제 전반에 걸쳐 동시적 충격으로 작용하

(2020)는 미국 실물지표로부터 추출된 재난비

는 것이 일반적이다(<표 3> 참조). del Rio-

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충격의 크

Chanona 외(2020) 역시 봉쇄정책으로 인한

기를 시산한 결과, 9/11 사건의 약 11배, 허

수요·공급 충격이 미국 대부분의 산업에 부정

리케인 카트리나의 약 5.5배의 규모라고 추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그림 6>

하였다.

참조).6)
〈그림 4〉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표 3〉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연간성장률
감소폭 시나리오 분석(%p)

(주식시장 변동성)

0.08

검은 월요일
(1987.10월)

주가 대폭락

(1929.10-11월)

0.06

대공황

(2020.3월)

(1933.3월)

글로벌
금융위기

0.04

(2008.12월)

전염
강도

0.02

0
1900

1920

1940

1960

1980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낮음

-2.0

-1.6

-2.5

-2.2

중간

-4.8

-3.6

-5.7

-5.0

높음

-8.4

-6.2

-9.9

-8.7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00

2020

자료: Mckibbin·Fernando(2020)

자료: Baker 외(2020a)

〈그림 5〉 미국 배당성장률 전망치의 하한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그림 6〉 미국 산업별 수요 및 공급 충격

(%)

(공급충격 규모)
0.2

정부

운송업

0.0

보건

식품·미디어·통신

-0.2

제조업·광업·
소매업·서비스

-0.4
-0.6

금융위기 기간
금융위기 이후 배당흐름
코로나19 이후

0

1

2

자료: Gormsen·Koijen(2020)

3

-0.8
4

5

6
(년)

-1.0
-1.0

오락·음식·호텔

0.8

-0.6

-0.4

-0.2

0.0

0.2
(수요충격 규모)

주: 원의 크기는 산업규모를 의미
자료: del Rio-Chanona 외(2020)

5) 본 논문에서는 배당실적이 기업 성과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성장률과도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미래 배당흐름 예상치를 이용하여 성장률 전망의 하한을
도출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6) 다만 필수부문 여부, 대인접촉정도 등에 따라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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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글로벌 공급망(이하 GVC) 확대 등으

셋째, WHO 설립 이후 SARS 등 유행병의

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7) 충격의 전파

직접적 피해 경험이 없었던 유럽, 미국 등은

속도가 빨라진 데다, 실물·금융간 연계성 강

초기에 코로나19가 아시아 대륙에 한정될 것

화로 충격의 증폭도 용이해졌다(<그림 7> 및

으로 예상하면서 봉쇄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견

<그림 8> 참조).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초

지하였다. 또한 감염병 억제를 위한 초기대응

기 중국, 미국 등 GVC 허브를 담당하는 주요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고려,

국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GVC 연계 국가들로

보건당국의 관료주의적 행정 등으로 확산 차

생산충격이 확산(supply-chain contagion)

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감염병이 크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주

확산되었다.8)

요국(미국, 유럽 등)의 최종재 수요가 감소함
에 따라 수요충격이 GVC를 통해 중간재 생

〈그림 9〉 감염병 억제정책 조기대응 여부에 따른
확진자수 발생 경로

산국으로 역전파(reverse supply-chain
contagion)되면서 충격이 더욱 증폭되었다
(Baldwin· Freeman(2020)).

0
-200

〈그림 7〉 글로벌 해외여행객수 및 교역규모
16

A. 조기 대응시
200

(억 명)

(조 달러)
50
14.4

해외여행객(좌축)
교역규모(우축)

40

12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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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

〈그림 8〉 GVC Trade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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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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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응 지연시

8
5.3

10

200
0

0
-200
-400
-600
0

10

주: 가로축은 확진자 100명 발생 이후 경과일수, 세로축은 baseline 대비 %
편차를 나타냄
자료: IMF Blog(2020)

아울러 백신 개발, 의료장비 공유 등과 관련
한 국제공조가 미흡한 점도 글로벌 불확실성을
자료: WTO(2019)

확대시키면서 코로나19 충격 증폭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Baldwin(2020b)은 코로나19

7) 1995~2018년

중 글로벌 여행객 및 교역규모는 연평균 각각 4.4%, 5.9%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8) IMF(’20.5월)는

감염병 발병시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확진자수가 장기적으로 약 300%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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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2007~08)

코로나19(2019~)

Virus

Subprime virus1)

Covid-19 virus

Origin

금융시스템
경제내생적(endogenous) 요인

감염병확산+봉쇄정책
경제외생적(exogenous) 요인

Initial Shock

수요충격 (‘wait-and-see’)

수요 및 공급충격 동시 작용

Time Delay

미 부동산 붕괴의 영향이 순차적 (sequentially)으로
주변 국가로 파급

글로벌 동시충격(simultaneously)
(no time delay)

직접적 충격을 받은 부문

금융시스템 충격 → 실물경제 충격

실물경제 직접 타격

충격 증폭기제

신용경색의 실질효과 증폭
(financial market contagion effect,
financial accelerator)

전면적 봉쇄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증폭
(GVC contagion effect)

국제공조

G20, IMF, EU 등 국제적 공조

국제적 공조 부재

주:1) 리만브라더스 사태 직전, IMF는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 비유 (“Outbreak:U.S. Subprime Contagion” by Randall
Dodd and Paul Mills, Finance and Development, Vol.45(2), IMF, 2008)

충격에 의해 유발된 경기침체에 공동 대응하기

(liquidity) 지원과 지급능력(solvency) 보전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08년

정책으로 구분 된다(<참고 4> 「미 연준 및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시 가장 큰 차이점이라

의 주요 정책대응」 참조). 유동성 지원은 코로

고 지적하였다(<표 4> 참조).

나19 발생 전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던 경제주
체들이 방역기간 중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2. 주요 정책대응 현황

도산하지 않도록 가급적 낮은 비용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조치이며, 지급능

현재까지 주요국에서 실시한 경제정책은 생

력 보전은 방역기간 중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

산자(기업 및 노동자)와 수요자(소비자)가 경

제주체들의 지급능력 보전을 위해 현금 등을

제활동을 본격 재개할 때까지 경제 네트워크

지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이다.

(또는 경제시스템)를 가급적 코로나19 이전 상
9)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

태로 보전하는 것이 주요 목표 였다. 노동자

고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

(고용), 기업, 공급망 등 생산 관련 경제 네트

고10) 광범위한 대출(또는 채권 등 매입)을 실시

워크를 팬데믹 이전 상태로 보전함으로써 방

하였다(<그림 10, 11, 12> 및 <표 5> 참조).

역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생산능력 손실을

미국(연준)의 경우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인하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3.3일 50bp, 3.15일 100bp 인하)를 단행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된 주요국 중앙은

한 가운데, 무제한 규모의 국채 및 MBS 매입

행 및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은 크게 유동성

(3.23일)11),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조치들의

9) Georgieva IMF 총재(’20.3월)는 이를 “현재와 미래(경제가 회복되는 시점)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building a bridge between where we
are and that time when we would see a recovery)”으로 표현한 바 있다.
10) 정책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지원에 기여(금융안정정책)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
는 데 기여(통화정책)한다.
11) WHO의 팬데믹 선언 직후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재개(3.23일 무제한 규모로 확대)한 가운데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RP운용규모 확대, 프
라이머리딜러신용창구(PDCF)를 재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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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도입12) 등을 추진하였다. ECB 역시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산매입 확대13),

〈그림 12〉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매입 규모
FED

ECB

BOJ

EM

($ tn)

Other DM

6

유로지역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14) 관련 정책을

5

시행하였다.

3

4
2
1
0

1)

〈그림 10〉 비금융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09

(위기 이전 GDP대비,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료: Citi은행

16
12
8
4
0
일본

미국

유럽

캐나다

영국

(위기 이전 GDP대비, %)

(<표 6> 참조). 미국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추

12

경을 통해 대규모 피해구제 및 경기부양책을 시

6
3

유럽

캐나다

코로나19 초기

글로벌 금융위기(초기)

’20. 5월

글로벌 금융위기(최대)

유동성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이전지출, 피해

(solvency) 보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9

미국

리, 정부는 신용보증 제공, 세금납부 이연 등

산업 지원 등을 통한 가계·기업의 지급능력

〈그림 11〉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일본

주로 유동성 지원에 국한된 중앙은행과 달

행하는 가운데 가계, 근로자, 취약계층 등에 대
한 지급능력 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건의료

0

부문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83억 달러

’20. 4/4분기 전망치

1차 긴급 예산안(3.5일), 가계·근로자·취약

영국
범위

중앙값

주: 1) 특정(targeted)

민간 경제주체에 대한 대출 및 중앙은행 보유 민간부문
자산의 합
자료: BIS(2020.6)

계층 지원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긴
급예산안(3.19일), 가계·근로자, 기업, 피해
산업, 주정부 등 전범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표 5〉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금리 인하폭 및 시기
미연준

150bp↓(1.50~1.75%→0~0.25%)
(3.3일 50bp↓, 3.15일 100bp↓)

영란은행

65bp↓(0.75 → 0.10%)
(3.10일 50bp↓, 3.19일 15bp↓)

ECB(0%) 및 일본은행(-0.1%)은 유효하한 제약으로
금리 동결
자료: 각국 중앙은행

하는 약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
법안(CARES Act)(3.27일) 발효 등이 그것이
다. 유럽의 경우에는 각국의 재정정책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회원국 차원의 개별정책이 추진
되고 있으나 EU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
회생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15)

12) 또한 금융위기 당시 시행하였던 CP(3.17일), MMLF(3.18일), ABS(3.23일) 시장 지원정책의 지원대상을 확대·도입하고, 회사채, 중소·중견기
업 대출, 지방채 등에 대한 유동성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3.23일)하였다.
13) 1조4700억 유로(기존 APP 1200억 유로(3.12일), 신규 PEPP 7500억 유로(3.18일), 추가 6000억 유로(6.4일)) 규모의 자산매입을 실시하고
PEPP 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6.4일)하였다.
14) 3차 목표물장기대출프로그램(TLTRO-III)의 금리를 인하(유로 시스템의 재융자 평균 금리보다 50bp 낮은 수준)하고 팬데믹장기대출프로그램
(PELTRO) 신설을 통해 위기기간 동안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4.30일)하였다.
15)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EU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7500억유로 규모의 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하였으나(5.27일), 기금 지원기준
방안을 두고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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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국 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발표시점

주요 내용

지원 규모1)

3.5일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 의료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

3.13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연방 재난기금 사용 허가

3.19일

가계, 취약계층, 근로자 등 지원확대를 위한 2차 추경

3.27일

가계 소득보전, 피해산업 지원 등(CARES Act) 3차 추경

4.24일

급여보호, 보건증대를 위한 지원 법안 통과

4,830억 달러

6.8일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급여대출 프로그램 실시

6,700억 달러

3.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5,000억 엔

3.10일

감염대책, 사업활동 지원, 유동성 지원(금융조치) 등

20,000억 엔

4.20일

국민의 생명·생활보호와 경제재건을 위한 1차 추경

484,000억 엔

5.27일

고용 및 사업자 보호를 위한 2차 추경

716,000억 엔

3.13일

국민건강, 일자리, 산업보호 등을 위한 자금지원

11.5억 유로

3.23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추경

1,225억 유로

4.1일

스타트업 기업에 긴급 지원 자금 제공

20억 유로

5.25일

항공산업 부문 공적자금 지원

90억 유로

6.12일

부가세 인하, 미래기술 보조금, 지방정부 지원 등

3.17일

기업, 자영업자 납세 이연, 실직자, 중소기업 지원 등

3.24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

40억 유로

5.14(26)일 관광(자동차) 부문에 공적자금 투입

260억 유로

총재정지출
(GDP 대비 %)2)

83억 달러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22,000억 달러

12.1
(4.9)

21.0
(2.2)

33.0
(3.5)

1,300억 유로
450억 유로

6.10일

2020년 당초 예산대비 대폭 증액된 수정법안 발표

574억 유로

3.11일

공공서비스,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민, 기업 지원

120억 파운드

3.17일

피해기업 재산세 감면 및 현금 보조금 지원

200억 파운드

4.2일

보건의료서비스, 철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지원

145억 파운드

5.29일

자영업자 소득지원 제도 실시

150억 파운드

14.6
(1.4)

14.5
(1.5)

주: 1) 표에 기재된 항목들과 지출 규모는 총재정지출 중 주요항목을 의미
2) 총재정지출 합계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하며, 괄호 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10) 재정지출의 비중을 나타냄
3) 도표의 총재정지출 자료는 McKinsey 보고서(“The $10 trillion rescue: How governments can deliver impact”(’20.6월))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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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흥시장국의 경우 정책적 제약으로 인

고 있다. 신흥국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이연, 신

해 선진국 대비 대응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선

용보증, 대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진국과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가계 및 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하고 있다(<참고 5> 「신흥시장국 및 저소득 개

부족 등으로 재정지출의 규모가 선진국에 크게

발도상국 정책대응」 참조). 다수의 신흥국 중

미달한 상황이다(<그림 13.B> 참조). 이에 따

앙은행이 금번 코로나19에 대응해 큰 폭의 정

라 다수의 신흥시장국이 IMF로부터 유동성 지

책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그림 13.A> 참

원을 받아 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있으나,

조), 일부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

이는 향후 해당국가의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부

드 등)는 국채, 회사채 등 자산 매입도 시도하

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BANK OF KOREA

〈그림 13〉 코로나19에 대응한 신흥시장국과 선진국의
통화·재정정책 비교
A. 정책금리 인하 비율
인하

100

인상

18

가. 경기회복 속도 및 정책대응

동결
21

23

2

80

1

3

60
100
40

80

78

74

전세계

선진국

신흥국

저소득국

경기침체 발생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경

(GDP 대비 비중, PPP 기준 가중평균, %)
보건 부문

7.7

다. 이는 과거 팬데믹 사례에 견주어 방역정책
과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전
염병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된

B. 재량적 재정지출 규모
9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기회복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16)를 보였

20
0

제기되고 있다.

기타 부문

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었다(<표 7> 및 <그림
14> 참조).

6

3

〈표 7〉 정책성공 여부에 따른 경기회복 경로

2.5
0.9

0
선진국

1.2
0.3
신흥국

경기부양 정책

0.2
저소득국

자료: IMF(’20.6월)

성공

실패

방역

성공

V자형

U자형

정책

실패

W자형

L자형

자료: McKinsey(2020)

〈그림 14〉 과거 팬데믹 당시 경기회복경로

Ⅲ.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A. 아시아독감(1958년)
3.50

600

실질
GDP 3.00

실질
GDP 500
450

2.75

1956
10

적극적 통화·재정 정책으로 금융시장 안

1957

1958

1959

1960
20

(전기대비, %)

5

10

GDP 0
성장률

GDP
성장률 0

-5

정, 경제기초여건 보전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
으나, 경제의 장기 성장경로 복귀에 대한 불확

(십억 달러)

550

3.25

1. 정책대응 관련 주요 이슈

B. 스페인독감(1918년)

(조 달러)

-10

1956

1957

1958

1959

1960

-10

1915

1916

1917

1918

1919

1917

1918

1919

(전년대비, %)

1915

1916

자료: Harvard Business Review(2020)

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봉쇄
조치 완화, 정책여력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식시장의 일시 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17)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이 더욱 악화되면서

16) Bernanke 前FRB 의장은 코로나19가 자연재해와 유사하므로 짧은 불황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언급(3.25일)하
였고,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역시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지만, 추후 V자형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4.14일)하였다.
17) 7.2일 기준 미국, 유로, 일본 등 주요국 주가가 경제활동 재개 예상 등으로 저점 대비 각각 38.9%, 33.8%, 35.5% 상승하였는데, Economist誌
등은 주가상승이 실물경제 상황이 아닌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어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의 실질적 개선 여부 등에 따라 급
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5.7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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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U자형 혹은 L자형 경

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extraordinary

기회복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확

uncertainty)’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코로

산되고 있다.18)

나19의 재확산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전망 시나

다수의 전문가(Baldwin·di Mauro

리오를 공식 발표하였다.

(2020) 등)는 금번 경기침체가 의료보건 충격
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의료 해
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물충격과 이에 따
른 금융불안 문제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owell 미 연준 의장
은 백신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경
제 재가동은 어려우며,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
면 침체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5.17

일)19)하였다. 또한, Céspedes 외(2020),

〈그림 15〉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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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20)

Hevia·Neumeyer(2020) 등은 기축통화국
이 아닌 신흥국 등의 정책대응 여력이 제한적

〈그림 16〉 경기침체국면 국가 비율

이라는 점, GVC 성숙 등으로 국가 간 연계성

100

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국의 팬데믹

80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세계경제가 급격한 반등

60

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40

이에 따라 최근 IMF(1월 3.3% → 6월
-4.9%), 세계은행(1월 2.5% → 6월 -5.2%),
OECD(3월 2.4% → 6월 -6.0% 또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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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20)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팬데믹 관련 불확실
성 등을 근거로 금년 세계성장 전망을 큰 폭

이러한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충

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그림 15> 및 <그림

격21)이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발하는 등

16> 참조). Gopinath IMF 수석이코노미스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경기회복의 장

트는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들과는 완전

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히 다르며 그 회복양상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

Kozlowski 외(2020)는 극단적 사건(tail

20)

이라고 언급하였다.

OECD 또한 코로나19

event)에 대한 경험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18) OECD 산하 경제자문위원회(BIAC)가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 응답하였다.(2020 Economic Policy Survey, 5.27일)
19) 또한 WHO 긴급준비대응팀은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될 가능성을 제기(5.13일)하였으며 미국 제약회사 Merck는 대규모 임상실험 등을 이유로
12~18개월내 백신개발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언급(5.26일)하였다.
20) “This is a crisis like no other and will have a recovery like no other.”(6.24일)
21) Shiller 예일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 확산이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4.12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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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 정보체계에 대한 기대손상22)(belief-

자본의 훼손으로 이력효과(hysteresis)가 발

scarring)을 유발함에 따라 팬데믹의 부정적

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23)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Cerra 외

한 팬데믹 이후 경제주체들이 대면접촉을 수반

(2020a, 2020b), Portes(2020) 등).

하는 인적·물적 교류를 꺼리는 위험회피 성향

이처럼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강화도 경제활동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

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해

다. 美 설문조사(YouGov/CBS poll) 결과 봉

기실시된 정책(유동성 지원 및 지급능력 보전)

쇄조치 종료 이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쇼핑

추가·연장 및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40%)·대면업무(30%)·외식(71%)·항공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경기

편이용(85%) 등 사회적 접촉을 꺼리는 것으로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출기간 연장, 재난

나타난 것이 그 예이다. 한편 경기침체 기간

소득 추가 지급,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자금 수

동안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나타난 인적·물적

급기간 연장 등의 추가대책을 실시 또는 준비

〈표 8〉 주요국 봉쇄조치 관련 주요 현황(7.3일 기준)
국가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4.24일)
·(5.15일)
·(5.20일)
·(6.26일)
·(5. 4일)
·(5. 9일)
·(5.18일)
·(5.26일)
·(7. 1일)
·(5.10일)
·(5.13일)
·(6. 1일)
·(6.26일)
·(5. 4일)
·(5.18일)
·(6.15일)
·(6.16일)
·(6.30일)
·(5. 4일)
·(6. 8일)
·(6.15일)
·(6.19일)

주요내용
조지아 州가 최초로 경제활동 재개
텍사스 州(5. 1일), 플로리다 州(5.4일) 등을 필두로 47개 州의 경제활동 재개
코네티컷 州의 경제활동 재개로 50개 모든 州에서 부분 재가동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텍사스, 플로리다 등 12개 州가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
박물관(베를린 州), 졸업학년 등교(작센 州, 튀링엔 州)
영업점(베를린 州), 음식점 영업 개시(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州)
음식점 야외 영업 허용, 모든 상점 영업 재개(작센 州)
6.29일까지 코로나19 접촉제한 조치 연장 발표
7.2일부터 한국(조건부) 등 11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 해제
3단계 이동제한 조치 완화계획 발표, 건설업·제조업 근로자 출근 장려(5.11일)
차량운행, 야외활동(공원 방문 등) 허용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등교 및 일부 상점 영업 재개
7. 4일부터 음식점, 호텔, 미용실 등 추가 영업 재개 허용
제조업, 도매업, 건설공사 정상화 등 부분 경제활동 재개
일반소매상점, 음식점, 카페, 술집, 미용실 등 영업재개
영화관·박물관 등 다중문화시설 개방
세르비아·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로의 여행 허용
7.1일부터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입국 허용(14일 의무격리기간 유지)
스페인 전역 완화조치 0단계(준비) 돌입, 4개 섬(라 고메라 등) 1단계 진입
5.18일, 5.25일, 6.1일에 걸친 점진적 봉쇄조치 완화 결과, 전 국민의 52%가 3단계,
마드리드 등을 포함한 48%가 2단계 적용
갈리시아 자치주의 봉쇄조치 해제
카탈루냐 州 ‘뉴노멀(Nueva normalidad) 선언’과 함께 3개 자치주 봉쇄조치 해제,
전 국민의 약 80%가 봉쇄완화 3단계 돌입

22) 관념적으로

인식되던 극단적 사건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는 큰 폭으로 수정되며 이로 인해 기대형성 과정이 장기간 과거 수준으로 회
복하지 못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3) 경제주체의

기대손상 시 i)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감소, ii) 투자의 미래 기대수익률 저하로 인한 자본스톡 축적 제약 및 노동수요 회복 지
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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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24) 이러한 주요국의 최근 추가 대응에

학자 44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5명

는 경제 네트워크 보전 목적의 정책뿐 아니라

이 ‘봉쇄조치를 해제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경기회복 촉진 및 미래 성장동력 제고 목적의

피해가 봉쇄조치를 유지할 경우의 편익을 크게

25)

정책도 포함된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최근 의

상회한다’는 견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3.27
일)된 바 있다.

료·보건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 우려26)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대응을 이유로 봉
쇄조치 완화27)를 적극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

〈그림 17〉 코로나19 발병 초기 의학적 관점의
봉쇄정책에 대한 접근
A. 봉쇄정책 미실행시 감염병 곡선

히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한
봉쇄조치 완화는 전염병 재확산을 유발하면서
경기침체 기간을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봉쇄조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필요성
B. 봉쇄정책 실행시 감염병 곡선

코로나19 초기에는 봉쇄조치를 의학적 차원
위주로 이해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차원에서 이
를 평가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관련 정보 부재로 봉
쇄조치를 감염병 곡선을 평탄화(flatten the
curve)함으로써 강제할당(medical rationing)
없이 치료역량 범위 내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자료: Baldwin·di Mauro(2020)

할 의료문제로 인식하였다(Baldwin(2020))
(<그림 17> 참조). 또한 방역조치에 따른 사

그러나 최근 들어 봉쇄정책을 전염병 확산

회적 효용이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과 경기와의 내생성, 외부성 등이 반영된 경제

비교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견해도 다

문제로 인식하여(not mutually exclusive),

수 제기되었다. IGM 리서치센터(시카고大)가

전염병 발생 초기 경제적 한계비용과 의료적

Acemoglu, Hall, Shimer 등 유수의 경제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봉쇄조치를

24) 미국은 2차 재난소득 지급 등을 포함한 5차 경기부양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5.15일)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한 2차 경제지원대책을 발표(6.3일)하였다.
25) 예를 들어, 독일 정부의 2차 경제지원대책에는 코로나19 피해 가계 및 기업 추가 지원, 부가세 한시 인하 등과 더불어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 연구개
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26) 미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섣불리 경제를 재개하면 역효과가 더 클 것’(4.20일), 워싱턴주립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 소장은 ‘경제 재가동 시 전염병 재확
산이 7~8월에 발생할 것’(4.12일)이라고 각각 언급하였다.
2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5.12일) 하였으며,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염곡선이 재차 상승할 수
있으나 이를 감수할 것’이라고 언급(5.16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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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자

쇄조치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

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Assenza 외(2020),

단검사 확대, 확진자 동선추적 등을 통해 증상

Gonzalez-Eiras·Niepelt(2020) 등). 동

발현에서 격리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

견해에 따르면 봉쇄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파경로 효율적 차단이 가능한 경우 봉쇄조치로

적 봉쇄조치 연장(또는 강화)에 따른 의료적 한

인한 한계편익이 감소하면서 봉쇄조치 완화가

계편익은 감소(MHB 하향이동)하는 반면, 경

가능하다(Xiao(2020)). 또한 실업연금 등과

제적 한계비용은 증가(MEC 상향이동)함에 따

같은 미시적 정책대응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

라 최적(optimal) 봉쇄조치 수준은 완화될 필

공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인센티브28)를 제공

요가 있다고 주장(l*0 → l*1)한다. 그러나 봉쇄조

하는 경우 봉쇄조치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감소

치 완화 이후 전염병 재확산 과정에서 봉쇄조

하면서 최적 봉쇄조치의 강도 완화가 가능하다

치의 한계편익이 증가함에 따라 최적 봉쇄조

(Wren-Lewis(2020)).

치는 다시 상향조정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

이와 함께 각 산업별 경제적 위상과 전염

되면서 전염병 억제과정이 장기화될 위험도 상

병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인구 구조적 특성

존한다. 이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고령인구 비중, 사회·문화적 배경 등) 등

최소화를 위해 봉쇄조치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

에 따라 봉쇄조치 수준을 차별함으로써 사회

행 초기 강도 높게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적 후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

한다(<그림 18> 참조).

다. Assenza 외(2020)는 산업별 경제적 위
상에 착안하여 보호 필요 부문, 제한 필요부

〈그림 18〉 최적 봉쇄조치 수준의 동태적 조정과정

문,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제한·보호
불필요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봉쇄조
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oganoglu·Ozdenoren(2020), Frey 외
(2020) 등은 사회적 신뢰 및 규범, 정치체제
등에 따라 경제주체의 이동 정도가 상이한 점
을 감안하여 봉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자료: Ornelas(2020)를 적의 수정

마지막으로 봉쇄조치 출구전략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봉쇄조치를 완화·중단할 것인

상기 논의에 따르면 여타 경기부양 정책 및

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Assenza 외

의료보건 조치 등을 통해 봉쇄조치의 사회적

(2020)는 기초재생산 지수(R0)29)를 1 미만으

한계편익을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 봉

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

28) 한편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이 구직활동 축소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Furman 외
(2020), Ganong 외(2020) 등).
29) 최초 환자에 의해 감염된 이차 환자 평균건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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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적 출구전략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

(optimal deconfinement)이 될 수 있다는

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앙은행이

견해를 제기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

경제주체는 타인을 감염시킴으로써 유발하는

하고자 할 때,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질부채부

경제적 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만

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로부터 심한 정치적

큼, 신속한 경기회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만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

치중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30)가 있다고 조언

편 Goodhart(’20.6.13일)는, 전통적 통화이

하고 있다.

론을 근거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글로벌 금

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과 신규 통화정책 수단

융위기 이후 낮아진 화폐유통속도 역시 팬데믹
종료 이후 다시 높아질 것이므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표명하였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매입한 국

이에 대해 Blanchard·Pisani-Ferry

채 중 상당부분이 향후에도 대차대조표에 남아

(2020)는 화폐화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있을 경우,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최근과 같은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이 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폐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데

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이 본연의 책

Goodhart·Pradhan(2020)은 글로벌 금

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충실할 목적으로

융위기 시 대규모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

시행된 것이라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가

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향후에는 다음과

없다는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미 연

같은 이유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준 및 영란은행이 2017~18년 중 정책금리 인

지적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늘어

상 시 지급준비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

난 유동성은 대부분 초과지준 형태로 은행 내

한 것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앞으로도 물가

에 머물렀지만, 최근 늘어난 유동성은 보다 광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

범위한 통화량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재정의 지속

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뎠던 경기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채를 매

회복 속도와 달리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대적

입31)하고, 향후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정부의

으로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실질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상을 주저

다는 점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

국은 전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역할을

고 언급하고 있다.

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중립적이거나 반대로

Miles·Scott(2020) 역시 인플레이션을

30)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감염전파의 위험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봉쇄조치 조기 해제를 위한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어 2차 전염병확산 위험이 높아
질 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31) 이러한 경우를 과잉(excess) 화폐화라 지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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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만한 새로운 충격 또는 명백한 정책적

면 부인(5.13일)한 가운데 수익률곡선 관리정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인플레이션 발

책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는 초기 단

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향후 경

계라고 언급(6.16일)하였다.

기회복 시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빠르

신흥시장국 중앙은행들은 그간 국채 매입에

게 회복되기보다는 수요·공급 모두 회복속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금번 코로

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유동성 증가

나19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신흥국(폴란드,

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민간부문

인도네시아, 인도 등) 중앙은행이 상당량의 국

부(wealth)의 총가치가 금번 팬데믹으로 인해

채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신

크게 줄어든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

흥시장국 중앙은행들의 국채 매입은 총수요 진

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작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었

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발

다는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

생한 정부부채도 장기간에 걸쳐 해소될 가능성

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와 구별된다. 이

이 높아, 정부가 실질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감

러한 점에 비추어 신흥시장국 중앙은행들이 향

수해야 하는 인플레이션 정도가 크지 않을 것

후 총수요 진작 목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양

이라고 설명한다.

적완화를 도입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신규 통화정책 수단)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과감한 금리인하로

라.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적자 화폐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여력이 소진된 가
운데 향후 경기회복 촉진 및 인플레이션율 목

(재정 지속가능성)

표수준 복귀 등을 위한 신규 통화정책수단 도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에 따른 정부부채 누

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과 적자폭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금
32)

리, 수익률곡선 관리(yield curve control)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9> 및
<그림 20> 참조).

등이 향후 채택 가능성 있는 신규 수단으로 거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단기 부채확대는 불가

론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2016년부터 10년물

피한 측면(IMF, Fiscal Monitor 2020)이 있

국채수익률을 0%로 관리하는 가운데, 호주 중

으나 부채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

앙은행이 금년 3월에 만기가 짧은 3년물 국채

으로 상회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를 유지하

수익률을 0.25%로 관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Gale(2019)). 예컨대

수익률곡선 관리의 운용 행태가 국가별로 차

Georgieva IMF 총재는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별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Powell

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재정의 책임성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전

(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32) 중앙은행이

특정 중장기 국채수익률 상한을 정하고 (불특정한 양의) 국채 매입을 통해 해당 국채수익률이 동 상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격) 정책.
반면, 양적완화는 명시적인 목표 수익률 없이 정해진 양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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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33)한 바 있다(4.15

반면 재정적자로 인한 채무부담이 크지 않

일). ECB(’20.5월), 미 국회예산처(’20.4월)

을 수 있는 점을 들어 현재와 같은 확장적 재

등은 금년 중 주요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큰 폭

정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재정이 지속가능하다

34)

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부분 주요국에서 낮

35)

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였다. 그리고 신흥국

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적자에 따

의 경우에도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평균적으

른 부채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그

로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0%p 이상 증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Blanchard·Pisani-

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Daly 외

Ferry(2020), Krugman(2020)). Krugman

(2020)).

(2020)은 재정적자를 통해 공공투자를 늘림으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면서 정부부채 확대

로써 금리를 상회하는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재
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정부부채

〈그림 19〉 유로지역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감소하면서 일정수준으로 안정36)

(GDP 대비 비중,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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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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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에서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 가능성을 내포하는 재정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기한다.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5월 시
행된 CfM-CEPR 서베이 결과, 다수의 경제
학자들이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긴축정책

자료: ECB 금융안정보고서(’20.5월)

(Austerit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부적
〈그림 20〉 미국의 국가부채비율
110

준은(Waiwood(2013)) 과거에 정부의 부양정

(GDP 대비 비중, %)
현재 전망 경로

90

60

30

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또한 미 연

과거 전망 경로

책 조기 종료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을 더욱 심화시켰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며, 위기 과정에서 섣부른 정책대응 종료
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0

자료: CBO

33) Gaspar IMF 재정부문 국장도 코로나19 종료 이후 막대한 재정적자가 또 다른 위험으로 대두될 수 있어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Do whatever it takes, but make sure you keep the receipts.”)(WSJ, 4.15일)
34) 유로지역 및 미국의 금년 중 GDP대비 평균 재정적자(부채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점(유로지역 6.2%(85.4%), 미국 8.7%(60.8%))을 상회
하는 8%(100%), 17.9%(10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35) OECD 회원국의 경우에도 GDP대비 평균 공공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19년 109 → ’20년 137%)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24일).
36) Gale·Obstfeld(2020)도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946년 106% → 1974년 23%까지 하락한 경험을 근거로 재정적자를 통해 금리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지속하는 한 정부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37) 응답자의 63%는 팬데믹이 진정될 때까지는 재정긴축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20%는 정부가 재정과 관련한 장기계획을 보여줄 필요는 있
다고, 나머지 13%는 현시점에서 부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각각 답변하였다(5.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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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화폐화)

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지출의 기여효

고 주장한다.40)

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조세부담 증

이에 반해 Carstens BIS 사무총장은 통화

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화폐재원(money-

정책이 재정적자를 지원한다는 인식이 고착되

financed)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 않도록 조속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출 또는 재

언급함으로써 화폐재원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정적자 보전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이나 부채

견해를 간접 표명하였다(5.28일). 아울러, 이

가 아닌 화폐증발(printing money)에 의

번 위기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전통적 경

해 조달함으로써 정부부채를 영구적으로 화

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

폐화(monetization)하는 화폐재원 재정지출

은 오랫동안 쌓아온 중앙은행의 높은 신뢰성

(money-financed fiscal program, 일명

덕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38)

헬리콥터 머니) 방식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일종의 금기(taboo)로
간주되어 왔으나 Gali(2020) 등은 현재와 같

2.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와 뉴노멀 관련
이슈

은 상황에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39) 즉, 화폐재원재정지출

가.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전환 가능성

은 여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여타 정
책의 부작용이 너무 큰 응급상황에서만 허용되

코로나19 충격의 특성, 파급영향 등을 고

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응급상황에 해당

려할 때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국제교역 재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도입된 유동성

편 등에 따라 향후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41)

지원정책이 경제주체들의 부채부담을 증가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

키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정책(이전지출)을 미

다(Cliffe(2020), Kilic·Marin(2020),

래 세금부담으로 인식하면서 저축을 늘리는 부

Brookings Institute(2020), Shenker

작용(Ricardian equivalence)을 초래할 가

(2020) 등). 동 견해에 따르면 전염병 감염 리

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과

스크 확산으로 소비자 선호 및 기업생산 방식

같은 응급상황에서 화폐재원 재정지출을 통해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자국·지역주의 확산에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래의 세금부담

따른 국내 공급망 확대 등으로 국제무역 질서

증가 우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대규모 재

가 재편될 것으로 예견된다. 전염병의 차별적

38) 화폐재원재정지출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법적으로도 이를 금지해
왔다.
39) Kapoor·Buiter(2020)

및 Yashiv(2020)는 Gali(2020)와 거의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Giavazzi·Tabellini(2020)는 유로지역에
서 영구채(즉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인 Eurobond를 저금리로 발행하고 이를 ECB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Soros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개념상 화폐재원재정지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채권은
consol이라 불리기도 한다.
40) 화폐재원

재정지출은 화폐증발을 통해 회계 상 정부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부채 누증 관련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41) 주요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참고 6> 「코로나19 이후 거시환경 변화」 참조.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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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따른 불평등 심화, 인적·물적 자본축

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주요 이슈

적 둔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함께 비대면 비
접촉 행태 강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 도래 등이

한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저탄소경제로의 전

전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논

환, 사회안전망 필요성 증대에 따른 정부역할

의가 제기되고 있다.

강화 등이 촉발되면서 새로운 경제구조로 옮
겨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교역체제 재편의 향방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데이터가 아닌 논리적

우선,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교역체제의 변

추측에 의거하여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

화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간 세계경

책대응, 백신개발 경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

제 성장을 견인해 온 GVC가 코로나19 충격의

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

전달·증폭 경로로 작용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우에도 과거 팬데믹 사례에서 보듯이 팬데믹은

팬데믹 종료 이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단순 경제충격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를 재편하

것으로 보인다(Baldwin·Tomiura(2020),

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경제주체의 행태

Baldwin·Freeman(2020) 등). 이러한 전

변화, 국제무역 및 산업체제 재편 등의 과정을

망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고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균형으로 점차 옮겨갈 가

있다. 첫째로는 국민경제 관점에서는 리쇼어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2)

링 등을 통한 자국 공급망을 강화43)시키는 한

전환속도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 경

편, 기업 차원에서도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

제구조 전환이 새로운 방향으로 급속하게 진

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였다. 둘째로는 길고

행되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적 변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진 기존의 공급망보다는

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단순하고 유연성이 높은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

이 높다. 예를 들어 경제불균형 심화, 자동화

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 역내 국가들 간 무역 블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이 글로벌 금융위

록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 경우 무역

기 직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GVC 성숙 및

블록화로 구축된 역내 공급망은 생산원가 측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축

의 경쟁력보다는 정치·사회적 안정성, 주요

소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에 이미 진행 중

시장 국가와의 전략적·지정학적 관계 등이 우

에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Brookings

선적으로 고려될 소지44)가 높고, 역내 생산거

Institute(2020)).

점 간의 통합시스템보다는 각 거점별로 독립된

42) 과거 페스트(14세기)는 중세 이후 르네상스와 근대사회 문명을, 천연두(16세기)는 신대륙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및 계몽사상 확산을 가져왔으
며, 스페인독감은 미 대공황과 뉴딜정책, 유럽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William H. McNeill, 「전염병의 세계사」).
43) 이를 위해 2·3차 중간재 생산기업인 자국 내 중소·내수 기업들의 생산과 공급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4)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된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호주, 일본, 인도, 한국, 베
트남,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된 공급망인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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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들

태에서 일방적인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인건

간에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방식의 시스템이

비상승, 경직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한 기업·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트럼프 정부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로 위기대응 능력이 이

등장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코로

전보다 약화될 수 있다(Qiang 외(2020)). 또

45)

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자국중심주의 와

한, 실증적으로도 경제내 부정적 충격이 발생

결합하면서 탈세계화 추세가 강화되었다.

했을 때,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할 경우 충격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국 내
생산·조달을 확대하는 방식의 공급망 조정

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Bonadio 외
(2020))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팬데믹 종료 이후에

한편 최근에는 GVC 역할의 축소·유지보

도 GVC 위축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다는 GVC의 기능적 진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

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현재 GVC 내

되고 있다. 동 견해는 복잡한 GVC를 단순하

에 발생한 충격은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전염

게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예

병 충격에 기인한 것이지, GVC의 본질적 요

컨대, Miroudot(2020)은 주요 GVC 생산기

소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 협업구조에 기인

지인 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GVC의 복잡성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부정적 효과 간에

이들은 기업은 주주, 신용평가 기관 등의 압력

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그림

으로 공급처 다변화(diversification) 등을 통

21> 참조). 나아가 이들은 GVC 형태의 단순

해 생산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

화보다는 GV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

는 데다(Javorcik(2020)) 실증적으로도 여

(tool)인 4차산업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46)

러 차례의 GVC 충격 발생 에도 불구하고 일

늘려 공급망의 대응성(reactivity)과 유연성

정 시간 경과 후 공급망이 재작동한 사례에 비

(flexibility)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

추어 볼 때 GVC에 복원력(resilience)이 작동

해 GVC와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을 결합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스마트 GVC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의 전

리쇼어링 등 자급자족(self-sufficiency) 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조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역할을 축소시

(<그림 22> 참조), 향후 GVC에 발생할 수 있

킬 경우 위험분산이 어려워져, 안정적 공급을

는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

가능케 하는 공급망의 강건성(robustness)47)

한다.

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
하고 있다. 생산기지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

45)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주요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의료물자 수출제한과 국경폐쇄 조치는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훼손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6) ’11.3월

동일본에 발생한 지진으로 자동차, 기계 업종 등에서, ’11.10월 태국 방콕 인근 공업단지의 홍수로 전자, 자동차 업종 등에서 글로벌 부품 생
산·공급 중단이 발생하였다.
47) 복원력(resilience)은

충격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후 공급망이 정상 수준으로 작동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강건성(robustness)은
충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급처 다변화 등을 통해 생산이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iroudo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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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VC 복잡성과 코로나19 충격(태국)

이에 주요국에서는 실직자 소득보전, 고용유
지 등과 같은 사회보장 강화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향후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기본소득 도
입 등과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9> 참조).48)
그러나 이와 같은 빈곤·불평등 완화 정책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구직활동 유인저하 등과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Miroudot(2020)

만큼, 팬데믹 종료 후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
키면서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그림 22〉 전통적 GVC와 스마트 GVC 개념도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시된 실업급여 확대,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사회보장 강
화정책이 초래하는 비효율에 대해 유의해야 한
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Furman

자료: Deloitte(2020)

외(2020), Ganong 외(2020) 등은 CARES
Act49)를 통해 실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
함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활동이 위

 불평등 완화 정책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논의

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그림 23> 및
<그림 24> 참조), Barrero 외(2020)는 실업

코로나19 초기부터 저임금·저학력·비

급여 혜택, 기업의 적정수준 이상의 노동자 보

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유(employee retention) 조장 등으로 코로나

의 부정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됨에 따

19 충격에 대응한 노동시장의 효율적 자원배

라 소득계층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분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팬데

또한 무인화·자동화를 촉발하는 4차 산

믹의 영향으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되며 이

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 ICT 선도 기업

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소멸 가능성이

의 경영자들50)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

커짐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한층 강화되었다.

기되어 온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48) 미국은 상원의원 Mitt Romney, 하원의원 Gabbard, Ocasio-Cortez 등이 ‘Americans need cash now’라고 주장하였으며(3.17일), 유
럽의 경우 여론조사 기관인 Eupinion이 실시한 서베이 결과(3.5~25일중), 응답자의 71%가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loomberg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중 약 42%가 향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고용상황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5.15일).
49) 실직자는 기존의 실업수당에 더해 추가 실업수당(600달러)을 최대 39주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실직자 범위에 자영업자와 계약직을 포함하여 수혜대
상을 확대하였다. Kudlow 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실업수당이 일자리복귀 유인을 저하시킴에 따라 7월에 종료되는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
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6.14일).
50) Bill Gates(MS), Mark Zuckerberg(Facebook), Jack Dorsey(Twitter), Jeff Bezos(Amazon), Elon Musk(Tesl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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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범위와 규모가 실업급여를 크게 상회하

상황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단 개인이 기본

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제적 비효율과 재원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증진을 위한 인적

조달의 안정성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자본 축적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표 9〉 코로나19 초기 주요국의 사회보장 강화조치
국가

주요내용
·(3.27일)

「CARES Act」(총 2.2조 달러)
- 1인당 최대 1,200 달러의 현금 지원
- 실업수당 혜택 확대(기간연장, 대상자 확대, 금액 인상)
- 소기업, 자영업자 대상의 급여보호제도(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고용유지 세액공제(Employ Retention Credit)
- 재난구호기금(Disaster Loan Assistance) : 소규모사업자 대상, 450억 달러

·(4.21일)

추가 재정지원(4차 재정지원법안)
- 소기업 대출보증 지원을 위한 PPP 재원 확충(3,100억 달러)
-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및 코로나19 검사 지원(1,000억 달러)

·(3.28일)

즉시지원금 지급(영업정지 피해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 등 대상)
사회보장 지원법안(Sozialschutz-Paket)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 사회보험료·세금 면제 대상 확대
- 자녀보조금 금액 변경시 증명 요건 완화

·(4. 2일)

조업시간 단축(Kurzarbeit) 및 단축 보조금 지급

·(3.20일)

고용유지 지원계획(CJRS,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시행
세금납부 지연(Deferring VAT and Income Tax Payments Scheme)
연간수익 5만 파운드 이하의 자영업자 대상 보조금 지급(3개월)

·(5.12일)

고용유지 지원 계획(CJRS) 4개월 연장

·(3.18일)

2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Cura Italia) 발표 및 시행
- 근로자의 일시 휴직기금 지원 및 대상 확대(최대 9주)
- 긴급 재난 수당 지급(자영업자 대상)
- 일시적 육아휴직 혹은 육아 돌봄 수당 지급

·(3.17일)

피해가계 지원
- 취약가계 공공서비스(전기·수도 등) 사용보장
- 소득감소 가계의 모기지대출 상환 유예
임시 고용구조조정(ERTE) 제도의 유연화
- 사회보장세납입여부 상관없이 실업급여 보장
- 자영업자 영업중지시 실업급여 지급 및 사회안전보장세 납부 면제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림 23〉 CARES Act의 실업급여 증가 효과
(주당실업급여, 달러)
1,500

〈그림 24〉 소득구간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주당근로소득, 달러)

구직활동 위축 영역

여
급
업
실
1,000

=

득
소
로
근

1,710-6,538

CARES Act 도입전

1,327-1,710

CARES Act 도입후

1,058-1,327

CARES Act 도입 후 실업급여 스케쥴

917-1,058
673-917
567-673
481-567

600
500

CARES Act 도입 전 실업급여 스케쥴

500

자료: Ganong 외(2020)

1,000

(주당근로소득, 달러)
1,500

400-841
333-400
<333

(소득대체율, %)
100

200

300

자료: Ganong 외(2020)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21

제 2020-8호

하락하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세수재

 저생산성 지속 여부

원 부족으로 연결되어 세금인상을 유발하
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

(Daruich·Fernandez(2020)). 이에 대한

자 감소로 경제 전반의 자본축적이 부진해짐에

51)

대안으로 디지털세, 로봇세 등의 신설 을 통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해 확보한 재원을 이용하여 기술확산의 영향으

후 낮은 수준을 지속해온 생산성이 팬데믹 종료

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

이후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잠재성장률

법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세부담이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투자의욕

이들은 우선 기업부문에서는 수요둔화로 인

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일

한 기업퇴출 증가53), 창업 감소54), 장기 투자 수

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지적

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유인 축소55) 등으로 투자

되고 있다.

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문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구조 전환 추이

의 경우에는 실직, 교육기회 제약56) 등으로 인

를 감안해 볼 때,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 현상

적자본 투자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불

이들 중 일부는 이처럼 물적·인적 자본축적 둔

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

화로 생산성이 부진할 경우 성장동력이 약화되

장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

면서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고착될 가능성

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Fornaro·Wolf(2020),

OECD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보장

Benigno·Fornaro(2018) 등). 아울러 금리

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분

정책을 통한 경제 내 투자 활성화가 어려운 금

석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동 제

리하한(lower bound)에 직면한 경우에는, 특

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52)

히 자본축적 둔화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게

또한 Alexis(2020)는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크

되면 경제가 저성장 함정(stagnation trap)

지만 외부성이 강해서 민간부문의 지출이 어려

에 빠질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운 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초

반면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전쟁, 천재지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로서 공공투

변 등과 달리 뚜렷한 물적자본 파괴를 유발하

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 않았던 점57)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향후

51)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서 부과하는 세금을, 로봇세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52) Safeguarding COVID-19 Social Benefit Programmes from Fraud and Error(’20.6월)
53) Guerrieri 외(2020)는 방역조치 등에 의한 음의 공급충격이 내생적으로 큰 폭의 수요둔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기업 퇴출이 촉진되는 승수효과
(business exit multiplier)가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다.

54) Sedlácek·Sterk(2020)는 미국 기업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코로나19로 스타트업의 창업 감소, 생존률 하락, 퇴출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고 분석하였다.
55) Jordà 외(2020) 등은 중세 이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팬데믹 충격이 자본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56) Portes(2020)는 봉쇄조치로 학교 교육이 1분기 중단될 경우 영구적으로 2~2.5%의 소득 감소가 발생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57) del Rio-Chanona 외(2020)는 전쟁, 천재지변 등과 달리 코로나19는 뚜렷한 물적자본 파괴를 유발하지 않은 데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비경
제활동인구인 고령층에 집중되어 노동력 손실도 크지 않아 생산투입 요소의 양적 측면에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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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가 무형자산 집약적으로 전환될 것을

종료 이후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어떻게 대응

감안하면 팬데믹 종료 이후 생산성이 받는 부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최근 대두되고

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있다(di Mauro·Syverson(2020)). 이러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AI·빅

한 견해는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롭

데이터 등 4차 산업관련 신기술과 결합한 무형

게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부문을 중심

자산58)이 확산되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

으로 산업의 재편이 용이하도록 노력하는 것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 및 생

이 중요하다(UNDP, 2018)는 점을 지적하

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있다(<그림 25> 및 <그림 26> 참조). 이는 확

규제개선,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장성, 파급성 등을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네

구조개혁 등은 특별한 투입요소의 증가 없이

트워크 효과59)와 결합할 경우 한계생산체증 현

도 이를 가능케 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

60)

상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 시킬 수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다

있다(Haskel·Westlake(2017))는 점에 기

만, 이와 같은 자원의 재분배 과정은 기업역

인한다.

동성 저하61), 소득불균형62) 확대 등과 같은 부

한편 생산성이 자본·노동 등 투입요소뿐

정적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만 아니라 관측되기 어려운 요소(Solow’s

있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되고 있다(Koh 외

residual)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2016), Crouzet·Eberly(2018), Aghion

감안하면, 향후 저생산성 지속 여부는 팬데믹

외(2019), Lashkari 외(2019)).

〈그림 25〉 무형자산과 생산성 간 관계

〈그림 26〉 S&P 500대 기업의 유형/무형 자산 비중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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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식, 소프트웨어, 브랜드 가치 등 비물리적인 성격의 자산(intangible asset)을 의미한다.
59) 수요자가 체감하는 상품·서비스의 이용가치가 해당 상품의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60) Bloom

외(2012), Jorgenson 외(2016), Corrado 외(2017), Brynjolfsson 외(2019) 등은 ICT 기술과 무형자산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61) Aghion

외(2019), Akcigit·Ates(2019), OECD(2019) 등은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승자독식 구조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기술 파급성 저하 등으로 후발 또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 유인이 저하되면서 기업 동학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62)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시너지와 파급효과는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반면,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 양극화,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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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둘째, 방역정책과 경제정책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

금년초 본격화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하여 방역·경제정책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야

주요국이 전례없이 과감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

하겠다. 특히 봉쇄조치 조기 완화65)에 따른 보

행하고 있으나, 향후 전염병 통제와 경제회복

건리스크 상승으로 봉쇄조치를 재도입하는 경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우 상당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

이다.63) 보건 측면에서 2차 확산 우려 제기 등

는 만큼 봉쇄조치 수준, 시행 기간 등에 대한

으로 팬데믹 종료가 요원한 가운데, 기실시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경제정책의 실효성, 경제환경·구조 변화 방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데믹

향 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

종료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구조 변화에 대한

책대응 단계로 보면 중앙은행 중심의 유동성

모니터링 및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 단계가 마무리되고 지급능력을 보전하는

통해 통화정책 여건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64)

단계로 이행하는 상황 으로 팬데믹 장기화,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경제회복 지연 등에 따라 지급능력 보전 차원

있을 것이다.

의 추가 정책, 경기회복 촉진 등과 관련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진행상황, 정책대안 관련 논
의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촉진(및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재정정책
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
을 두어야 하겠으나 보건·경제상황에 대한 불
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유동성 및 지급능
력 관련 정책 추가·연장 필요 여부도 계속 점
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국내 보건 상황뿐 아니라 주요국의
보건·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국면 판단 시 더욱 신중할 필요
가 있다.

63) Rogoff 하버드대 교수는 보건충격과 경제충격이 결합한 이번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 등의 보건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와는 본질적으
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충격(This time is different)이라고 언급하였다(Bloomberg, 5.18일).
64) Cartens BIS 사무총장은 팬데믹으로 초래된 위기의 주기(life cycle of pandemic-induced crisis)를 유동성, 지급능력, 경기회복 등 세 가지 국
면으로 구분할 경우 현재 세계경제는 유동성 국면의 막바지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5.27일).
65) 5월말 본격적으로 봉쇄조치를 완화한 미국(6.1일 1.6만명 → 6.16일 2.3만명)과 사우디아라비아(5.29일 1.6천명 → 6.17일 4.9천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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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코로나19 충격의 파급경로
코로나19 충격은 감염 리스크에 따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방역정책에 대한 반응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며 이러한 충격의 영향은 실물·금융간, 국가간 공급망 등을
통해 확산

 실물경로
팬데믹 충격은 1) 감염리스크에 대한 경제주체의 최적화 과정 및 2) 전염병 확산억제를
위한 방역조치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
○ [내생적 경로] 전염병 동학*(SIR)을 고려한 거시모형 연구 분석 결과 경제주체가 안전
위험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소비활동과 노동공급 활동을 축소
* Kermack·McKendrik(1927)이 제안한 전염병 확산 모형으로, 인구 내 비감염자(Susceptible)·감염자
(Infectious)·완치자(Recovered) 비중 변화의 동학을 Markov Chain으로 포착

■ 최근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감염위험 증가 시 경제주체의 자발적 이동이 감소하
고, 전염병 위험 노출 소지 증가 업종의 소비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Engle 외
(2020), del Rio-Chanona 외(2020))
○ [방역정책 경로] 방역조치에 따라 노동공급 위축, 공급망 장애에 따른 생산 둔화와
함께 대면접촉 제약에 따른 소비활동 및 소비심리 제약 등으로 수요부문이 위축
■ del Rio-Chanona 외(2020)는 노동공급은 질병으로 인한 인력손실보다는 방
역정책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비필수업종 중 재택근무 전환이 어려운
부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국가별로 보면 신흥국(12.9%, Saltiel(2020))의 재택근무 가능 직종 비중이
유럽 선진국(28.1%, Boeri 외(2020))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흥국이
노동공급 감소 충격에 더 크게 노출
■ 또한 자국내 공급망과 글로벌 공급망(GVC)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려워 각 산
업의 전·후방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
* Barrot 외(2020)는 프랑스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산업 간 연계
(production network)를 통해 확대(연간 성장률 -9.2~-5.6%p 하락)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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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택근무 가능 및

주요 유럽 선진국의 노동제약에 따른

필수업종 근로자

근로가능 종사자 비중(%)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영국
자료: del Rio-Chanona 외(2020)

이동(O)
접촉(O)

이동(×)
접촉(O)

이동(×)
접촉(×)

23.95
28.22
28.70
25.44
30.74
31.38

31.27
32.80
32.93
29.05
34.33
34.63

46.23
47.87
48.93
42.93
49.17
47.71

자료: Boeri 외(2020)

 금융경로
[차입경로] 실물부문의 부진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급격한 부채 증가 등으로 초래되
는 금융부문의 불안정이 코로나19 충격을 확대시키는 경로로 작용
○ Faria-e-Castro(2020)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DSGE모형을 통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둔화 충격 발생 시 차입자의 부채부담 증가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을
제시
■ Elenev 외(2020)는 기업수익 감소로 부실이 커진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서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negative feedback loop)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
[금융자산 경로] 주식,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통해 실물충격이 증폭
○ Baker 외(2020a)는 경제내 연계성 심화, 정보활성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충격
의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과거 전염병 사례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공통충격인 코로나19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flight to quality)하면서 달
러자금 조달 비용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Bahaj·Reis(2020))
■ Stefan 외(2020)는 달러 자금 조달시 헤징을 위해 사용되는 FX 스왑 비용 추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수급여건이 악화되며 달러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
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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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염병 사례와 코로나19시

최근 통화별 FX스왑을 통해 살펴본

주식시장의 변동성 비교

달러자금 조달비용1) 추이

(전염병 EMV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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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달러자금 수요가 커질수록 음(-)의 절대값이 커짐
자료: Stefan 외(2020)

 기대경로
코로나19 충격은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를 증폭
○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존재는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 및 모호성 회피성향을
강화시켜 총수요 위축을 유발
* Bu 외(2020)는 중국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위험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됨
을 보임

■ Baker

외(2020b)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대공황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미국 성장률 감소
폭의 절반이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고 분석
○ (비관적 기대심리)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가 왜곡되어 비관
적 기대가 심화될 경우 군집행동(herd behavior) 등을 통해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
향이 파급
■ Baldwin·di Mauro(2020)는 코로나19 발병속도에 대한 실제 자료와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인지편향(cognitive biases) 오류로 개인들이 공황상태*에 빠
져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 제기
* Fetzer 외(2020)는 Google 검색 및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의 사망률과 전
염성에 대해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심리적 불안을 심화

■ Mann(2020)은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 방식*, 가계 및 기업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
다고 주장
* Ambrocio(2020)는 유럽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방역조치의 강도가 강할수록 경제심리를 급격히 위
축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
** Céspedes 외(2020)는 기업 차입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비관적 기대심리가 강화될 경우
차입여건 악화를 초래하여 실물부문 고용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이론적으로 제시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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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확실성과 비관적 기대심리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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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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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tzer 외(2020)

○ (기대훼손)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충격은 경제주체의 기대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함
에 따라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 걸쳐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
*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를 경험한 시장참가자들이 금융시스템 붕괴와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변화

■ Kozlowski 외(2020)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경제주체
들이 향후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
출량 감소 현상이 심화된다고 분석*
* 기대의 구조적 변화로 코로나19 충격이 종료된 후에도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가
저하되고, 이에 자본스톡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면서 노동수요 회복이 제약되고 산출량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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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코로나19 충격의 특징

코로나19는
기존 경제적 충격과 달리 전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른 수요·공급 위축
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확산
① (경제주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충격) 코로나19는 기존 팬데믹 대비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보이며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전염병 충격으로 작용
* 기초재생산지수 기준 1.4~5.7 수준으로 과거 팬데믹 사례를 이미 초과

② (방역정책에

의한 간접적 충격 유발) 전염확산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된 방역정책(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으로 생산 및 수요 활동이 제약되
면서 부정적 영향이 확대
○ 방역정책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정부 개입을 통
해 내부화함으로써 사회적 후생감소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행(Jones 외(2020),
Garibaldi 외(2020))
*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infection externality)과 의료시설 부족에 따른 혼잡비용(congestion
externality)의 두 가지 외부성이 대표적

항공편 운행 감소율
0

이동제한 정책 전후 경제활동 변화(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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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plan 외(2020)

③ (글로벌

경제충격) 코로나19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아우르는 대부분 지역
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공통충격(common shock)으로 작용*
* Noy 외(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별 경제위험 지수 추산 결과,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이 취약한
신흥국(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등)의 경제적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

○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생산감소, 운송 지연 등의
음(-)의 공급충격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확산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수출규제 정책을 취한 국가들

주: 5/29 기준(Global Trade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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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코로나19 충격의 부문별 경제적 영향
1. 내수부문에 대한 영향
(민간소비 위축) 코로나19 충격은 방역정책에 의한 소비활동 감소과 함께 전염병 감염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불안을 유발하면서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
○ G7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조치는 해당국의 민간소비를 1/3 가

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OECD, 4.14일)
■ 품목별로는 관광, 여가, 운송 등 서비스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의류, 가
구, 가사용품(household equipment) 등의 재화소비도 감소
* Faria-e-Castro(2020)도

코로나19로 인해 접촉집약적 서비스(contact-intensive services) 소
비가 큰 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을 통해 파급효과가 증폭된다고 분석

■ 또한 고령층·자녀보유 가구의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계층의 전염병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Baker 외(2020c))
봉쇄정책이 G7국가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 감소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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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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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동제한정책 시행직후인 3/18-3/27 기준
자료: Baker 외(2020c)

○ Engle

외(2020), del Rio-Chanona 외(2020) 등의 실증분석에서도 감염위험 증

가 시 경제주체의 자발적 이동 감소로 전염병 위험 노출 증가 업종*의 소비가 축소되
는 것으로 분석
* 감염병

확산시 예술 및 여가서비스(-80%), 음식숙박업(-80%), 운송업 및 창고업(-67%) 등의 수요가 대
폭 축소(미 의회예산처(2006))

한편 전염병 진행 및 경기전망 관련 높은 불확실성으로 민간지출의 이연 현상이 발생하
면서 소비둔화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
○ 코로나19는

전염병 자체의 불확실성(감염속도, 치명률, 등)이 큰 데다 이에 대한 경

제주체의 대응과 행태변화 예측도 쉽지 않아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Baldwin·di Maur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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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ne

외(2020)는 전염병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이연되는 경로
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한다고 분석
전염병 관련 불확실성 요인
전염병 관련
·팬데믹 진행경로
·확산률·사망률의 정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과정
·봉쇄정책의 강도와 효과

경기침체 관련
·공급망 붕괴의 정도
·생산성 감소 정도(R&D, 인적자본 등)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파급효과
·소비구조의 변화
·경제주체 행태의 변화(위험회피 성향 등)
·경제주체들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
·재화가격의 변동성

자료: IMF(2020), Baker 외(2020b)

(기업투자 감소) 기업투자는 수요둔화, 기대손상 효과(belief-scarring effect), 투입
요소 제약, 유동성 제약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
○ 경제

내 전반적 수요둔화는 기업투자 여력을 직접 제약하는 한편 기업퇴출 규모를

확대시켜 총투자를 축소
■ Guerrieri 외(2020)는 케인지언 공급충격 이론을 통해 방역조치로 인한 공급충
격이 내생적으로 큰 폭의 수요둔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수요둔화가 기업 퇴출 및
투자 감소를 촉진(business exit multiplier)한다고 분석*
* 음(-)의 공급충격이 생산·고용 조정과정을 통해 수요부문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수요충격이 증폭되
면서 당초 공급충격만을 감안한 것보다 총생산 감소폭이 확대

○ 코로나19와

같은 극단적 사건(tail event)의 실현을 경험한 기업은 향후 유사한 사

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가역적인 투자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Corsetti 외(2020))
■ Kozlowski 외(2020) 역시 DSGE 모형을 통해 경제주체가 기대손상(beliefscarring)으로 향후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음을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노동공급 감소(sudden stop)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향후 투자유인 역시 약화
■ Carillo·Jappelli(2020)는 스페인 독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팬데
믹 발생 시 노동-자본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
축될 수 있다고 분석
* Karlsson 외(2014)는 스페인독감 당시의 스웨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팬데믹이 자본소득에 강
한 음(-)의 충격을 주었다고 분석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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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dà 외(2020)는 유럽 실질금리(1314~2018년) 추정을 통해 팬데믹 발생은

실질금리 하락을 유발한 후 이전 수준 복귀 시까지 평균 40년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이는 팬데믹 충격으로 투자유인 저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

스페인독감이 스웨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자료: Karlsson 외(2014)

팬데믹 충격에 대한 실질중립금리의 충격반응곡선

주: 음영은 ±1S.D. 및 ±2S.D. 신뢰구간
자료: Jordà 외(2020)

2.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비자발적 노동공급 감소) 코로나19에 의한 노동손실은 크지 않으나 방역조치로 노동공
급이 큰 폭 감소하고, 통상 경기침체기에 증가했던 여성고용도 공급여건 제약으로 축소
○ 비경제활동인구인

노령층 중심의 높은 치명률, 자동화를 통한 노동대체 등으로 인
력손실은 제한적이나 작업장 폐쇄, 이동제한 등의 봉쇄정책으로 노동공급이 비자발
적으로 크게 위축
■ del Rio-Chanona 외(2020)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효과는 질병(-4.9%)과 사망(-0.8%)보다 봉쇄정책(-21.0%)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추산
각국의 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1)

부문별 고용 및 노동시간 감소율(미국)
<고용 감소율>

(%)
이탈리아

한국

중국

0.0

0.0

0.2

0.1

0.0

0.2

0.3

0.2

0.2

0.9

0.2

0.4

10.6

0.7

1.3

2.7

3.6

주: 1) 중국 2/11, 한국 6/5, 이탈리아 6/3 기준
자료: China CDC, 질병관리본부, Statista

한국은행

32.4

2.7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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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10.8

8.0
70대

26.4

14.8
80+

-20

0

예술여가 56.4
음식숙박 52.9
기타 23.6
행정지원 19.8
부동산임대 19.8
운송보관 17.8
제조 17.5
정보서비스 16.1
교육서비스 15.9
소매 13.3
건설 12.9
보건사회보장 12.9
도매 10.9
전문과학기술 8.9
공공행정 8.2
금융보험 3.3
농업
전기가스수도 -3.8

20

40

<근로시간 감소율>
60

0

5

2.8
2.1

10

5.1
5.8

(전기대비, %)

주: 2/15-4/11 기준
자료: Cajner 외(2020)

2.5

20
19.2
18.6

8.6

8.0

4.0
4.3
3.4

0.9
1.2
0.5

15

4.3

10.0
9.4

(전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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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이 코로나19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데다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약화
■ Coskun·Dalgic(2020)은 남성이 경기순응성이 높은 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침체시 여성 고용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으나,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서비스부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어 여성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
■ Alon 외(2020)는 봉쇄조치로 양육 부담이 늘어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비경제
활동인구로 편입될 소지가 있음을 제시
- Alstadsæter 외(2020)는 노르웨이 취업통계를 이용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
득 여성 근로자의 퇴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실증적으로 제시

성별에 따른 취업자수 경기순환

주: 음영은 수축국면을 의미
자료: Coskun·Dalgic(2020)

자녀 유무에 따른 퇴직비율

주: 소득 분포에서 해당 백분위(percentile)에 위치한 여성 근로자의 퇴직
비율을 의미
자료: Alstadsæter 외(2020)

(노동수요 감소) 코로나19 충격의 실물파급 효과와 심리위축 등에 따른 수요둔화 영향
으로 전반적인 노동수요도 감소
○ ILO(2020)는

여행, 관광, 음식점 등의 수요 급감으로 해당 부문의 고용 및 근로시
간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근거로 2/4분기 세계 총노동시간이 전기대비 10.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Kahn 외(2020)는 미국 실업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노동수
요 감소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산업에서 나타난
다고 분석
○ Barrero(2020)에

따르면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 해고(layoff) 건수 중
42%가 기업 퇴출 등에 따른 일자리 영구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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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건수 및 실업급여 신청건수(미국)

<’20 1/4분기>

실업급여 신청건수(천 건)

900

구인건수(천 건)

국가그룹별 총노동시간 감소율 전망

6000

(전기대비, %)

<’20 2/4분기>

5

10 0
10.7

저소득 1.7

8.8
11.4
9.9
12.2

중저소득 1.9
중고소득 8.8

실업급여
신청건수

2000

고소득 2.3
(지역별)

아랍 2.1

0

500

첫째주
3월

아시아, 태평양 6.5

첫째주
4월

유럽, 중앙아시아 3.0

자료: Kahn 외(2020)

10

15

9.5
13.1
10.3
10.0
12.9

아프리카 1.7
아메리카 1.7

첫째주
2월

5

세계 4.8
(소득수준별)

구인건수

700

0

주: 전기 대비, 계절조정
자료: ILO

3. 교역에 대한 영향
코로나19 충격으로 광범위한 여행제한 조치와 국경·공항 폐쇄 등으로 전 세계의 인
적·물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급감
○ 금년

1/4분기 글로벌 교역량은 전기 대비 3% 하락했으며, 2/4분기에는 27% 하락

할 전망(UNCTAD)
○ ’20.1/4분기중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며 주요국 봉쇄조치가 시

행된 3월에만 57%나 급감*(UNWTO)
*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관광객 6,700만 명, 국제관광 수입 800억 달러 감소

글로벌 상품교역량 변동률

’20 1/4분기 관광객수 감소율

(%)
0

유럽
’19년: 7억 4400만명(+4%)
’20년 1/4분기: -19%

아시아

-10

’19년: 3억 6100만명(+4%)
’20년 1/4분기: -35%

아메리카
’19년: 2억 2000만명(+2%)
’20년 1/4분기: -15%

-20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19년: 7300만명(+6%)
’20년 1/4분기: -12%

’19년: 6400만명(+7%)
’20년 1/4분기: -11%

세계

-30

1

2
3
2018

4

1

2
3
2019

4

’19년: 15억명(+4%)
’20년 1/4분기: -22%

1
2
2020
자료: UNWTO

주: 계절조정, 전기 대비 증감률
자료: UNCTAD

WTO는 ’20년 세계무역 규모(실질기준)가 전년대비 13%에서 최악의 경우 3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 특히

북미 지역의 수출은 차후 경제여건에 따라 전년대비 17.1%~40.9%, 아시아

지역은 13.5%~36.2%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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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상품 교역량 전망
140

지역별 상품 교역량 증가율 전망

(2015=100)

120
100

낙관 시나리오

80

비관 시나리오

60
40

00

05

10

과거치
낙관 전망시 비관 전망시
’18 ’19 ’20
’21
’20
’21
2.9 -0.1 -12.9 21.3 -31.9 24.0

11~18 추세선

90~08 추세선

15

20

22

자료: WTO (2020)

세계
수출
북미
유럽
아시아
수입
북미
유럽
아시아

3.8 1.0 -17.1 23.7 -40.9 19.3
2.0 0.1 -12.2 20.5 -32.8 22.7
3.7 0.9 -13.5 24.9 -36.2 36.1
5.2 -0.4 -14.5 27.3 -33.8 29.5
1.5 0.5 -10.3 19.9 -28.9 24.5
4.9 -0.6 -11.8 23.1 -31.5 25.1

자료: WTO (2020)

○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역시 금년 중 글로벌 관광객수는 주요 코로나19 확산

국가들의 여행제한 정책의 해제시점에 따라 전년대비 58~78% 감소할 것으로 전망

주요 확산국(12개국)이 여행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
54
39

40

캐나다

42

20
이탈리아
스페인

0
관광객
자료: UNWTO

1600

(백만명)
1462

1400
1200
1000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브라질

세계 관광객수 전망

893

800

692

’09 GFC

600
’03 SARS

400

-300만명
(-0.4%)

200
0
관광수입

관광지출

00

05

-3700만명
(-4.0%)

10

’20 팬데믹 시나리오
610
시나리오 1 -8억5000만명(-58%) 440
시나리오 2 -10억2000만명(-70%)
시나리오 3 -11억4000만명(-78%) 320

15

20

자료: UN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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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미 연준 및 정부의 주요 정책대응
수혜 대상
공통

가계
(노동자,
소비자)

유동성(liquidity) 지원

지급능력(solvency) 보전

·정책금리 인하(총 150bp)

·TALF(Term ABS Loan Facility)1)
·학자금대출 및 주담대 상환 시한 연장
·연방소득세(자영업자 포함) 납부시한 연장

기업

·TALF1)
·고용세 예치기간 및 납부시한 연장
·CP 및 ABCP 매입(CPFF2))
·회사채 매입(PMCCF3), SMCCF3))
·중소기업 대출채권 매입(MSLP4))
·여객항공업, 항공운수업 등 직접피해기업에 대출

금융부문

·미 연준의 장기국채 및 MBS 매입6)
·금융기관에 대출(MMLF7), PDCF8))을 실시하여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PPP 참여 은행에 대출(PPPLF9))
·Repo 종류 및 거래한도 확대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 인하
·일중당좌대출 지원 확대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은행규제 일시 완화

지방정부

·CPFF 및 MMLF의 적격담보에 지방정부채 추가
·지방정부채 매입

·재난소득 현금 지급
·실업급여 대상 확대, 금액 상향 및
수급기간 연장
·고용주에게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

·소기업 고용유지자금 지원(PPP5))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금 지급
(1,500억달러)

주: 1) SPV를 통해 학자금대출, 오토론, 신용카드론 등 관련 ABS 보유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대출(최대 1천억달러)해줌으로써 가계(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간접 지원
2) CPFF(Commecial Paper Funding Facility): SPV를 통해 CP와 ABCP를 매입. 이를 통해 기업 및 지방정부 단기자금 조달 원활화를 도모
3) PMCCF(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및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PV를 통해 발행시장
(PMCCF)에서 투자등급 회사채, 유통시장(SMCCF)에서 투자등급 회사채 및 ETF 매입(PMCCF와 SMCCF를 합하여 최대 7.5천억 달러). 이를
통해 대기업 자금 조달 원활화를 도모
4) MSLP(Main Street Lending Program): SPV를 통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채권을 매입
5)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재무부의 지원하에 SBA(Small Business Association)가 보증하여 소기업에 고용유지(최대 8주)를
조건으로 대출. 조건 충족 시 원리금, 제비용 등 상환 면제
6) 미 연준은 이를 양적완화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언론 등은 이를 양적완화로 지칭
7) MMLF(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보스턴 연준은 금융기관이 MMMF(Money Market Mutual Fund)를 매입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자금을 MMMF를 담보로 대출
8)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뉴욕 연준은 등록된 PD에게 투자등급 채권, 지분증권 등을 담보로 최장 90일 대출
9) PPPLF(PPP Liquidity Facility): PPP대출을 실시한 은행에 PPP를 담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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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신흥시장국 및 저소득 개발도상국 정책대응
선진국 대비 정책제약이 많은 신흥시장국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선진국과 같은 규
모의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으나, 과거에 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① [중앙은행]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대부분의 신흥국 중앙은행은 자본유출 우려에 따라 금리

인상을 추진한 반면, 금번 팬데믹 사태에서는 다수의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이 큰 폭
의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
■ 인도, 폴란드 등 일부 신흥시장국 증앙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국채 및 회사
채도 매입
신흥국 중앙은행의 정책대응1)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규모1)
(GDP대비, %)
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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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주: 1) 좌축은 신흥국 중앙은행 정책금리의 단순평균, 우축은 자산매입을
실시한 중앙은행 수
자료: BIS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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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폴란드

주: 1) 금년 3월 이후 국채 매입액에 한정
자료: J.P. Morgan, Global EM QE Tracker (2020.6.8)

② [정부] 세금 감면 및 이연, 신용보증, 대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계 및 기
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재정지출의 규모는 선진국에 크게 미달
코로나19에 대응한 신흥시장국과 선진국의 통화·재정정책 비교
<정책금리 인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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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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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MF 등 국제적 지원] 신흥시장국의 정책제약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IMF, 미 연준 등
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신흥시장국을 적극적으로 지원
○ IMF는

긴급대출을 통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다수의 신흥시장국에 자금을 지원하

였으며, 미 연준은 신흥시장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
최근 각국 정부가 세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킴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상승(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IMF Fiscal Monitor, 2020.4)
○ IMF(2020.6)는

2020년 중 전세계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약 19%p 상승

할 것으로 전망
급증한 정부부채는 향후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상
대적으로 신흥시장국(개발도상국 포함)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향후

예상되는 세수,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한 정부부채는 저소득국일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수많은 국가들* 외에도 다수의 신흥시장

국들이 향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
* Georgieva IMF 총재는 4.15일 현재 100개국 이상이 이미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언급

■ 물론 신흥시장국 내에서도 국가별 사정에 따라 향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의 정도
는 차별화*될 전망
* Daly

외(2020.5)는 2021년중 특히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나이지리아, 브라질, 가나 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

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및 세수대비 이자부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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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Fiscal Monitor(20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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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코로나19 이후 거시환경 변화
가.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가 계] 미시적으로는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온라인 소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가
운데 거시적으로는 총소비 개선이 미진할 가능성
* 행동과학자인 Van Bavel 외(2020)는 감염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정보에 크게 의존하면서 방
어적 성향이 강화된다고 분석하였으며, Accenture社는 대면접촉 활동이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여 경제주
체 간에 일종의 ‘신뢰비용(cost of confidence)’이 발생하면서 대면접촉을 꺼리게 된다고 주장

○ 비대면·비접촉

성향 강화로 공유·구독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소비방식이
정착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중심으로 소비되던 교육·의료·금융 등 서비스 소비도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McKinsey社(2020)의

12개국 소비자 대상 서베이 결과, 11개국에서 원격교육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8%가 향후 원격의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Fu·Mishra(2020)는

74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빈도
가 코로나19 이후 24~32%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핀테크 서비스
가 전환점(tipping point)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
○ 또한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선호의 상흔(scar)으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됨에 따
라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면서 총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 Coibion

외(2020)는 팬데믹으로 인한 기대소득 하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
후 미래 수요의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요침체의 상당 부분이 예비
적 동기에 의한 저축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
[기 업] 코로나19의 영향과 4차산업 관련 혁신기술 확산 등으로 인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업 운영 행태변화가 예상
○ 팬데믹으로

경영중단 위험을 경험한 기업은 비용 최소화를 위한 원가절감 역량보다
는 상시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가치사슬 전과정의 회복 탄력성과 위험절감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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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머신러닝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생산·공급망의 안정성(stability) 확
보, 신속한 리스크 파악·관리(agility), 플랫폼 공유·표준화를 통한 복원력
(resilience)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가치

전달방식 측면에서 보면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시 비대면 확대 요구에 따라 원
격서비스, 온라인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유통 방식이 확대될 전망
■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추어 가치전달 채널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업
체들의 온라인 연계가 강화되고 온라인 자영업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팬데믹

기간 중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공간 내에서 화상회의, 음식료품·필수재 배송, AI기반 감염자추
적, SNS,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대체(Accenture(2020))

■ 또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고객 행동 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의 기법도 강화될 것으
로 예상(KPMG(2020))
○ 기업의

가치생산 측면에서도 팬데믹 경험으로 인해 무인화와 원격근무* 등의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 보편화되며 작업방식의 혁신(working innovation)이 진행될 전망
* Barrot

외(2020)는 유럽 15개국 횡단면 자료 분석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근무 가능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GDP 감소폭이 작았다고 분석

○ 가치사슬의

기초인 자본 측면에서는 설비 등의 유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
자산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생산·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투자도 증
대될 것으로 예상
* 신뢰, 규범, 윤리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지역사회·협력업체 간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Albuquerque 외(2020)는 사회적 자본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주가변동성이 작았다
는 실증분석을 제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행태 변화

자동화 대체 비율 전망(2030년)
27

기존 이용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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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의 크기는 잠재적으로 대체될 일자리 수를 의미하며, 전일제 근로자
(FTE)로 측정, 원의 색은 평균연령 구간을 나타냄
자료: McKinse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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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평등의 심화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직접 손실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 가능성
이 더 커서 소득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될 전망*
* IGM 리서치센터(시카고大)가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고 ⅱ) 봉쇄조치는 소득계층간 교육 혜택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ⅲ) 저소
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응답(4.13일)

○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비필수·대면집약(non-essential &
contact-intensive) 업종에서 저임금·저학력·비정규직·여성 등 취약계층 고
용 비중이 높아 고용 양극화가 심화(pandemic job divide)될 우려
■ Reich

前 美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가능 여부, 필수부문 종사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가 계층별로 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평등도 확대
될 것이라고 경고(Guardian, 4.26일)
○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감염 시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워 동 그룹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
■ 빈곤층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양성 비
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orjas(2020)),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Sá(2020))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는

청년층·저학력·저숙련·여성·이민자 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저임금
직종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Furceri 외(2020),
Joyce·Xu(2020) 등)
■ 고·중학력

근로자 고용률의 경우 충격의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저학력 근로자
의 경우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5%p 이상 고용률 감소가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Furceri 외(2020))
- 특히 저소득층은 자산보유 규모가 고소득층에 비해 작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력도 부족(Kaplan 외(2020))
■ 비공식부문(informal

economy) 중 팬데믹 충격에 취약한 부문의 여성고용 비
중(42%)이 남성(3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용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
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Alon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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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조치로 영향을 받은 부문의 계층별 고용상황
<성별 및 연령별>
40

비율(%)

<소득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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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yce·Xu(2020)

거시적으로는 국가별·기업별로도 불평등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비공식부문과

저임금부문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의 경제적 충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 고소득 국가와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소지
(Saltiel(2020))
총고용의 구성:부문, 고용보호여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자료: ILO(2020)

○ 높은

생산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지닌 선도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지
배력이 한층 강화되지만, 후발기업은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기업 역동성(business
dynamism)이 위축될 가능성
■ Economist誌는 신용위험(CDS), 영업이익, 현금여력, 레버리지 등의 측면에서
높은 복원력을 가진 소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시장지
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3.26일)
* 팬데믹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Microsoft, Apple,
Facebook 등 ICT 기업이 40%, Roche, Johnson&Johnson 등 헬스관련 기업이 24%를 차지

■ Gordon(2015)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 오히려 기업역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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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축적 둔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 부문의 자본축적이 제약됨에 따라 팬데믹 종료 이후 경제 내
생산성 증가세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기
 업) 신용경색, 수요둔화 등으로 투자 여력이 제한되는 데다 기업퇴출 증가, 스타
트업 창업 제약 등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하면서 생산성 둔화요인으로 작용
■ 또한 투자의 비가역적 성격*, 자본의 투자수익률 하락 가능성 등도 기업의 자본
축적에 부정적 요인
* Corsetti 외(2020)는 2부문 SIR-macro 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의 비가역성으로 코로나19의 투자에
대한 부정적 충격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

○ (가
 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교육여건 제약 등으로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
할 경우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
* Davis·Wachter(2011)는 경기침체기의 실직은 소득에 더 큰 충격을 미치고, Jarosch(2014)는 실직에
따른 근무경험 상실로 경기회복기에 취업이 제약한다고 분석하여 실직자의 인적자본 축적이 어려울 가능성
을 시사
** Haltiwanger 외(2017)는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경기수축 국면에서 일자리 사다리(job ladder)로부터 이
탈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이탈한 경우 다시 일자리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

■ 실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축적해온 업무-특정적 자본(job-specific capital)을
소멸시키는 데다 이력현상(hysteresis)으로 인해 실직자의 향후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제약(Portes(2020))
*
■ 봉쇄조치

로 학교 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항상소득에 영구적인 영

향을 미칠 소지
* Burgess·Sievertsen(2020)은 봉쇄조치 등에 의한 휴교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될 우
려를 제기

■ 또한

코로나19에 걸려 회복되더라도 발병 이전의 건강상태를 담보하기 어려워
신체적 기능 저하*에 의한 생산성 하락 가능성도 제기
* Wu 외(2017)는 완치 후 12년이 경과한 SARS 환자들을 조사하여 이 중 절반 이상이 폐질환, 고지혈
등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또한 팬데믹 기간중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형자본을 포함한 자본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Fornaro·Wolf(2020),

Benigno·Fornaro(2018) 등은 정책금리 하한(lower
bound) 제약이 있을 때 투자가 급감하여 생산성이 하락하면 경제가 저성장 함정
(stagnation trap)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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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경제주체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총수요 곡선이 굴절된 모습(kinked)을
보일 때, 생산성 감소와 고용·투자 위축 간의 악순환(doom loop)이 형성되면
서 저성장이 고착될 가능성을 제시
■ 아울러 민간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경우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
생산성과 투자의 관계
<투자부진에 의한 저성장 함정1)>

<투자확대에 의한 저성장 함정 탈출2)>

주: 1) 투자 부진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하락(g1 이하)하여 고용이 [l2~l1] 에 있는 경우, 생산성 감소와 고용·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저성장 함정
(E2)이 고착됨
2)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성이 증대되어 저성장 함정을 극복(E2→E3)
자료: Fornaro·Wolf(2020)

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기 도래
팬데믹에 대한 경험은 신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사회구조의 디지털화를 촉진
○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는 디지털 기술이 일반목적기술*로 전환되는 데 기여
*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증기기관, 철도, 전기,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예

■ Ferretti 외(2020)는 AI·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코로나19를 조기 추적·진단
함으로써 개인별·실시간 맞춤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봉쇄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도 효율적으로 감염병 곡선의 평탄화가 가능하다고 분석
○ 전염병 확산 억제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등이 지닌 공공재로서의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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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선추적 앱(health
code)을 활용하였으며, 미국**, EU*** 등도 ICT 기술을 활용한 방역대책 계획을
추진
* Xiao(2020)는 중국의 322개 도시에서 ’20.1~3월중 동선추적 앱을 활용한 결과 전염률이 감소하고 경
제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 GDP의 0.5~0.8%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 미국 Apple 및 Google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 추적기술
을 개발(4.10일)하였으며, MS社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의 수집·공급 로봇인 ‘플라스마봇’을 의료
기관에 배치(4.21일)
*** EU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8개 주요 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데이터 정보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접
목하여 감염자 및 취약지역 파악에 사용할 계획(4.8일)

추적시간 지연에 따른 격리정책의 효율성 변화
<확진·접촉 3일 후 격리할 경우>

<확진·접촉 즉시 격리할 경우>

접촉자 추적 성공률(%)

접촉자 추적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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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파율 r›0은 전염병이 확산됨을, r‹0은 감소함을 의미하며 점선은 전파율 경계선(r=0)의 불확실성을 반영
자료: Ferretti 외(2020)

한편 팬데믹 이전부터 산업간 융합 등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한 디지털 부문이 더욱 빠
르게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가능케 되어 새로운
산업질서가 구축될 전망(Wuest 외(2020), PwC(2020) 등)
* AI와 빅데이터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2016~21년 중 각각 연평균 약 43.5% 및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IDC, 2019.4월)

○ 제조업의

경우 생산-물류-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
여 생산구조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Forbes(2020))
*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생산단계에서 서비스 중간투입의 비중이 확대되고 제품 판매 후에도 서비스 이용
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하는 등 산업의 서비스화로 가치사슬이 확장

○ 서비스업은

핀테크·무인점포·스마트행정 등과 같은 비대면 형태로의 전환이 활
발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급
도 확대될 전망 (World Economic Forum(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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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변화와 경제·사회 제도 간 괴리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제기
○ 자동화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규모가 신규 창출 규모를 상회*할 경우 장기 수
요부진, 일자리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
* Acemoglu·Restrepo(2017,

2018)는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로봇보급 확대로 인한 자동화는 고용과 실
질임금 감소 효과를 유발한다고 실증적으로 분석

○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불균형 심화, 중앙집권적 감시체계 구축
(big brother)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Jenny(2020))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소지

마.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정부 역할 강화
[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경제 전반에 대규모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인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관심 및 대응노력이 증대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파급범위가 넓고, 유사한 전례가 없으며, 임계치를 상회하
는 경우 파급효과가 증폭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충격과 유사(McKinsey(2020))
■ 기후변화는 팬데믹과 같이 글로벌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
회·경제·문화 등 인류의 생활방식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동 충격의 영향
이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 보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계층별로 상이한 데다, 충격 이전상태로
- 또한
의 복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코로나19 충격과 유사
■ 다만 전염병과 달리 기후변화는 임계치에 도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임계
치 도달 후 대응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차이**
* Carney 전 영란은행 총재는 이를 ‘tragedy of the horizon’이라 표현
**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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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코로나19 충격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충격의 발생시점과 규모가
불확실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적 정책대응이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
■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목표인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10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임계치를 일단 상
회한 경우에는 이전 수준 회복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
*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해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Carbon Neutral) 상태를 의미함
**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봉쇄조치에 따른 성장
률 희생분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 이에

따라 각국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기후친화적 경
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
■ 제1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4.28일)에서 참가국들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
한 국제 연대 강화와 녹색경제 전환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당사국총회 협상 타결 등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고위급 회
의체로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등 30개국 각료들이 참석

[정부역할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확대되어 온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금번
팬데믹을 통해 재차 확인됨에 따라, 1990년대 신자유주의 유행과 함께 약화되었던 큰
정부에 대한 요구가 각국에서 재등장할 것으로 예상
○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패, 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공공성 인식 확대, 보다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필요성 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과 재정확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으로 예상*
* Economist誌는 급속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정부에 대한 요구와 정당성이 커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가 권력이 최단시간에 확대된 것으로 평가(3.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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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주체 간의 이해상충 조정, 의료·보건 등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
로 정부의 개입이 확대
- 팬데믹에 대응하여 시행한 방역정책, 의료 물자 및 서비스 공급망 보호 등의
경험을 통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과 역량 강화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Rodlik(2020))
■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일자리 보전, 사
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Coppola(2019)는 이를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People’s Quantitative Easing)라고 표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정치적 충격의 영향으로 각국에서 변형된 민주주의 정
부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응집효과*(rally-around-the-flag),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포퓰
리즘 정부가 수립되거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포퓰리즘 정부의 한계***가 나타난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할 소지
* 국가간

갈등고조, 전쟁 등의 상황하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경험적
현상을 나타냄
** Guiso

외(2017, 2020)는 경제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권자가 포퓰리즘적 정부에 투표할 가능성이 커진
다는 실증분석 결과 제시
*** 브라질

등 포퓰리즘 정권 국가들에서 팬데믹 대응이 실패함에 따라 포퓰리즘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지는 모습(Foreign Policy, 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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