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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은 이동제한, 국경통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성장도 마이너스 2.4%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상품 및 서비스)은 9.6%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각국의 수출

입통제와 국가개입이 강화되었고, 디지털 경제화가 촉진되었고, 온라인거래가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GVC) 재편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인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양한 방안

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개별기업이나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디지털화, 무역,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제한, 코로나19,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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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

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11일자에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고, 각국 정부와 국

제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유례없

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하

여 산업체는 물론 개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

년 전 세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5%를 기

록했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마이너스 

4.9%와 2.4%를 기록했다.1 주목할 만한 것

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와는 달리 

개도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

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운영 및 공급망의 구

조, 조직 및 관리는 물론 국가경제 및 글로

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당분

간 지속될 것이다.2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초래

하였다. 일부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기존에 진행되거나 향후 예견되었던 변화로

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화가 가

속화되거나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3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은 

도시봉쇄, 입국제한, 국경통제, 여행금지, 재

택대피,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

한 규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대면회의는 화상

회의로 전환되고, 대면 강의는 온라인 강의

로 전환되고, 원격 진료가 확산되고, 원격 근

무가 확대되고, 온라인거래가 폭증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

여 전 세계는 공급망 불확실성과 수급 부족

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4 코로나19 팬데

믹은 경제분야에서 완전한 디지털 사업, 소

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전자지급결제 등을 

촉진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무역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

에 부진해졌다. 소비와 교역이 위축되고, 조

업 중단으로 생산도 감소하였고, 시장 내 기

대심리도 악화되었다.5 전 세계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주요

국의 급격한 석유 수요 감소로 2020년 4월 

20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37.63 달러를 기

록하였는데, 이는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 기

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무역에도 중

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변화

가 초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

로 2020년 전 세계 상품무역은 5.6%나 감

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2 Paolo Barbieri, et al, “What can we learn about reshoring after Covid-19?”,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 
Vol.13 (2020), p.131.

3 UNCTA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OSG/2020/1, 2020, p.6. 

4 정귀일,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마케팅 무기: 제품에 디지털(digital)을 입혀라!”, 「Trade Focus」, 2020년 제52호, p.1.

5 문병기, 강성은,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및 전망”, 「Trade Focus」, 2020년 제15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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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9년에 22%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6 더구나 2020년 전 세계 서비

스무역은 15.4%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0년 이후로 최대의 감소폭이다.7 이동제

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결과로 관광, 운송, 

유통 서비스 분야가 큰 피해를 입었다.8 또

한, 이동제한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2020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42%

나 감소하였다.9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

믹의 영향으로 2020년 수출은 5.4% 감소하

였고, 수입은 7.2% 감소하였다. 

일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은 아직 예고되지 

않고 있어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디지털 혁신, 혁신 제

품과 서비스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재편 등을 통하여 시장을 선

도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빠르게 대처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었고, 대처에 늦은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차원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코로나19 팬데믹
(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

1. 개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은 

도시봉쇄, 국경통제, 여행금지, 이동제한, 사

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

하였다.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졌다. 그리

고 완전한 디지털 사업,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전자지급결제 등이 촉진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은 물론 무역거래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

다. 각국의 수출입통제와 국가개입이 강화되

었고, 디지털 경제화 촉진되었고, 온라인거

래가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촉진되었다. 대부분의 변화는 기존에 

진행되거나 향후 예견되었던 변화로서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화가 가속화되거

나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10 

2. 수출입통제와 국가개입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적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이러한 이동제한은 서비스 무역

의 감소로 이어졌다.11 코로나19 팬데믹은 

6 자료 UNCTAD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unctad.org/news/covid-19-drives-large-international-trade-declines-2020.

7 Ibid. 

8 WTO, “Trade in Servi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WTO Information Note (28 May 2020), p.1.

9 자료 UNCTAD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unctad.org/news/global-foreign-direct-investment-fell-42-2020-outlook-remains-weak.

10 UNCTA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OSG/2020/1, 2020, p.6. 

11 OECD, COVID-19, international mobility and trade in services: The road to recovery, (OECD 202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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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이나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사람이나 상품의 이

동을 제한하였다.12 그리고 안면보호대,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기타 의료용품 등

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각국은 관세인

하 등을 통한 해당 품목의 수입 확대보다는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려고 했다.13 WTO가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WTO 회원국 

72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에서 수출 금지 또

는 제한 조치를 실시했는데, 주요 품목은 안

면보호대, 보호의류, 보호장갑, 소독제, 의약

품, 식품, 코로나 진단키트 등이라고 한다.14 

이러한 추세는 식량안보를 이유로 농산물 분

야로 확대되었다.15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유무역을 저해하였고, 이는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지연시킴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16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로 이동 제한이 다

소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양한 변이 바이

러스의 출몰로 인하여 최근에는 다시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나 상품의 이동 제한조치는 WTO 협정 및 

기타 국제통상법의 비차별원칙이나 시장접

근원칙과 충돌될 수 있다.17 코로나19 바이

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

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에 위반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상품의 수입제한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에 위반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과 충돌될 수 있다.18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시

작된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선진국의 글로벌 리

더십이 실종되었다.19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하여 각국은 국내경제 위축, 수출 부

진 등을 겪게 되었고, 산업계에서는 국내산

업 보호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수입제한, 무역구제조치 등을 통하여 국내산

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20 참고로 유럽제조

자연합(AEGIS Europe)21은 의장 명의로 

EU집행위원장에게 보낸 2020년 4월 2일자 

서신22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 외국인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다.23 

12 김대완, “코로나19 대응조치의 통상법·정책적 쟁점”, 「통상법률」, 통권 제148호(2020), p.27.

13 곽동철,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성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48호(2020), p.80.

14 WTO,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formation Note (23 April 2020), p.8. 

15 곽동철, 전게논문, p.80.

16 곽동철, 전게논문, p.80.

17 김대완, 전게논문, p.27.

18 김대완, 전게논문, p.28.

19 곽동철, 전게논문, p.77.

20 곽동철, 전게논문, p.83.

21 AEGIS Europe은 20개 이상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연합체임.

22 해당 서신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537b2fbe4b0e49a1e30c01c/t/5e8705f7d6ea570f51bb20c0/158590719
9896/20-04-03_Letter+to+President+von+der+Leyen_COVID+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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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정

책을 추진중이다.24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EU 등에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통하여 추진되어 왔는데,25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국

내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저가로 매각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

하는 추세이다.26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국

가가 인수하는 조치도 나타나고 있다.  

3. 디지털 경제화와 온라인거래 촉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

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산업계

와 일상에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했고, 온라

인거래를 급성장시켰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스마트폰 보급, 결제시스템 발달 등으

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거래는 연

평균 21.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여

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제한과 사회

적 거리 두기, 기타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게 되었다.27 국제적으

로는 국경폐쇄, 여행 제한,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에서도 온라인화가 확대되

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온

라인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고, 이는 기

술과 연결성 격차를 심화시켰다.28 특히 우

리나라 온라인거래 시장 규모는 세계 5위이

고, 소매유통시장에서 온라인거래의 비중은 

2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2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거래 흐름의 특징으로

는 품목 다양화, 고령층 소비 증가, 온-오프

라인 융합, 혁신 정보기술(IT) 도입 등이 있

다.30 

 제조업에서는 디지털화 전환과 가치사슬

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안

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이 도입되고 있다. 스

마트 제조는 급속한 기술발전 성과의 적용을 

통하여 제조업 전반에 걸쳐 정보를 수집·분

석하여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사슬간의 연

계성과 통합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제조업으

로 이행하는 과정인데, 이는 산업지능화라는 

23 곽동철, 전게논문, p.83.; AEGIS Europe 2020.4.3.자 News
(http://www.aegiseurope.eu/news/manufacturing-industries-call-on-the-eu-to-prevent-a-great-takeover-as-
an-economic-consequence-of-the-covid-19-outbreak?rq=covid-19%20outbreak).

24 곽동철, 전게논문, p.84.

25 국가별 주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FIRRMA법안(2018. 8월)의 입법을 통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심사대

상을 미국 기업 M&A(지배지분에 한정)에서 ①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 ②핵심기술‧핵심인프라, 민감개인정보 수집업체에 
대한 투자, 비통제(소수 지분 등) 투자까지 확대)

(2) 일본 : 사전신고․심의 대상 업종에 IT 및 통신관련 20개 업종 추가 (2019. 5월)
(3) 영국 : 첨단신기술을 자발적 사전신고대상인 안보위협대상산업으로 지정 (2018. 7월)
(4) 프랑스 :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실행법 제정, 사전허가제 대상산업에 첨단신기술 포함 (2019. 5월)
(5) 독일 : 군수산업에 한정됐던 정부조사 대상산업의 범위를 첨단기술로 확장 (2017. 7월)
(6) EU : 외국인투자 감시제도 도입하며 첨단신기술도 감시분야로 지정 (2019. 5월)

26 곽동철, 전게논문, p.84.

27 김현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Trade Focus」, 2020년 제21호, p.3.

28 WTO, “Trade in Servi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WTO Information Note (28 May 2020), p.1.

29 김현수, 전게논문, p.3.

30 김현수, 전게논문.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고찰   201

점에서 자동화와는 차이가 있고, 정보의 수

집·분석 이외에 활용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보화와는 차이가 있

다.31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 상호작용과 연관

된 위험의 관리를 부각시켰고32, 전자인증제

도 확산 등 디지털 경제화를 촉진시켰다. 

UNCITRAL(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는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양도성 

전자기록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등 디지털 

경제화에 필요한 모델법과 협약 제정을 추

진해 왔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이 

UNCITRAL의 디지털 경제 관련 모델법과 

협약에 기반하여 디지털 관련 법(“디지털법”)

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33, 코로나19 팬데

믹 이후에 각국의 디지털법 입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전자서명서비스의 발전

은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원활하게 하고,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통인증기준은 다양한 법체계 

간에 신원관리 승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34 한편, 디지털법의 시행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

이 필요하다고 본다.35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거래로의 전환

을 가속화하는 추가적인 원동력이 되었다.3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산업현장과 가

정에서 모두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7 참

고로 미국의 재택근무자 비중은 63%(2020

년 4월, 갤럽)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19 진정 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 최대 IT·가

전 전시회인 CES 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의 영향으로 참가 규모가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고, 방식도 all-digital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38 동 전시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5G, 증강·가상현실(AR/VR), 모빌

리티(Mobility) 등의 기술진보를 보여주는 

가운데,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시대상을 반영

한 제품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39 

31 정은미, “한국형 스마트 제조, 산업혁신의 경로가 되고 있다.” 「IR FOCUS」, 통권 제243호(2020), p.1.

32 Anna Joubin-Bret,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통상법률」, 통권 제148호(2020), p.5.

33 참고로 2020. 7월 UNCITRAL에서 일련의 화상패널회의로 개최된 “UNCITRAL 규범 및 COVID-19 대응 및 회복(“UNCITRAL 
Texts and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에 대한 화상패널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 개정이 이러한 디지털
법화의 예시로 제시되었다.(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5.).

34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6.

35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p.5-6.

36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5.

37 정혜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Trade Brief」, 2021년 제1호, p.8.

38 조성대 외, “CES 2021 생활밀착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팬데믹 시대 혁신 트렌드로 확인”, 「Trade Brief」, 2021.1.26., 
p.1.

39 조성대 외, 전게논문, p.1.



202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 (통권 제1호)

코로나19 팬데믹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가 간 

데이터 공유의 증가,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국가 간 전자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이 촉진되

었고, 이는 무역금융에서 문서처리 지연을 

방지하게 되었다.40 또한, 양도성 전자기록

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도입을 통하여 

각국은 무역금융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41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탄력적인 공

급망, 디지털화에서 글로벌 조정, 현대화, 무

역금융과 물류에서의 법률의 조화 등이 필요

하게 되었다.42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문서에 기반한 전통적인 무역금융은 첨예

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43 

4.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가속화

과거에는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최종재 교역이 무역의 주를 이루었다. 세계

화 전개 및 자유무역 확대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분업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생산 

과정(단계)을 세분화하고, 각 생산 과정을 가

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지역)에 

배치하였다.44 1990년 이후 글로벌 가치사

슬(global value chain)의 확대로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였고, 중간재 무역의 증가는 

세계 무역 성장을 주도하였다.45 다시 말해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소비를 위한 교역에

서 생산을 위한 교역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게 

되었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 증가

와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주요 신흥국은 자

본재와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낮아졌지만, 수출 급증으로 수

출에서의 전체 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은 크

게 증가하게 되었다.46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의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으로 신흥

국들은 생산성, 품질, 다양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47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가

치사슬 참여율은 5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세계 중간재 교역은 감소추세에 있다.48 특

히 주요 신흥국들의 급속한 인건비 상승과 

주요 선진국들의 인건비 정체로 인하여 임금 

격차가 크게 감소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의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건비가 더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 거대 소비시장의 역내로 

이전, 본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 등이 

추진되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인건비가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거

대 소비시장에서 현지 생산하며, 고숙련 노

동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리쇼어링하는 방

안을 추진하였다.4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40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7.

41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7.

42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7.

43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6.

44 국제무역연구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2020), p.8.

45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8.

46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10.

47 WTO, World Trade Report 2020, WTO(2020), p.9.

48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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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효율성 

극대화와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져왔

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효과와 

기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50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한 지역 폐쇄, 출입국 제한, 수출

입 규제, 국경봉쇄, 각종 이동 제한 등은 글

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고, 

효율성만을 위하여 생산 과정을 특정 일부 

국가에만 배치하는 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으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회복

탄력성과 충격완충을 고려하게 되었다.51 결

국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

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예로는 리쇼어

링, 생산기지 다변화,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국가들 간에 생산네

트워크를 설정하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주요국들의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52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주

요국들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

거점을 자국 내로 이전하는 정책을 지속 추

진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핵심사업

의 자국 복귀를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

진 중인데, 특히 의료・보건, 안전, 첨단산업 

등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

다.53 생산기지 다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중국 공급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Ⅲ.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1. 개설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역환경에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변화는 기존에 진행

되고 있었던 변화가 촉진되고,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었던 변화가 앞당겨진 것이며, 

일부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고유

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인바, 여기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나 국가 차원에서는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

는 것이 필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무역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을 이

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 양상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닌바, 개별 국가나 기업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4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개별기업이나 국

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

49 국제무역연구원, 전게서, p.31.

50 곽동철, 전게논문, p.79.

51 곽동철, 전게논문, p.79.

52 심혜정 외, “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미국․일본의 지원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정책제안)”, 「Trade 
Focus」, 2020년 제45호, p.2.; 곽동철, 전게논문, p.79.

53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54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Volume II, WTO(20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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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안 

중에는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방안도 있고, 다른 기업과의 연계나 민관

협동이 필요한 방안도 있다. 또한, 국가 차원

에서 추진해야 하는 방안도 있고, 국제사회

와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방안도 있다.  

2. 디지털 경제화와 온라인거래화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

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융합

되어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난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과 

홈코노미(home+economy)가 확산되고, 비

대면과 홈코노미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55 따라서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비대면

과 홈코노미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4

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은 봉쇄조치,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 근무 등을 

실시하였고, 이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그 중 대

표적인 것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전자

상거래)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56 이로 인

하여 무역에서도 B2C 온라인거래가 증가하

였는데, 수출기업은 B2C 온라인 수출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대표적인 B2C 온라인 수출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출

자가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는데, 수출기업은 자신의 핵심자

원, 해외시장 진출 핵심역량, 다양한 외부요

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출유형을 정하

고, 수출유형에 적합한 홍보, 마케팅, 대금결

제 등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57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경제화를 촉진

시켰는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화된 디

지털 조달방식의 수립이 필요하다.5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ITRAL에서는 디지털 

경제화에 대한 모델법과 협약 제정을 추진해

왔고, 다수의 국가들이 UNCITRAL의 디지

털 경제 관련 모델법과 협약에 기반하여 디

지털법을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5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디지털법의 입법은 가

속화될 것이다. 디지털법의 입법 목적을 달

성하고, 입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이 요구된다.60 또

한, 국제적으로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활용

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데, 각국의 데이터 현

지화 조치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디지털 무역장

벽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가 요구된다.61 

우리나라는 2014년의 제조업혁신 3.0에

55 정귀일, 전게논문, p.1.

56 김현수, 전게논문, p.1.

57 송선옥, “B2C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전략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상무연구」, 통권 제81호(2019), p.142.

58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14.

59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5.

60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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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공급부문 역량 제고

의 양면전략을 추진해 왔고, 중소기업의 스

마트 공장 확대에 주력해 왔다.62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서는 제조업 생산설비의 자

동화, 4차산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전

통 공급망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래 산업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치

열해지고, 제조업 스마트화로 개발도상국과

의 생산 비용 격차를 줄여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비중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63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기획, 설계, 생산, 유통, 물류, 판

매, 사후관리 등 전 사업 전 영역에서 새로

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말하며, 지능정보기

술의 활용으로 제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한 혁신적 재편이다.64 따

라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이나 생산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제품의 스마트화, 지능형 생산방식으로의 전

환, 조직 및 시장 혁신 등 보다 적극적인 목

표를 두고 있다.65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목표로 역점 추진중에 있는데, 

스마트 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2020

년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

급했고, 2021년 1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

한 ‘2021년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을 발표하여 스마트 공장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며, 총 지원금은 

4,376억원이다.66 또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위하여 상생

형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67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역할 강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세계 

무역이 9%나 감소하였고,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었다.68 이에 따라 대기업 중

심의 수출구조와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대두

되었고, 우수한 기술력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을 주목하고 있다.69 

2019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597개로 

전체 기업 수의 0.6%이지만, 총 수출액은 

957.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7%를 차지

하고 있는데,70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

견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에 대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대기업, 유관기관, 정부 

등 외부의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협력을 받

61 곽동철, 전게논문, pp.88, 98. 

62 정은미, “한국형 스마트 제조, 산업혁신의 경로가 되고 있다.” 「IR FOCUS」, 통권 제243호(2020), p.2.

63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64 정은미, 전게논문, p.1.

65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66 2021.1.21.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67 정은미, 전게논문, p.2.

68 정혜선, “중견기업, 코로나19 속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Trade Focus」, 2021년 제1호, p.1.

69 정혜선, “중견기업, 코로나19 속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Trade Focus」, 2021년 제1호, p.1.

70 정혜선, “중견기업, 코로나19 속기술력으로 수출파고 넘다”, 「Trade Focus」, 2021년 제1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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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견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4.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면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가

치사슬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효율성 극대화, 

개도국의 경제성장, 선진국의 부가가치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

지만, 선진국의 일자리 상실, 개도국의 인건

비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가 대두되면서, 글

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편이 진행되어 왔으

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

속화되었다. 

대표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으로는 리

쇼어링, 생산기지 다변화, 제조업의 스마트

화 등을 들 수 있으며,71 이에 대한 주요국들

의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72 리쇼어

링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주요국들은 제

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거점을 자국 

내로 이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고,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핵심사업의 자국 복귀

를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73 

특히 의료・보건, 안전, 첨단산업 등의 독

자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74 생산

기지 다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

는 과정에서 대중국 공급 리스크를 분산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새로운 국가로 생산 다변화, 

②동일 국가 내 새로운 지역에 생산 설비 확

대, ③최종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공급

망 구축 등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이 

있다.75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서는 제조

업 생산설비의 자동화, 4차산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 공급망이 약화되는 가운

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 스마트화로 

개발도상국과의 생산 비용 격차를 줄여 자국 

기업의 해외생산비중 하락을 유도하고 있

다.76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경제 및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치

사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77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이 가속화되었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보건위기 발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내부화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산화 및 공급

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 차원

에서는 중요한 보건의료분야의 내부화를 추

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리

71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2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3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4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5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6 심혜정 외, 전게논문, p.2.

77 Paolo Barbieri, et al, “What can we learn about reshoring after Covid-19?”,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 
Vol.13 (2020),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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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5. 민관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적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무역은 급감

하였는바, 안전한 국경간 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78 회복속

도와 강도는 상당 부분 서비스무역의 회복에 

좌우되는데, 국경간 보건 프로토콜과 상호 

인정 협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79 한편,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 장비와 물품,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

다. 초기에는 의료용 마스크와 마스크 제조 

원재료, 코로나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요 급

증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

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수익을 목적으

로 해당 원재료나 완제품 확보에 총력을 기

울였고, 각국 정부도 국민보건을 위하여 자

원 비축 또는 공공조달로 확보하였다. 그러

나 일부 국가들이 시행한 자원 비축은 시장 

실패와 절차적 흠결을 보여주었다.80 또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민관협력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

면서, 백신 확보에 각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

이다. 백신 확보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

계가 있고,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유행병으로서 전 세계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 외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에서도 국제

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①무역 관련 정책 조치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통한 무역·글로벌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②공급망의 원활한 유지(특히 보건과 

식품 등 필수품에서), ③불필요한 수출 제한 

및 기타 무역장벽에 의한 상황 악화 차단 등

을 고려할 수 있다.81 코로나19 기타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안면보호대, 의료용품, 의약

품, 의료장비, 기타 관련 원재료 등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 관

세 인하 또는 철폐가 필요하고82, 과도한 수

출 금지 또는 제한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보건분야의 팬데믹에 의한 국제적 

규모의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는 없었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한 코

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각국의 수출금지 또

는 제한 조치에 대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83 그러나 2007∼2012년의 기간에 

전 세계는 세계 식량 시장의 긴축과 가격 변

동성의 증가를 경험했는데, 이는 위기 상황

에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영향을 극복하

기 위한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84 연

속적인 식량가격 폭등으로 2007∼2012년의 

기간에 251건의 수출제한조치가 도입되었는

78 OECD, “COVID-19, international mobility and trade in services: The road to recovery”, (OECD 2021), p.2.

79 OECD, “COVID-19, international mobility and trade in services: The road to recovery”, (OECD 2021), p.2. 

80 Anna Joubin-Bret, 전게논문, p.10.

81 OECD, “COVID-19 and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Actions”, (OECD 2020), p.1.  

82 김대완, 전게논문, p.32.

83 WTO,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formation Note (23 April 2020), p.8. 

84 WTO,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formation Note (23 April 20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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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중 88건은 세계 식량시장이 더 이상

의 심각한 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게 된 

2012년 이후에도 남았다. 일시적인 비상상

황으로 인한 수출제한 조치는 자유무역을 저

해한다는 점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재확인하

여 비상상황 종료시에는 조속히 수출제한 조

치를 철폐하는 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백신 확보에 

각국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현재 백신 접

종률은 국가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는 글로벌 집단면역 형

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된다.  

Ⅳ.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가 직면했었던 가

장 중대한 위기 중의 하나이다.85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생활에 불안과 불편을 가져왔

고, 실물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전 세계

는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고86,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하였

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수출입통제, 국경봉

쇄, 이동제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조치

가 확대되었고, 국제통상질서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글로벌 경제 및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8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세계무역(상품 및 서비스)은 

9.6% 감소하였는데, 선진국은 10.1% 감소

하고, 개도국은 8.9% 감소하였다.88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나라의 무역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수출은 

5,128억 달러로 전년보다 5.4% 감소하였고, 

수입은 4,672억 달러로 전년보다 7.2% 감

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과 전 세계적 소비 위축으로 주요 시장

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K-방역의 성과

를 토대로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했고, 디지털화와 비대면화로의 전환을 

계기로 반도체, 컴퓨터, 친환경차 등 첨단 제

품 수출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89,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월별 수출액은 6개월 연속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37개월만이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기타 대응조치 등

으로 세계경제는 2021년에는 5.5% 성장하

고, 2022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90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극

복과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는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경

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공

조도 요구된다. 그리고 개별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변화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85 OECD, “Innovation, development and COVID-19: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ways forward ”, (OECD 2021), 
p.2. 

86 UNCTA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OSG/2020/1, 2020, p12. 

87 곽동철, 전게논문, pp.76-77.

8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89 김경훈 외,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Trade Focus」, 2020년 제46호, p.1.

9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1/26/2021-world-economic-outlook-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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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팬

데믹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인류에 대한 위기

인바, 생명과 생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

역이 필수적이다.91 그리고 무역거래의 원활

화를 위하여 전 세계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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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andemic has given the world an unprecedented economic and social shock, and 

has significantly changed daily lives and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countries implemented relevant actions. Due to COVID-19 Pandemic, the global 

economy in 2020 fell by 3.5% with 4.9% fall for the developed countries and 2.4% fall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COVID-19 Pandemic ha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lobal trade, which has resulted in 

many changes. Global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n 2020 fell by 9.6% fell by 

9.6%. Export and import control and state intervention have been implemented, digitalization 

has been promoted, online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global value chain 

(GVC) reorganization has been promoted. As such change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ppropriate responses are required. 

Various measures can be proposed, and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promote the optimal 

measur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individual enterprise or country. In addition, to 

overcome the crisis, all economic uni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to cooperate.

Keywords : COVID-19, global value chain (GVC), international trade, pandemic, 

soci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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