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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 가계수입 감소, 외출자제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국 산업·기업 보호를위해주요국은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 중

국가 경기 부양책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미국 •코로나19 경기 부양법 발효(3.27)
- 개인 소득지원, 기업 자금·대출지원, 공공·의료서비스지원

2조 2억달러
(2,500조원)

중국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슈퍼부양책 발표(5.22)
- 소비쿠폰, 실업보조금, 기업자금지원, 세제혜택, 인프라투자

8.25조 위안
(1,404조 원)

일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4.7)
- 개인 소득지원, 기업 자금지원 등

234조 엔
(2,600조 원)

베트남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 방향 발표(5.8)
- 기업 대출지원, 세제혜택, 공공투자지출 촉진 등

32억 달러
(3조 9천억 원)

태국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승인
- 취약계층소득지원, 기업대출지원, 세제혜택, 일자리창출등

2.5조 바트
(97조 2천억 원)

인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책 발표(5.12)
- 기업 대출지원, 금리인하, 정부입찰 혜택 제공 등

20조 루피
(320조 원)

독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패키지 승인(3.23)
- 기업대출지원, 직접지분투자, 세제혜택, 단축근로수당제공

7,560억 유로
(1,030조 원)

영국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 발표
- 취약계층소득지원, 대출지원, 고용유지지원금제공

4,455억 파운드
(680조 원)

프랑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4.10)
- 실업급여지원, 기업대출지원, 소기업지원펀드조성

1천억 유로
(136조 원)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산업계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안전, 위기관리 능력, 복원력(Resilience)을
갖춘 글로벌밸류체인(GVC)으로 재편 움직임

◦ 주요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GVC에 자국 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중국 대체 투자
거점화 등의 지원정책 도입

□ 코로나19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양상

◦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필요한 의료물품의 수출금지 및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자국 핵심산업 보호

◦ 의료용품의 수입관세 및 인증취득 한시적 면제, 자국산 제품의 수출 촉진,
통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시행

□ 코로나19로 촉발된 GVC 재편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를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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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변화 

1  정부 주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 도입

<코로나19 발생 전후 세계 경제 현황>

•’17.4분기부터 세계 경제성장률은 4%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 이러한 하락 추세는
’18.4분기까지 지속, 2.7% 수준으로 크게 하락

•’18년-’19년 미중 통상분쟁으로 양국 간 무역마찰은 전 세계 무역감소, 주요국의
리쇼어링 움직임 본격화,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약화 초래
•’19년-’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효율성 중심의 GVC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안정성과
복원력 중시 GVC 추구
-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
- (대외) 봉쇄조치로 전 세계 수요 급감. 해상·항공 운송 등 물류시스템 차질에
따른 수출입 및 대금지급 지연. 기업의 중간재 조달계획 취소·중단 사태
발생. 기업의 국내외 공장의 조업 중단 및 가동률 하락. 기업의 경영악화·
도산 위기 직면

- (대내) 기업 경영악화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지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지출도 감소하는 악순환 발생. 소비자의 소득 감소는 저축 감소로
이어지며 기업의 투자도 약화

•’20년 글로벌 교역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13-32% 감소 전망.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북미와 아시아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WTO)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 가계수입 감소, 외출자제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국 산업·기업 보호를 위해 주요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 중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거대경제권은 물론이고,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들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발표

◦ 개인 소득보전, 기업 대출지원, 세제혜택 등 현금성 지원을 통한 단기

대책뿐 아니라 산업혁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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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경기 부양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발효(3.27일)

◦ (금액) 총 2조 2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로 ‘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원

금액 보다 큰 규모

<미국의 경기 부양법 분야별 자금구성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주·지방정부 공공·의료서비스 총계
금액 6,037억 5,000억 3,770억 3,400억 1,798억 2조 2억

◦ (지원내용) △개인 소득지원, △중소·대기업 대상 대출 및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지방정부 지원, △병원

등 의료시설 지원 등

구분 주요 내용

개인
•1인당 1,200 달러 현금 지급(3,000억 달러)
•실업수당(2,600억 달러), 학자대출 등

대기업
•대출 지원(4,250억 달러)
•항공사 지원(580억 달러)
•국가안보 목적 배정(170억 달러)

중소기업 •신규 대출(3,500억 달러), 기존 대출 경감(170억 달러)
주·지방정부 •코로나19 대응(2,740억 달러)

공공·의료서비스
•병원(1,000억 달러),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승인, 비축장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응, 재향군인 의료지원, 푸드뱅크 등

□ (중국)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슈퍼 부양책 발표(5.22일, 양회)

◦ (금액) 총 8.25조 위안(약 1,404조 원)

- 재정적자율 역대 최고치(3.6% 이상)로 설정, 특별국채 발행, 지방

정부특수 채권 등을 통해 경기부양 재정 마련

- 기업 부가가치세·양로보험료․전기료․통신비 등 감면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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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슈퍼 부양책 자금구성 현황>

(단위 : 위안)

구분 재정적자확대 코로나19 특별국채 지방정부특수채권 감세 총계
규모 1조 1조 3.75조 2.5조 8.25조

◦ (지원내용) △소비쿠폰 발급 및 소비세 감면을 통한 소비활성, △

빈곤자 우선 채용 및 실업보조금 지원, △세제지원·비용감면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중소영세기업 자금난 해소, △지방정부 주도

舊·新 SOC 투자확대 등

구분 주요 내용

소비진작

•’20.4월부터 지방정부별 소비쿠폰(문화·관광·외식분야) 지급
28개성 170여개도시온라인 추첨으로 총 190억위안지급(’20.5.13일기준)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종료 시점 2년 연장(’22년까지)
•물류/상업서비스망 배치 등 소비인프라 강화

고용안정
•빈곤노동자 우선 채용기업, 실직 빈곤노동자 대상 보조금 지급
(’20.2월부터 생산 안정 시까지)
•매년 700만 명 이상 농민공 직업훈련 지원(’20년-’21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은행 대상 재대출/재할인 1조 위안으로 확대
•3천억 위안 규모 소액금융채 발행

세제지원

•일부 세제우대 정책 ’23년까지 연장
(예 : 중소영세업자 대상 100만 위안 이하 대출의 이자수익 증치세 면제)
•기업대상 3대 보험료(양로·실업·산재) 감면(’20년 말까지)
•주택보조금 납입 3개월 유예 및 피해기업 사회보험료 납입 유예
•가공무역 제품 내수판매 시 관세·부가세 감면 조치(’20.4.15일-12.31일)

임대료
지원

•국유기업 건물, 산업·창업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각 지방 국유자산위 결정, 중앙급 국유기업은 최소 3개월간)

SOC
투자확대

•각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
(중장기적으로 약 50조 위안 집행, 연내 7-8조 위안 배정)
•新SOC 7대 분야에 연내 2-3조 위안 투자 예정
* 5G 기지국 및 관련 설비, 특고압설비, 스마트그리드, 신에너지차 충전기반,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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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 (금액) 234조 엔(약 2,600조 원)

- 1차 117조 엔(4.7일), 2차 117조 엔(5.27일)

* 현재 1차 추경안만 국회통과, 2차 추경안은 6.12일까지 의결 목표

◦ (지원내용) △개인 소득지원(1인당 10만 엔 일률지급), △기업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임대료 지원(1개사

당 최대 600만 엔), △경영 실적악화 기업 자금지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의료종사자 위로금, △등록금 인하 대학 지원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 세부 현황>

(단위 : 엔)

구분 정책명 내용 예산 규모

’20년도
추경예산

긴급경제대책
(’20.4.7일)

감염방지대책
(의료체제 강화, 치료약 개발 등)

2.5조

고용유지
(고용유지보조금, 개인·기업 현금지원 등)

88.8조

경제활동회복
(관광·문화분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8.5조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서플라이체인 개혁, 다변화 추진 등)

15.7조

예비비 1.5조

추가대책
(’20.5.27일)

자금융통지원(개인·기업 등) 87조

월세지원보조금 2조

고용유지보조금 4,500억

의료체제 강화 3조

코로나 대책 관련 지자체 교부금 2조

예비비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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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기업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 방향 발표(5.8일)

<베트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 현황>

•베트남 푹 총리, 코로나19로 인한피해기업·사업장지원긴급대책마련 지시(’20.3.4일)
•개인·기업의 납세기한 연장 및 연체이자 미부과 조치 시행(’20.4.8일)
- 농림수산, 식품가공, 의류, 전자, 자동차, 건설, 운송, 관광업 대상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20.4.9일)
- 무급휴가 근로자(월 180만 동), 빈곤가계(1인당 월 50만 동), 연매출 1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월 1백만 동) 자금 지급(3개월간)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 방향 발표(’20.5.8일)
- (현재) 코로나19 예방, 피해최소화→ (안정기) 내수시장회복→ (종식) 해외투자확보
•생산·경영 활동의 어려움 해소, 공공자본 집행, 사회안전질서 보장을 위한 임무
및 대책을 위한 결의문 발표(’20.5.29일)

◦ (금액) 취약계층 보조금 26억 달러, 중소기업 법인세 6.79억 달러

◦ (지원내용) △세금 및 수수료 면제·인하,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수출세·특별소비세 납부기간 연장, △외국 경영인·기술인력·전문가

특별입국 허용, △공공투자 지출 촉진,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정부부처·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용 절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서류 간소화 및 지방정부의 신속한 승인

- 주력산업별 세부 지원책은 각 부처별로 마련 중

□ (태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례의 경기 부양책 승인(1차 3.10일, 2차

3.24일, 3차 4.7일)

◦ (금액) 2.5조 바트(약 97조 2천억 원)

- 1차 4천억 바트, 2차 2천억 바트, 3차 1.9조 바트

◦ (지원내용) △사회보장보험 미가입자·농민·취약계층 대상 지원,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각종 세제혜택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우량기업 회사채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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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경기 부양책 주요 내용>

□ (인도) 모디 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책 발표(5.12일), ‘자립 인도 및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Self-reliant

India & Make in India)’ 슬로건과 함께 노동자·농민·중소기업 종사

자·중산층을 위한 세부 지원정책 발표(5.13일)

◦ (금액) 20조 루피(약 320조 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 기업지원, 정부입찰 혜택 등 제공

- (금융지원) 인도중앙은행(RBI) 기준금리 인하(기존 4.4% → 4.0%),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불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8.31일)

회차 구분 주요 내용

1차
(4천억
바트)

산업지원

•(대출) △최대 2년간 1,500억 바트 규모 연 2% 소프트론 제공,
△특수금융기관대출채무원금상환유예
•(세제혜택) △원천징수 세율 인하(3% → 1.5%, 4-9월), △수출
기업부가세환급, △사회보장보험부담요율인하(5%→ 4%)

기타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환자 1명당 의사 1,500
바트, 간호사 1,000 바트)

2차
(2천억
바트)

사업주
•(세제혜택)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수입관세면제
•(관광업) 1,000억 바트 규모 저금리 대출

근로자

•(현금지급) 사회보장보험 미가입자 대상 현금 지급(5,000 바트/
월 3개월간),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중 실직자 대상 최대 180일
간 급여의 70% 지급
•(세제혜택)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8월 말), △의료보험 세액
공제 한도 증액(15,000 바트 → 25,000 바트)

3차
(1.9조
바트)

경제·사회
재건

•2차 경기 부양책의 현금지원 대상확대(기존 300만 명 →
1,400만 명), 농민지원, 코로나19 의료지원(총 6천억 바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 재건(4천억 바트)

안정화
기금조성

•단기자금 부족 우량기업 회사채 매입을 통한 부채상환 연장
(4천억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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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주요 내용>

* 자료원 :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자료(’20.5.13일)

□ (독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패키지 승인(3.23일)

◦ (금액) 7,560억 유로(약 1,030조 원)

* 각주정부도연방정부와별도로총 1,072억 유로를투입하여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독일의 경기 부양패키지 세부 현황>

(단위 : 유로)

구분 세부내용 예산규모 진행경과

추경예산

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 500억

1,560억

임시 국무회의에서

긴급구제금융 승인

(3.23일), 연방의회

(3.25일) 및 연방

회의(3.27일) 동의후

자금조달및집행

전염병대응 550억
사회보장비 77억
의료지원 35억
세수감소보전 335억

백신개발 63억

경제안정기금
지분투자 1,000억

6,000억
3.23일 결정

(필요시시행예정)
대출지원 1,000억
신용보증 4,000억

총 계 - - 7,560억 -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피해 완화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5.14일부터 향후 45일 동안 정부발행 중소기업 어음 처리

무담보 대출
•국가신용보증기금(NCGTC)을 통한 3조 루피 대출 제공(연간 매출액
10억 루피또는 2.5억 루피규모의대출금을상환해야하는기업대상)

영세기업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 2,000억 루피 후순위채 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CGTMSE)에 400억 루피 지원

재간접 펀드
확대

•모태펀드와 하위펀드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에
1,000억 루피 투자

중소기업
재정의

•다양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액 기준 완화,
매출액 기준 도입(관련법 개정 예정)
- 영세기업 : 투자금액 1,000만 루피, 연매출액 5,000만 루피 이하
- 소기업 : 투자금액 1억 루피, 연매출액 5억 루피 이하
- 중기업 : 투자금액 2억 루피, 연매출액 10억 루피 이하

정부입찰
혜택 제공

•20억 루피 이하 규모의 정부 사업에 글로벌 기업 입찰 불허
•중소기업 의무 조달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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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기업 대상 자금·대출 지원, 세제혜택, 단축근로수당 제공
- (기업지원) 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무상지원, 중견·대기업 대상 기업
대출·보증을 통해 유동성 공급

•(10인 이하 소기업·자영업) 최대 1.5만 유로 무상지원(총 500억 유로)
•(중소·중견기업) 독일재건은행(KfW)의 보증 한도 4,490억 유로로 확대(총 8,220억 유로),
기존 대출 프로그램 대상 확대, 대출 중 최대 80만 유로를 정부가 100% 보증
•(대기업) 경제안정기금 도입, 250인 이상 대기업에게 대출·신용보증 지원, 필요 시
정부의 지분투자도 가능(총 6,000억 유로)
•(스타트업) 국가에서 추가 투자자금을 전환사채 형태로 매칭, 투자자가 없을 경우
대출 지원(총 20억 유로)

- (세제혜택) 올 연말까지 코로나 피해 기업의 납세일정 연기, 비납세
기업 강제집행 유예 등 실행

- (단축근로수당)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필요한 근로자 급여의
60%-80%(자녀 有 67%-87%) 지원

□ (영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례의 지원책 발표

◦ (금액) 4,455억 파운드(약 680조 원)

- 1차 125억파운드(3.11일), 2차 3,500억파운드(3.17일), 3차 830억파운드(3.26일)

◦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금지원, △대출 및 신용보증, △기업지원
(고용유지기업 대상 자금지원 자영업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영국
공공의료체계(NHS) 지원 등

<영국의 코로나19 지원책 세부 현황>
(단위 : 파운드)

구분 세부내용 예산규모
1차 대응책
(3.11일)

영국 공공의료체계(NHS), 근로자 지원(120억 파운드)
125억

지방자치단체 소외계층 지원(5억 파운드)
2차대응책
(3.17일)

가계, 소기업 지원(200억 파운드)
3,500억

대출, 신용보증(3,300억 파운드)

3차 대응책
(3.26일)

고용유지기업에임금의 80% 제공고융유지대책(600억 파운드)
830억자영업자수입지원 (150억 파운드)

저소득층 생활수당 지급(80억 파운드)
총 계 -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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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4.10일)

◦ (금액) 1천억 유로(약 136조 원)

- 경기 부양 및 기업지원 예산으로 450억 유로 발표(3.25일)

- 기존 발표 지원예산을 1천억 유로 규모로 증액(4.10일)

◦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 △기업의 은행대출 보증(3천억 유로)

및 융자상환 연기, △주요 전략기업 구제, △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10억 유로), △스타트업 기업 지원(40억 유로)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국가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미국
•코로나19 경기 부양법 발효(3.27일)

- 개인소득지원, 기업자금·대출지원, 공공·의료서비스지원

2조 2억 달러

(2,500조 원)

중국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둔 슈퍼부양책 발표(5.22일)

- 소비쿠폰, 실업보조금, 기업자금지원, 세제혜택, 인프라투자

8.25조위안

(1,404조원)

일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4.7일)
- 개인 소득지원, 기업 자금지원 등

234조 엔
(2,600조 원)

베트남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 방향 발표(5.8일)

- 기업 대출지원, 세제혜택, 공공투자지출 촉진 등

32억 달러

(3조 9천억 원)

태국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승인

- 취약계층소득지원, 기업대출지원, 세제혜택, 일자리창출등

2.5조 바트

(97조 2천억원)

인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책 발표(5.12일)
- 기업 대출지원, 금리인하, 정부입찰 혜택 제공 등

20조 루피
(320조 원)

독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패키지 승인(3.23일)

- 기업대출지원, 직접지분투자, 세제혜택, 단축근로수당제공

7,560억 유로

(1,030조 원)

영국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 발표

-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4,455억 파운드

(680조 원)

프랑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4.10일)
- 실업급여지원, 기업대출지원, 소기업지원펀드조성

1천억 유로
(13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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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VC 재편 대응지원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기존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움직임

◦ 가치사슬에서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안전과

위기관리 능력, 복원력(Resilience)을 갖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
으로 수정

- 전문가들은 GVC에 닥칠 변혁을 ⑴차이나 디커플링, ⑵수요에

근접한 on-shore* 및 near-shore** 현상, ⑶공급체인 단위(nodes)의
분산화(diversification)로 전망
* on-shore : 기업의 해외 생산공정을 본국으로 재배치
** near-shore : 기업의 해외 생산공정을 본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

◦ 주요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GVC에 자국 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도입

<주요국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 대응 지원정책>

구분 관련 산업 해당 주요국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의료용품, 제약, 에너지, 항공,
핵심제조업(자동차 등), 인프라, 식품

미국, EU, 일본
독일, 프랑스

공급망 다변화
의료용품, 제약, 핵심제조업(자동차 등),
원자재(희토류 등)

미국, EU,
독일, 일본

중국 대체 투자거점화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 등)
베트남, 인도,
멕시코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은 주요산업의 심각한 공급 및 생산차질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복원 및 대응능력에 역점

◦ 위기 시 공급망 단절에 따른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의료물자,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에너지 등 필수산업의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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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생산공정의 국내이전 및 근거리 지역으로의 재편 지원

- 의료용품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을 통해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경쟁력 강화 지원

※ 80개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규제 도입(’20.4.22일 기준)
* WTO의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보고서 요약

◦ (타겟품목) 안면보호 제품(마스크 등), 방호복, 장갑 등 WHO/WCO에서
공동 지정한 코로나19 퇴치 필수품 타겟 수출금지 또는 제한
- 일부 국가에서는 식료품, 화장지로도 수출규제 대상 확대

【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도입 현황(’20.4.22일 기준)】
품목 도입국가 수 품목 도입국가 수

안명 보호용품 73 의료기기(호흡기 포함) 10
방호복 및 방호용구 50 의료용품(주사기 등) 10

장갑 47 코로나19 진단키트 6
소독제·살균제 28 비누 3

약품 20 화장지 2
식료품 17 총 계 80개국*

* 자료원 : WTO
* 주 : 1국 복수 수출규제 도입

◦ (미국) 의료바이오,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의 공급망 국산화 착수

- 인프라 프로젝트(철강), 의료용품․의약품 등에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s)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국내복귀 지원

- 행정명령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기업에게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국내증산을 명령하고, 정부가 유통과 분배를 관리

* ’50년 제정된 동법(Defense Production Act)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물자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함.

- 미중 통상분쟁, USMCA 체결 등을 계기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멕시코 간 니어쇼어링 추세 가속화 전망

- 국립제조업원(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 신설로 연방

제조업지원정책(리쇼어링 지원 포함) 일원화 추진 계획



- 12 -

◦ (중국) 핵심 부품 및 미래산업 육성전략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해외 수요 급감, GVC 불안정 및 미국과의 통상분쟁 격화에 따라
핵심부품·소재·기술의 자국화와 안정된 산업 밸류체인 구축이
과제로 부상

-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 방침

◦ (일본) 제조업 등 주요기업의 국내 생산거점 신설 및 이전 지원
-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역
용품, 희토류 등 원자재가 주요 대상

- 사안별로 최대 2/3(중소기업, 대기업은 1/3)까지 정부가 비용 지원
- 안전 및 보건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예정

<일본의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 주요 내용>

(1) 국내 생산거점 정비 지원
- 서플라이체인 단절 리스크 방지를 위해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제품·부품 또는 국민 건강
관련제품등의국내생산거점정비가목적. 건물구축비, 설비도입비등을지원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비용지원(최대 3억엔, 분야별로상이)

(2) 해외 생산거점 다원화 지원
- ASEAN 등으로 제조거점을 다원화하여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서플라이체인 구축이
목적. 기업의 설비도입, F/S조사 등 지원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비용 지원

◦ (EU) 의료, 제약 등 필수산업의 유럽 역내생산 확대 필요성 절감
- 코로나19에 따른 EU-중국 간 공급차질로 EU 연간 GDP의 3.5%에
이른 피해 발생 추정

- EU집행위, 코로나19 신속대응체계를 위한 EU 제약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역내생산(RVC, 역내밸류체인) 확대 필요하다고 주장

- 인프라, 에너지, 첨단산업, 식품 및 원자재 등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Screening) 제도 실시 예정(‘20.10월)

- 보건, 안전, 핵심산업의 해외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화정책 확산
*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에 90억 유로 공적자금 지원
(이탈리아) 알이탈리아 항공사 국유화 전환 발표
(스페인) 전국 영리·비영리 민간병원의 한시적 국유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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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 지원

- 의료장비 등의 독일 및 유럽 내 생산 확대방안 발표(’20.4월)

-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생산

공정으로 국내 생산 또는 리쇼어링 유도

- 연방정부 내 ‘생산능력 및 생산 프로세스 TF’를 신설하고, 독일

및 유럽 내 의료장비 밸류체인 신속 확립 과제 수행 예정

-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PPE), 헬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 (프랑스) 코로나19로 위기 직면한 자동차산업 구제방침에 국내생산

확대 의무 부과

- 르노 구제 위한 50억 유로 긴급대출 승인 보류하며 친환경차의

국내 생산 의무화
* 중국에서 진행 예정이던 전기차 모터 생산을 프랑스 국내공장으로 이전 예정

모로코 및 루마니아, 러시아 생산시설 확대계획 전면 재검토

- 의약품, 배터리 등 핵심분야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

<주요국의 핵심·필수산업 국산화 정책>

국가 주요 내용

미국
•인프라, 의료용품등에바이 아메리칸 적용 및 관련 산업의 국내복귀 지원
•의료물자의국내증산명령, 정부가 유통과분배를관리(국방물자생산법)
•국립제조업원신설로연방제조업지원정책(리쇼어링지원 포함) 일원화추진

중국
•핵심부품 및 미래산업 육성전략으로 공급망 자국화 추진
•내수시장 확대를통한대외무역안정화방침(’20.4월, 중앙정치국회의)

일본 •기업의 국내 생산거점 신설 및 이전 지원(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

EU
•EU집행위, EU 제약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역내생산 확대 필요성 역설
•인프라, 에너지, 첨단산업등대상외국인투자 스크리닝 실시 예정(’20.10월)
•보건, 안전, 핵심산업의 해외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화정책 확산

독일
•연방정부차원독일 및 유럽 내 의료장비 밸류체인 신속 확립 체제 가동
•첨단기술기반스마트생산공정으로제조업의국내 생산 또는 리쇼어링 유도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PPE), 헬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프랑스
•코로나19 위기 자동차산업 구제방침에 국내생산 확대 의무 부과
•의약품, 배터리 등 핵심분야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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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존도를 탈피한 공급망 다변화

◦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등 중간재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기존 효율성을 중시하던 GVC 전략을 위기관리 관점에서 재설계
- 특정국가에 집중되기 보다는 다각화되고 회복력을 갖춘 공급망
필요성 절실

◦ (미국)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밸류체인 중심지역으로 멕시코 부상
- ‘18년 이후 멕시코가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을 빠르게 대체 중
* 미국의 對멕시코 제조업 수입 증가율 : (’18년) 10%↑, (’19년) 4%↑
** 미국의 對中 제조업 수입 증가율(’19년) : 17%↓(900억 달러 감소)

- 對中 수입규제*, 화웨이 제재 등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對美
수출 억제 정책 실시 중
* 301조 관세, 철강/알루미늄 232조, 세탁기/태양광세이프가드및반덤핑/상계관세 등

- USMCA(‘20.7.1일발효예정)를통해對美 수출 위한 완성차 제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집중시킴으로써 멕시코가 최대 부품공급처가 될 전망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의 원산지 및 노동 기준>

- 역내산 부품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단계적 인상
* 특히, 핵심부품(엔진, 변속기 등)은 반드시 역내산 비율 75% 이상
- 역내산 부품 중 40-45%는 시급 16 달러 이상의 노동자에 의해 생산
- 철강 및 알루미늄의 역내 조달률 70% 이상

◦ (일본) 제조거점 및 해외 공급망 다변화 정책 추진
-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자국 및 아세안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아세안 지역 내 공급망 강화를 통한 해외
공급체계 최적․효율화 추구

- 희토류 등 대체가 어려운 원자재의 경우, 국가가 비축하여 안정적
공급 보장하는 한편, 특정국 수입이 불가피한 특정자원의 대체
및 사용절감 기술에 비용지원

- 서플라이체인의 현황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기업 간 데이터
연계 기술개발 및 실행사업 지원



Global� Market� Report� 20-011

- 15 -

◦ (EU) 기존 적시 공급(Just in time) 전략을 공급망의 위험 분산(Just

in case)으로 수정하며 안정성 추구
* EU집행위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 “거래 흐름과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되지 않을 것”

- 對中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차, 항공우주, 의약품 등 유럽 주요산업의

전략적 RVC 재편 필요성 절감
- 그러나 생산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완전한 脫중국화는 신중한 입장

◦ (독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공정별 공급망 다변화 전략 전개

- BMW,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W)은 개별 부품당 최소 2-3개
이상의 지역 내 구매 조달 고려 중

◦ (중국)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으로 脫중국 움직임 대응

- 외국기업의 진입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애로해소
-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대폭 개방을 통해 서부지역 등을 대체

투자지로 개발

 베트남․인도․멕시코가 중국 대체지로 부상

◦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은 제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China+1’ 또는 ‘China+2’ 전략의 중심지로
성장 전망

◦ (베트남)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대체 투자지로 부상 중
* (Google)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Pixel 4A) 베트남 생산 예정

(Microsoft) Surface모델 노트북 및 데스크탑 ’20년 내 베트남 생산 예정

- 최첨단·친환경 기술 대상 선별적 투자 유치, 행정절차 개선 등 외투

기업 애로해소,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저임금·젊은 노동력·우호적 정책환경 등으로 중국 대체 투자지로

꼽히나, 중국 대비 미흡한 숙련노동력과 기술력 , 협소한 내수

시장 등이 한계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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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과 글로벌 기업의 중국 대체
투자수요를 활용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 목표

- 19/20 회계연도(‘19.4월-’20.3월) 기준 외국인투자 유입은 약 7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

-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인도 내 조립생산 확대 추세
이며, 연관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 전망
* ’16년부터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Phased Manufacturing Program, PMP) 도입

- 최근 모디 총리는 코로나19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자립 인도
(Self-reliant India)’ 정책을 도입하고, 중국 생산기지를 인도로 대체
하여 세계 GVC의 중심이 된다는 목표를 주창(5.12일)
* 인도 정부는 최근 해외공관을 통해 중국 주재 미국 기업 약 1,000개사를 접촉
하여 對인도 투자이전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멕시코) ’20.1분기중국을제치고미국의제1위수출입대상국으로부상
* 미국 총 수입의 15.4%(874.9억 달러), 총 수출의 15.2%(602.8억 달러)

- 미중 통상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간 교역이 미-멕시코 간
교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

- 미국 자동차산업은 부품의 40%를 멕시코로부터 조달 중이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미국의 요청으로 자동차 제조공장 가동

- USMCA 발효 이후,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멕시코가 미국 제조업의
주요 공급처가 될 전망

 GVC의 디지털화

□ 향후 기업의 GVC 전략에서 최대 경쟁력 좌우요인은 ‘디지털화’

◦ GVC에서의 디지털화는 크게 ⑴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관리시스템 마련과 ⑵로봇,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산
자동화로 전개될 전망

◦ GVC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수요와 기회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원격 업무, 관리 자동화 기술 수요가 각국의

5G 조기 도입의 필요성 촉발
- 비대면 업무 확산으로 생산과 관리 전반에 걸친 전자화 및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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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보호무역주의 강약 조절

□ 코로나19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양상

* ’19년 기준, 글로벌 비관세장벽은 역대 최대치인 5,244건 기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족한 의료용품, 개인보호장비(PPE) 등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입관세 면제도 시행 중

□ 보호무역주의 강화

◦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필요한 의료물품의 수출금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자국 핵심산업 보호 및 지원 움직임

◦ (미국) 코로나19 대응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수출제한 명령(‘20.4월)

- 코로나19에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활발히 진행 중, 수입물품에

대한 90일 관세유예 명령에서 보복 관세** 조치는 제외

* ’20.1-2월간 신규조사는 0건이었으나 ’20.3월 개시된 신규조사는 8건

** 301조 관세, 철강/알루미늄 232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상계관세 등

◦ (중국)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대해

소고기 수입 중단,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시행

* 5.12일부 호주 4곳 육류가공기업으로부터 소고기 수입 금지

** 5.19일부 호주산 보리에 총 80.5%의 반덤핑(73.6%)·상계관세(6.9%) 관세 부과 조치

◦ (베트남) 마스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안정세에 접어든 현재는 정상적인 수출 허용

◦ (태국) 보건·산업·의약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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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광범위한 의료용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국 석유·화학산업 보호를 위해 코로나 관세 부과 고려

- 의약품, 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MB필터 등 광범위한

제품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

- 인도 화학·석유화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에 15% 관세를 가산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

◦ (EU집행위) 개인보호장비(PPE)의 EU역외 수출제한 시행 및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조치 검토

-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의 EU역외 수출

시 각 회원국 정부 승인 필요. 역내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해제(5.25일)

-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제품 가격하락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검토

◦ (영국) 개인보호장비(PPE)의 EU 및 EFTA역외 수출 시 라이센스 필요

□ 보호무역주의 완화

◦ 의료용품의 수입관세 및 인증취득 한시적 면제, 자국산 제품의 수출

촉진, 통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추세

◦ (미국) 부족한의료물자수급확대를위해對中 301조관세면제확대발표
* USTR은 두 차례(3.6일, 3.13일)에 걸쳐 50여개의 의료물품에 대한 301조 관세를

한시적으로(~’20.9.1일) 면제하는 조치 발표

** 美 관세부과 품목(’18.9월 발표) 중 108개 품목(의료용품 포함) 관세 면제 승인(4.24)

◦ (태국) 의료용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및 자국 농산물 수출진흥 활동

- 방역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

한시적 면제(~9.30일)

- 태국산 농산물(쌀, 열대과일)의 對中 수출증진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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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통관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인 수출입 물품 관리 등 통관

환경 재정비

◦ (브라질) 코로나19 대응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일부 의료

용품에 대한 인증(ANVISA) 취득 의무 한시적 면제

- 인증취득 의무 면제 해당품목은 마스크, 보호안경, 안면보호장비,

방호복, 진단장비 등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국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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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별 경제·통상정책 세부 내용

1  미국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경제분석국은 코로나19로 인해 ‘20.1분기 실질 GDP가 연평균
5%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발표(5.28일)

- 3월부터 실행된 ‘Stay Home’ 명령으로 인한 개인소비, 수출 감소가

연방·주정부 지출의 GDP 상승효과를 상쇄했다고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38%, 골드만삭스는 -24% 성장 전망

◦ (무역) ‘20.4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494억 달러로 전월대비 16.7% 증가
- (수출) 총 1,513억 달러 (전월대비 20.5% 감소)

- (수입) 총 2,007억 달러 (전월대비 13.7% 감소)

◦ (투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영된 통계 없음(’18년 자료가 최신 통계).

◦ (소비) `20.3월 개인소비는 약 7.5%의 하락률을 보였는데, ‘08.11월

금융위기 당시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던 수치(-1.4%)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 특히, 식품, 의료, 숙박업 등의 소비감소가 두드러짐.

□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경기 부양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발효(3.27일)

◦ (금액) 총 2조 2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로 ‘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원
금액 보다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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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기 부양법 분야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주·지방정부 공공·의료서비스 총계
금액 6,037억 5,000억 3,770억 3,400억 1,798억 2조 2억

◦ (지원내용) △개인 소득지원, △중소·대기업 대상 대출 및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지방정부 지원, △병원

등 의료시설 지원 등

구분 주요 내용

개인
•1인당 1,200 달러 현금 지급(3,000억 달러)
•실업수당(2,600억 달러), 학자대출 등

대기업
•대출 지원(4,250억 달러)
•항공사 지원(580억 달러)
•국가안보 목적 배정(170억 달러)

중소기업 •신규 대출(3,500억 달러), 기존 대출 경감(170억 달러)
주·지방정부 •코로나19 대응(2,740억 달러)

공공·의료서비스
•병원(1,000억 달러), 식품의약국(FDA) 의약품 승인, 비축장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응, 재향군인 의료지원, 푸드뱅크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입규제)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는 활발히 진행

중, 수입물품에 대한 90일 관세유예 명령에서 보복관세** 조치는 제외
* ’20.1-2월간 신규조사는 0건이었으나 ’20.3월 개시된 신규조사는 8건

** 301조 관세, 철강/알루미늄 232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상계관세 등

◦ (수출제한) 코로나19 대응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수출제한

- 트럼프대통령은공급부족현상을보인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수출제한을

명령(‘20.4월). 美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다섯종류의개인보호장비(PPE) 수출규제실시(‘20.4.7일부터 120일간유효)

-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제기하며, 對中 수출규제 강화
* ’20.5월 美 기술·장비·부품으로 제조한 반도체의 對화웨이 수출제재 조치 및

33개 中 기업을 美 수출통제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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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C 재편

◦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및

‘바이 아메리칸’ 강화 시사를 통해 제조업 자급력을 높이는 정책 시행

- 행정명령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기업에게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국내증산을 명령하고, 정부가 유통과 분배를 관리

* ’50년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물자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함.

- 인프라 프로젝트(철강), 의료용품, 의약품 등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s)을 적용, 국내 생산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국내복귀 지원

* ’20.5월 美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복제약 생산이 가능한 벤처제약사 플로(Phlow

Corp)와 3억 5,400만 달러 계약체결. 의약산업 공급망의 미국 복귀 노력 일환

- 국립제조업원(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을 신설하여 12개

부처 주관 58개 프로그램으로 분산된 연방 제조업지원정책 일원화

추진 계획

- 의회는 유턴기업의 정착화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Reshoring fund) 조성 추진 중

◦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공정의 본국근접 지역 재배치

현상인 니어쇼어링으로 전환 추세.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으로

멕시코 부상

* 미국의 對멕시코 제조업 수입 증가율 : (’18년) 10%↑, (’19년) 4%↑

** 미국의 對中 제조업 수입 증가율(’19년) : 17%↓(900억 달러 감소)

- 미국-멕시코 가치사슬 확대 주요 요인은 △미중 갈등 지속, △미국

시장의 빠른 유통수요, △멕시코의 낮은 인건비, △USMCA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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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 (심사 강화) 재무부, 외국인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를 수출규제와 연결짓는 새로운 의무신고 규정을 제안(‘20.5월)

- ’18년 개혁된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은 미국산업

기준코드(NAICS) 27개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기술이 포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

- 이번 제시된 규정은 NAICS 코드 기준이 폐지되고, 미 규제 당국의

수출 라이센스가 필요한 모든 분야와 관련된 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CFIUS의 검토 범위가 확대

* 핵심기술, 인프라,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미국 기업은 당국으로부터 수출허가 필요

□ 향후 전망

◦ 미국 및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에도 자국 주력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

* Asian Trade Centre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이사, “긴급 의료물자 외에도 식량

및 기타 생필품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파급될 수 있다” 경고

◦ 미국 제조업 GVC 재편 본격화

- 미중 통상분쟁, 코로나19로 미중 간 상호 무역액 감소 등 중국과

탈동조화 가속

* ’20.1-3월 미국의 對中 수입은 전년비 28.4% 감소, 對中 수출은 15.4% 감소

** ’19년 미국의 對中 제조업 수입은 전년대비 17%(900억 달러) 감소했으나, 미국의

제조업 총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

- 미국 제조업 GVC의 脫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는 반면, 베트남 및

멕시코의 참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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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GDP 증가율 -6.8% 기록. 춘절 이후 조업이 중단된

가운데 2차(-9.6%), 3차(-5.2%) 산업의 성장률 급락

- 코로나19,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 불안정 심화로 올해 성장률 난망

* 중국 정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미설정

◦ (무역) 대외교역 규모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 (수출) 조업회복에따라올 3월부터수출감소세완화, 4월예상외선방(3.5%↑)

* 기존 적체화물의 선적 및 해외 방역물자 수요 급증이 주요인

- (수입) 더딘 내수회복 및 신규 수출수주 급락으로 하락세 지속

* 신규 수출수주 PMI, ’20.3월 46.4%로 회복했다가 4월, 5월 30%대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외수부진으로 ‘20.2분기 교역 악화 예상

<중국 수출입 증감률(연도별, %)> <중국 수출입 증감률(월별, %)>

* 자료원 : 해관총서

◦ (투자) 경기부양조치에따른고정자산투자는확대세, 민간부문투자는여전히둔화

- ’20.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0.3% 감소.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분야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8%, 4.5%, 8.8% 감소

- ’20.1-4월 민간부문 투자는 ‘20.1-2월 대비 16.2% 감소로, 동 분야 투자

둔화가 투자 전반 하락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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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여전히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 중
- ’20.1-4월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 외출 감소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반면 일반상품 및 외식 소비는 감소

- 4월 이후 일상생활 정상화로 생활필수품 소비재 상대적 호조, 선택형
소비재 마이너스 지속

<중국의 품목별 소비 증감율>

구분 ’20.1-3월(%) ’20.1-4월(%) ’20.4월(%)
요식 △44.3 △41.2 △31.1

상품

생필품
식품 12.6 13.8 18.2

담배/주류 △14 △9.8 7.1
섬유/의류 △32.2 △29 △18.5

非필수품
화장품 △13.2 △9.4 3.5
액세서리 △37.7 △32.5 △12.1
의약품 2.9 4.3 8.6
사무용품 △3.4 △0.8 6.5
통신기기 △3.6 0.1 12.2
석유 및 제품 △23.5 △21.1 △14.1
자동차 △30.3 △22.6 0
가전 △29.9 △24.5 △8.5
가구 △29.3 △23.1 △5.4

인테리어용품 △23.9 △18.9 △5.8

* 자료원 : 국가통계국

□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올해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슈퍼 부양책 발표(5.22일)

◦ (금액) 총 8.25조 위안(약 1,404조 원)

- 재정적자율 역대 최고치(3.6% 이상)로 설정, 특별국채 발행, 지방
정부특수 채권 등을 통해 경기부양 재정 마련

- 기업 부가가치세·양로보험료․전기료․통신비 등 감면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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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슈퍼 부양책 자금구성 현황>

(단위 : 위안)

구분 재정적자확대 코로나19 특별국채 지방정부특수채권 감세 총계
규모 1조 1조 3.75조 2.5조 8.25조

◦ (지원내용) △소비쿠폰 발급 및 소비세 감면을 통한 소비활성, △

빈곤자 우선 채용 및 실업보조금 지원, △세제지원·비용감면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중소영세기업 자금난 해소, △지방정부 주도

舊·新 SOC 투자확대 등

구분 주요내용

소비진작

•’20.4월부터 지방정부별 소비쿠폰(문화·관광·외식분야) 지급
28개성 170여개도시온라인 추첨으로 총 190억위안지급(’20.5.13일기준)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종료 시점 2년 연장(’22년까지)
•물류/상업서비스망 배치 등 소비인프라 강화

고용안정
•빈곤노동자 우선 채용기업, 실직 빈곤노동자 대상 보조금 지급
(’20.2월부터 생산 안정까지)
•매년 700만 명 이상 농민공 직업훈련 지원(’20년-’21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은행 대상 재대출/재할인 1조 위안으로 확대
•3천억 위안 규모 소액금융채 발행

세제지원

•일부 세제우대 정책 ’23년까지 연장
(예 : 중소영세업자 대상 100만 위안 이하 대출의 이자수익 증치세 면제)
•기업대상 3대 보험료(양로·실업·산재) 감면(’20년 말까지)
•주택보조금 납입 3개월 유예 및 피해기업 사회보험료 납입 유예
•가공무역 제품 내수판매 시 관세·부가세 감면 조치(’20.4.15일-12.31일)

임대료
지원

•국유기업 건물, 산업·창업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각 지방 국유자산위 결정, 중앙급 국유기업은 최소 3개월간)

SOC
투자확대

•각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
(중장기적으로 약 50조 위안 집행, 연내 7-8조 위안 배정)
•新SOC 7대 분야에 연내 2-3조 위안 투자될 예정
* 5G 기지국 및 관련 설비, 특고압설비, 스마트그리드, 신에너지차 충전기반,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Global� Market� Report� 20-011

- 27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입규제) 수입규제 조치를 상대국 압박용 카드로 활용

-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소고기 수입

중단,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시행
* 5.12일부 호주 4곳 육류가공기업으로부터 소고기 수입 금지

** 5.19일부 호주산 보리에 총 80.5%의 반덤핑(73.6%)·상계관세(6.9%) 관세 부과 조치

◦ (수출진흥) 중국 수출기업의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19 관련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발급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 (발급기관) CCPIT
- (제출자료) △기업소재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선박·항공·열차 등 교통
편의 지연·취소 등 통지나 증명, △물품수출계약, 물품운송대리계약, 통관서류 등
- (효력) 200여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서

- (유의사항)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계약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수출의 내수전환) 내수 확대를 통한 ‘무역안정(穩外貿)*’에 총력
* ’20.4.17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확정

- 가공무역 제품 내수판매 시 관세·부가세 감면 등 조치 시행

 GVC 재편

◦ (자국 공급망 강화) 해외수요 급감, GVC 단절, 미중 통상분쟁 격화*

등 외부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내수 활성화 및 공급망 자국화
- 핵심부품·소재·기술의 자국화와 완전한 GVC 구축이 과제로 부상
* 美 기술을 활용해 화웨이에 공급 시 美 정부 승인 취득 의무화(’20.5.15일), 33개 中
AI, 보안 소프트웨어, 광학기술 기업을 美 수출통제목록 추가(’20.5.22일)

◦ (脫중국 움직임) 코로나19를 계기로 현지 및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차이나+1’ 전략 적극 검토 추세. 중국 내 노동집약형 산업(가구,

인테리어, 섬유의류 등)의 동남아 이전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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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산업 생산 비중(’18년 기준)>

연번 산업
생산 비중

(中 생산량/세계 총 생산량)
수출 비중

(수출량/총 생산량)
1 가구/인테리어용품 35% 33%
2 하이테크부품 46% 27%
3 섬유/의류 54% 23%
4 기계설비 38% 14%
5 고무/플라스틱 38% 8%
6 의약품/의료용품 29% 8%
7 화공제품 42% 7%

* 자료원 : Euromonitor, 中信证券研究部

 외국인투자

◦ (유치 강화) 외자유치 정책 방향 전환(세제혜택 → 외자기업 불만 해소)

-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도입을 통해 진입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강화, 각종 불확실성 해소 등

◦ (경영환경 개선) 외자기업의 脫중국화 대비 대외개방 확대

- 新외상투자법 발효(‘20년)에 맞춰 중국 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 수정(’20.3월), 상하이 외자안정 24조(’20.4월) 전국 시행 등

- 서비스, 제조업의 전면적 개방 통해 중서부 지역 산업 이전 촉진

 기타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로 일상생활에

IT·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비대면 비즈니스 급성장에 따라

新SOC*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전면 추진

* 5G 기지국 및 관련 설비, 특고압설비, 스마트그리드, 신에너지차 충전기반,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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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발표시기 관련문건 및 회의 주요 내용

’20.4월

요소시장화 배치체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데이터를新생산요소로기재한최초의정책문건. 데이터
시장 건설, 정부 데이터 개방‧공유, 사회 데이터 자원
가치제고, 데이터자원통합및보호강화가골자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화 관련

新경제발전 실시방안

디지털 경제의 新사업 육성, 기업 디지털화, 데이터
공급사슬 형성, 산업 상하류‧업종이 융합된 디지털
생태계구축

* 자료원 : 베이징무역관 종합

◦ (핵심산업 육성지원 강화) ’20.3월, 2천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산업
육성 2차 펀드 출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계와 패키징·테스트

등 취약부문에 투입될 예정
* ’14.10월 출범한 1차 펀드 규모는 1,387억 위안으로 주로 반도체 제조(67%)에 투입
** 중국은 美 對화웨이 제재 발표 직후, 대만 파운드리업체 SMIC에 15억 달러를 투자

하는 등 반도체 굴기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돌입

- 지방정부도 반도체 정부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자국화 적극 추진
* 지방정부의 반도체 정부펀드 규모는 총 3천-4천억 위안 수준으로 추정

□ 향후 전망

◦ (경제구조 재편) 내수중심의 자생적 경제구조 구축 가속화 전망

- 외수부진과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혁신, 시장개방,

경제구조 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 특히, 산업 고도화를 위해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과

반도체 굴기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예상

- 비대면비즈니스부상에따라인터넷규제, 개인정보보호체계구축 가속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올해 전인대상무委 입법 계획에 등장

◦ (GVC 재편 가속화) 코로나19는 GVC 재편의 촉매제로 작용.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위해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 △첨단제조업·4차
산업 분야 외자유치, △핵심기술·소재·부품의 국산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 및 시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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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3.4%로 2분기 연속 감소

- 외출 자제에 따른 소비감소, 관광객 입국 제한에 따른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위축 본격화

* 의류·가사용품 등의 반내구재 소비(-20.8%), 서비스 수출(-57.1%) 감소

◦ (무역) ’20.4월 일본 무역수지는 -9,304억 엔으로 3개월만에 무역적자로

전환. 서구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對미국 무역감소가 본격화된

반면 중국의 공장 가동 재개로 對중국 무역은 회복세 진입

- (수출) 5조 2,023억 엔 (전월대비 21.9% 감소)

- (수입) 6조 1,327억 엔. 코로나 관련 품목(방역용품, 통신장비 등) 수입 급증

◦ (투자) 일본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對일본 신규 투자 감소

- JETRO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93.4%는 코로나19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기업의 현상유지·사업연기에 따라 신규 투자 위축

* 사업·투자계획조사결과 : 계획대로진행 22.6%, 현상유지 37.5%, 사업확장연기 22.6%

◦ (소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고용환경 악화, 수입감소 등의

원인으로 개인소비는 급격히 위축. 4월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로 소비감소가 본격화(’20.1분기 전년 동기대비 4.4% 감소)

- 생활필수품 소비는 견조한 반면, 경기악화에 따른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구매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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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 (금액) 234조 엔(약 2,600조 원)

- 1차 117조 엔(4.7일), 2차 117조 엔(5.27일)

* 현재 1차 추경안만 국회통과, 2차 추경안은 6.12일까지 의결 목표

◦ (지원내용) △개인 소득지원(1인당 10만 엔 일률지급), △기업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임대료 지원(1개사

당 최대 600만 엔), △경영 실적악화 기업 자금지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의료종사자 위로금, △등록금 인하 대학 지원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 세부 현황>

(단위 : 엔)

구분 정책명 내용 예산 규모

’20년도
추경예산

긴급경제대책
(’20.4.7일)

감염방지대책
(의료체제 강화, 치료약 개발 등)

2.5조

고용유지
(고용유지보조금, 개인·기업 현금지원 등)

88.8조

경제활동회복
(관광·문화분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8.5조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서플라이체인 개혁, 다변화 추진 등)

15.7조

예비비 1.5조

추가대책
(’20.5.27일)

자금융통지원(개인·기업 등) 87조
월세지원보조금 2조
고용유지보조금 4,500억
의료체제 강화 3조
코로나 대책 관련 지자체 교부금 2조
예비비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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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출진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지·연기된 대면 상담회, 전시회를

온라인 상담회로 개최. 해외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GVC 재편

◦ 일본 정부는 GVC 재편을 위해 국내 생산거점 정비 및 해외 생산

거점 다원화를 골자로 하는 ‘해외 서플라인체인 개혁정책’ 발표

① (리쇼어링) 제조업 등 주요기업의 국내 생산거점 신설·이전을 지원을

통해 서플라이체인 단절에 대한 리스크 감소

- 주요 대상분야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부품소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용품·원자재 등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건물·생산설비 도입 보조금 지원 통해

제품·부품의 안정적 국내공급 도모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비용지원(분야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② (해외 생산거점 다원화) 일본-ASEAN 간 서플라이체인 구축·강화를

추진, 제조거점의 다원화를 통한 서플라이체인 최적·효율화 실현

- 자동차·전기기계 및 위생용품 관련 분야의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진출희망기업의 설비도입(신·증설), 현지조사 등 F/S 조사 지원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비용지원(분야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건별 상한 50억 엔)

◦ (희토류 비축·절감) 서플라이체인 단절에 대비, 대체가 어려운 희토류를

국가가 비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

- 희토류 대체·사용량 절감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특정국 수입이

불가피한 특정 자원의 대체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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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대응 기술개발) 서플라이체인 현황의 신속파악 및 대응을 위한

기업 간 데이터연계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 개발기술의 도입·확산을 통해 유사 시에도 신속·유연한 대처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목표

 외국인투자

◦ (심사 강화) 외환법 개정(’19.11월 개정, ’20.5월 시행)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 의료기기 분야 추가 예정

- 전력, 통신업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취득 시 사전

신고기준이 강화(보유지분율 10% → 1%)

- 동 기준 내 고도 의료기기 분야(백신, 의약품, 인공호흡기 등) 추가를

추진,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규제도 강화될 전망

 기타
◦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 코로나 사태로 대두된 주요과제인 의료·

방역체계의 신속화·국산화를 위한 관련 분야 제품생산 및 기술개발

도입 지원

- (의료체제) 유사 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약품심사 신속화,

△감염확대방지 시스템 개발, △바이러스 검사체제 강화(간이검사장비

개발 등) 등 감염증 관련 체제 정비지원

-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분야의 국산화를 위한

△백신·치료약 개발지원, △설비도입 지원, △중증환자 치료기기 도입

등 연구개발·설비도입 지원 시행

- (위생용품) 마스크·손소독제의 위생용품 국내생산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의존도 축소 및 국산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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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분야 경쟁력 강화)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 도입촉진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해 관련 분야 및 도입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추진

- (對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온라인 회의, 재택근무 등) 솔루션·

설비 등 도입 컨설팅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관련 분야 수요촉진

- (온라인 교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서비스 사업자 대상

실증사업(對학교) 추진 시, 보조금 지급(사업비의 최대 2/3)을 통한 사례

확충 및 교육기관의 도입 확대 지원

□ 향후 전망

◦ 경제활동 재개로 3분기부터 점진적 회복기조 전환 예상

* 경제성장률 전망치(일본경제연구센터) : (2분기) -21.33%, (’20년) -5.39%

- 일본 정부는 재난소득 지급 및 기업 자금융통 등을 위해 총 234조 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

- 긴급사태조치(4.7일-5.25일)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기업의 재택근무 유지 및 공장 가동 일정조정으로 본격 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제조·의료·방역 분야의 공급망 재편과 ICT 성장 기회

- (제조업)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자국 및

ASEAN으로 다변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급체계가 형성

* 단,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및 현지수요로 인해 기존 진출기업의

생산시설 이전은 제한적일 가능성 존재

- (방역·의료) 적극적인 방역·의료분야 국내생산 지원과 외국자본

투자규제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의 국산화가 가속

- (ICT)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에 따른 통신망 사용 증가, 5G 도입

본격화, 정보보안의 중요성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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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3.82%를 기록하며,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시현. 그러나 ‘20.2분기부터

코로나19發 불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연간 목표성장률을 하향 조정(6.8% → 4.5-5.4%)

◦ (무역) ‘20.1분기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1,2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

- (수출) 632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

- (수입) 594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주요 수출시장인 EU 및 미국의 경기 악화로 ‘20.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출 실적 악화 예상

◦ (투자) ‘20.1분기 對베트남 총 투자금액은 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

- 미중 통상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자본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증가세. 싱가포르(1위)*, 중국(2위), 홍콩(4위) 순

* ’20.1.21일 GE 싱가포르 법인의 對베트남 화력발전소 40억 달러 투자 승인

◦ (소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영업중단으로 소매유통은 최저

성장률 기록. ‘20.1분기 베트남 소매유통 규모는 약 53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 성장하였으나, 지난 5년간 성장률 중 가장 낮은 수치

- 베트남의 주력산업인 숙박업 및 요식업(-9.6%), 여행 및 관광산업

(-27.8%)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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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기업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 방향 발표(5.8일)

<베트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 현황>

•베트남 푹 총리, 코로나19로 인한피해기업·사업장지원긴급대책마련 지시(’20.3.4일)
•개인·기업의 납세기한 연장 및 연체이자 미부과 조치 시행(’20.4.8일)
- 농림수산, 식품가공, 의류, 전자, 자동차, 건설, 운송, 관광업 대상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20.4.9일)
- 무급휴가 근로자(월 180만 동), 빈곤가계(1인당 월 50만 동), 연매출 1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월 1백만 동) 자금 지급(3개월간)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 방향 발표(’20.5.8일)
- (현재) 코로나19 예방, 피해최소화→ (안정기) 내수시장회복→ (종식) 해외투자확보
•생산·경영 활동의 어려움 해소, 공공자본 집행, 사회안전질서 보장을 위한 임무
및 대책을 위한 결의문 발표(’20.5.29일)

◦ (금액) 취약계층 보조금 26억 달러, 중소기업 법인세 6.79억 달러

◦ (지원내용) △세금 및 수수료 면제·인하,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수출세·특별소비세 납부기간 연장, △외국 경영인·기술인력·전문가

특별입국 허용, △공공투자 지출 촉진,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정부부처·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용 절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서류 간소화 및 지방정부의 신속한 승인

- 주력산업별 세부 지원책은 각 부처별로 마련 중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출제한)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통제 결의안(20/NQ-CP)을 발표(2.28일)

하였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수출 정상화(4.29일)

◦ (통관 간소화) 세관총국은 각 지방 관세청에 행정절차 개혁 및 간소화,

수출입 물품 관리, 관세 징수 등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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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EU FTA 대비) 올 하반기 발효 대비 실무그룹 구성

- 베트남의 주요 수혜분야인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구, 농수산물의 시장의

수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베트남 경기 부양 기대

 GVC 재편

◦ 코로나19로 인한 대대적인 GVC 재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으나,

脫중국 예정기업 및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중국 대체 투자지로 부상
*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이동의 주요 요인은 저임금·젊은 노동력·우호적 정책환경,

중국에 편중된 의존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총리 경제고문단)

- 전기전자 기업, 생산기지 일부의 베트남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종 조립단계가 중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어려움 잔존
- 미중 통상분쟁 이후, 베트남은 제조업 생산기지로 더욱 부상했으나 중국

대비 미흡한 숙련노동력과 기술력, 협소한 내수시장이 주요 한계로 지적

<글로벌 전기전자 기업의 對베트남 이전 동향>

• Goog le
- ’20.4월 중,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Pixel 4A)의 베트남 내 생산돌입 발표. 신규 출시
예정인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Pixel 5) 또한 하반기 중 동남아시아에서 생산 계획
- 협력사대상으로중국에서베트남으로이전시발생하는비용, 실현가능성에대해조사요청

• Microsoft
- 빠르면 ’20년 내 베트남 북부에서 Surface모델 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생산 예정
-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빠르게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검토 중. 하드웨어 부문의
생산량이적기때문에對베트남생산기지이전이상대적으로수월할것으로예상

 외국인투자

◦ (유치 강화) 기획투자부(MPI),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정부 의결문(No.58/NQ-CP) 발표(4.27일)

-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 및 협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는 정부 액션플랜을 의결
* 투자 유치 체제, 행정절차에 대한 개혁·수정, 효율성과 경쟁력 보유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방법, 현행 투자법 상 투자의 애로로 작용하는 행정절차, 투자
인센티브, 투자 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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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총리, 최첨단·친환경 기술보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방안 마련 지시(5.23일)

- 생산부지,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행정절차, 인적자원 관점에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베트남 투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기반 마련
* 6.19일 국회통과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권익

보호, 행정체계 개선, 명확한 지원체계 마련,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포함

 기타
◦ (외국자본의 자국기업 M&A 제한 검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놓인
자국 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잠식 우려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자국 기업의 매각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수합병을 유예할 것을 제안. 베트남 투자청은 일부 핵심산업에
대한 매각만 제한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

□ 향후 전망

◦ (경기 침체 지속) 하반기 중국산 원자재 수급 애로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EU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무역수지 악화, 내수

시장 불황으로 기업 도산, 실업 등 발생 예상
- 추후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허용 및 국제선 운항 여부가 하반기 내수

시장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외국인투자) GVC 재편 대비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강화
- 脫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 세금

유예, 개방적이고 투명한 경영환경, 편리한 인프라, 국제규범을 반영한

법률 구축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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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국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14.1분기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 ‘20.2분기 최저점(-10% 이상) 돌파 후 ‘20.3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예상

-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서비스 수출 감소, 민간·공공

투자 저조, 정부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

◦ (무역) ’20.4월까지 태국은 5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수출) 795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0.8% 감소)

- (수입) 744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 (투자) ‘20.1분기 對태국 총 투자신청 금액은 713.8억 바트로 전년

동기대비 44.4% 감소

◦ (소비) 태국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3.26일)에 따라 다수의 실업자

발생 및 소비심리 경색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용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내구재

소비(2.8%)와 온라인 미팅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이동통신·전기 등 분야

지출(9.3%)은 증가

□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례의 경기 부양책 승인(1차 3.10일, 2차 3.24일,

3차 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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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2.5조 바트(약 97조 2천억 원)

- 1차 4천억 바트, 2차 2천억 바트, 3차 1.9조 바트

◦ (지원내용) △사회보장보험 미가입자·농민·취약계층 대상 지원,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각종 세제혜택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우량기업 회사채 매입 등

<태국의 경기 부양책 주요 내용>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입관세 면제) 방역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 한시적 면제(~9.30일)

- 농업, 건설, 포장, 제빵 산업용 기계 146종 수입관세 면제(~12.31일)

- 의료기기 생산 기계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회차 구분 주요 내용

1차
(4천억
바트)

산업지원

•(대출) △최대 2년간 1,500억 바트 규모 연 2% 소프트론 제공,
△특수금융기관대출채무원금상환유예
•(세제혜택) △원천징수 세율 인하(3% → 1.5%, 4-9월), △수출
기업 부가세환급, △사회보장보험부담요율인하(5%→ 4%)

기타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환자 1명당 의사 1,500
바트, 간호사 1,000 바트)

2차
(2천억
바트)

사업주
•(세제혜택)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수입관세면제
•(관광업) 1,000억 바트 규모 저금리 대출

근로자

•(현금지급) 사회보장보험 미가입자 대상 현금 지급(5,000 바트/월
3개월간),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중 실직자 대상 최대 180일간
급여의 70% 지급
•(세제혜택)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8월 말), △의료보험 세액
공제 한도 증액(15,000 바트 → 25,000 바트)

3차
(1.9조
바트)

경제·사회
재건

•2차 경기 부양책의 현금지원 대상확대(기존 300만 명 →
1,400만 명), 농민지원, 코로나19 의료지원(총 6천억 바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 재건(4천억 바트)

안정화
기금조성

•단기자금 부족 우량기업 회사채 매입을 통한 부채상환 연장
(4천억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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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제한) 보건·산업·의약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6.30일)

◦ (수출촉진) 태국산 농산물(쌀, 열대과일)의 對中 수출증진 프로모션 진행

◦ (통관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사본 한시적 인정(~9.30일)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태국 내 수입자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한시적 인정. 단,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한정
* 원산지증명서 사본사용 요청 및 추후 원본 제출 문구 기재 필요

 GVC 재편

◦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국내 제조 시 법인세 감면. 비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또는 관련
부품 생산공정 추가 시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분야 신규 투자 인센티브 정책>

인센티브 세부 내용

법인세
50% 추가 감면
(3년간)

•의료기기및부품, 의료활동시사용되는부직포등원자재, 진단
키트, 의약품, 활성원료등태국내제조
•신청기간 : ’20.1.1일-’20.6.30일
•제조착수및수입창출기한 : ’20.12.31일
•기타조건: ’20년-’21년사이생산된제품의최소50%내수판매또는기부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기존 생산라인에 의료기기 또는 부품 공정 추가 시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신청기간 : ’20.9월 말까지
•기계류 수입기한 : ’20년 말 이내

원자재생산시
법인세면제/기간연장

•의료용제품생산에사용되는원자재제조
•의료용 에탄올 제조(8년간 법인세 면제),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
제조용부직포생산(법인세면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자료원 : 태국투자청

※ 태국산업연맹(FTI), 자동차부품공장의용도전환을위한타당성조사실시(’20.05.26일, 방콕포스트)

- FTI는 코로나19로 조업 중단 또는 폐업한 다수의 자동차부품 공장을 의료기기
또는 항공기부품 등 태국 정부의 ‘S-커브 산업’ 업종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제안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

- 용도 변경 시 생산은 물론 장기적인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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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보호무역주의 확대) 철강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및

자국산 제품 조달 확대 가능성

- 태국철강협회는 중국의 봉쇄조치 해제 이후 과잉 생산된 중국산 철강의

對태국 유입 가속화에 대해 우려 제기, 對정부 구제조치 마련 요구

* 태국철강협회요구사항 : 저금리대출, 공공건설및교통프로젝트에태국산철강사용

- 태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 분야를 위주로

적용되어 온 만큼 향후 신규조사 착수 등 관련 상황 모니터 필요

◦ (FTA 체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20.5월, 태국 총리 지시), 빠르면 올 8월부터 협상 개시 가능

- 최근 외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증가, 주요 교역국들의 對태국 특혜

관세제도(GSP) 폐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및 교역상황

악화는 태국 수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CPTPP 가입 유인으로 작용

* 단, 의약품 및 농산품 분야는 CPTPP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

◦ (NVC 강화) 태국의 대표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식품 분야를 비롯해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산업의 NVC(국가밸류

체인) 강화 가능성

◦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태국의 경제성장 전략인 4.0정책 및 S-커브

정책, 투자 유치를 위한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 개발 정책 실현을 위해 외국인투자 강화를 통한 선진기술

유치는 지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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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인도 주정부은행(SBI)은 ‘20.1분기 성장률을 1.2%로 예상

- 국내외 금융기관은 20/21 회계연도(‘20.4월-’21.3월)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봉쇄조치, 경제마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망치 하향
* 2분기 GDP 성장률 : 골드만삭스 -45%로 대폭 하향 조정, Axis Bank -25% 전망

-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도 올 2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3.5%에서 14%

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

◦ (무역) 봉쇄조치로 주(州) 간 물류가 봉쇄되고 제조가 중단되면서

무역 또한 크게 악화된 상황

- 인도 정부의 봉쇄조치 조치(3.25일-5.17일)에 따라, 비필수재의 제조 및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인도 수출입 업체들은 무역을 중단

- 5.18일부터 시작된 4차 봉쇄조치 이후, 비필수재 기업들이 제조

및 운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활동이 아직 정상화

되지 못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투자)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가 지속되어, ’20.3월까지

FDI 증가. 19/20 회계연도(‘19.4월-’20.3월) 기준 FDI는 약 7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인도상공부 자료)

* ’19년 對인도 FDI 금액은 490억 달러(UNCTAD 자료)

◦ (소비) 전자상거래,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 소비 증가

- 봉쇄조치 이후 전자상거래 주문은 전년대비 50% 가량 증가

- 일용소비재(FMCG) 및 의료용품 수요 증가, 재택근무로 인한 휴대폰,

노트북 등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봉쇄조치로 전년대비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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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모디 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책

발표(5.12일), ‘자립 인도 및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Self-reliant India

& Make in India)’ 슬로건과 함께 노동자·농민·중소기업 종사자·

중산층을 위한 세부 지원정책 발표(5.13일)

◦ (금액) 20조 루피(약 320조 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 기업지원, 정부입찰 혜택 등 제공

- (금융지원) 인도중앙은행(RBI) 기준금리 인하(기존 4.4% → 4.0%),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불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8.31일)

<인도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주요 내용>

* 자료원 :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자료(’20.5.13일)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피해 완화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5.14일부터 향후 45일 동안 정부발행 중소기업 어음 처리

무담보 대출
•국가신용보증기금(NCGTC)을 통한 3조 루피 대출 제공(연간 매출액
10억 루피또는 2.5억 루피규모의대출금을상환해야하는기업대상)

영세기업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 2,000억 루피 후순위채 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CGTMSE)에 400억 루피 지원

재간접 펀드
확대

•모태펀드와 하위펀드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에
1,000억 루피 투자

중소기업
재정의

•다양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액 기준 완화,
매출액 기준 도입(관련법 개정 예정)
- 영세기업 : 투자금액 1,000만 루피, 연매출액 5,000만 루피 이하
- 소기업 : 투자금액 1억 루피, 연매출액 5억 루피 이하
- 중기업 : 투자금액 2억 루피, 연매출액 10억 루피 이하

정부입찰
혜택 제공

•20억 루피 이하 규모의 정부 사업에 글로벌 기업 입찰 불허
•중소기업 의무 조달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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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입규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국 석유·화학산업 보호를 위해

코로나 관세 부과 고려

- 인도 화학·석유화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에 15% 관세를 가산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

- 아직 인도 정부는 해당 제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가능성 존재

◦ (수출제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수출금지 조치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단계인 1.31일부터

마스크 및 관련 품목 수출을 규제하였으며, 현재는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의약품, 진단키트 등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

 GVC 재편

◦ (중국 대체 투자거점화)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 목표

-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맞물려, 산업전반의 가치사슬이 지속 확장될 전망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인도 산업 전반의 조립‧생산이 확대되

며, 전‧후방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의 동반 성장도 예상

<모디 총리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주창 주요 내용>

- 모디 총리, GVC 재편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타개 정책 발표(’20.5.12일)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 중국의 생산기지를 인도로 대체하고 경제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는 ‘자립 인도(Self-reliant)’ 주창
- 이를 위해 △퀀텀점프 경제, △현대 인도를 상징하는 인프라 고도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강력한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 △글로벌 공급망 기반
수요라는 다섯 가지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 강화 예정

- 세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인도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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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 (유치 강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 유치 노력 강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액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GVC

재편 및 수출 회복을 위한 투자 유치 필요성 절감에 따라 ‘20.4월

1차 FDI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유치 노력 중

<1차 FDI 활성화 대책회의(’20.4.30일) 주요 내용 >

- (참석자) 모디 총리, 중앙정부 장관(재무부, 국무부, 상공부 등) 및 고위 공무원
- (주제) ‘Make in India, Made for World’ 로드맵 관련 FDI 활성화
- (주요 논의) FDI 현황 점검, 주별 FDI 활성화, 산업부지를 중심으로 투자자가
바로 진출하여 활용 가능한 환경 조성

- (특이사항) 논의사항별 개선안은 추후 재논의 예정으로 5월말-6월초 예상

◦ 인도 상공부, 투자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면제 방안 검토 중

- 5억 달러 이상 신규 투자기업 대상 10년간 면세하는 방안 제안

- 의료기기, 전자, 통신장비, 자본재 분야 기업이 대상이며, ’20.6.1일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운영을 시작해야 함.

◦ (심사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新규정 도입(‘20.4.18일)

- 인도 정부는 국경 인접국가(중국,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가 인도

기업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인도 정부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

- 코로나19 사태로 가치가 떨어진 자국기업이 헐값에 해외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난

중국이 해외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견제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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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수입억제 지속) 인도의 수입억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인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은 억제하되, 수출보조금 및

진흥 정책을 통해 수출은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인도는 ’14년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뚜렷한 수입억제 기조를 보이고 있음. 모디 총리는

대국민담화(5.12일)를 통해 자국물품을 구매하는 것(Vocal for Local)이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핵심이라고 발표

◦ (외국인투자 증가) 글로벌 脫중국 움직임으로 對인도 투자 증가 전망

-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이점으로

脫중국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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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집행위원회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EU집행위는 ‘20년 유럽연합 GDP 성장률을 -7.4%로 전망

- 코로나19로 대공황 이래 전례 없는 경기 침체가예상되며, 관광산업에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무역) ’20년 EU집행위는 EU 27개국의 역외수출은 9.2%, 수입은

8.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5,250억 유로로, 운송장비·

전기·기계 제품을 포함한 제조업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

◦ (투자) 유럽기업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투자 감소 전망

- 응답자의 32%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존 계획된 투자를

연기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사업장축소, 고용동결 등의 투자도 감소
* 유럽기업인협회(ERT)회원 55개사(BMW, 다임러, 르노, BASF, 노키아, 에릭슨,

보다폰, 네슬레 등) 대상 설문조사(5.19일)

◦ (소비)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 예측 불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계저축

증가. 가계저축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의 현금 유동성 증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부채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유동성 공급

◦ EU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등은코로나19 긴급화상회의를개최하여, 신속한

지원정책이시행가능하도록유동성공급과 EU재정규정 완화에 합의(‘3.10일)

* EU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한하고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따라회원국의재정적자는GDP의3%, 국가부채는60%이하로유지하도록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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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입규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6.30일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검토

- 유럽철강협회(EUROFER), ’20.2·3분기 쿼터 75% 감축 요청

◦ (수출제한)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의

EU역외 수출 시 각 회원국 정부 승인 필요. 역내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해제(5.25일)

 GVC 재편

◦ 높은 對中 의존도로 유럽 GVC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위험분산 중요성 대두.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필요 인식 확산

- EU-중국 간 원자재·중간재 공급차질로 EU의 직·간접적 피해비용은

연간 GDP의 3.5%*로 추정

* 벨기에싱크탱크(Bruegel), 피해가큰산업분야는 IT 및전자․자동차․섬유등제조업

◦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의료, 제약 등 국가 필수산업의 유럽 역내

생산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자국·지역 중심 리쇼어링 움직임

- EU집행위,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EU 제약산업 공급망 재편과

역내생산 증대를 통한 공급다각화 필요성 주장

* EU집행위는 ’20년 말 의약품 공급안정화와 신약품 혁신연구개발 조치를 담은

EU 제약전략(EU Pharmaceutical Strategy) 발표 예정

- 유럽 대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자 10%가 공급망의

니어쇼어링 고려

* 유럽기업인협회(ERT)회원 55개사(BMW, 다임러, 르노, BASF, 노키아, 에릭슨,

보다폰, 네슬레 등) 대상 설문조사(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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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다변화) ‘적시 공급’(Just in time) → ‘위험 분산’(Just in case)

으로 안정성 추구

- 프랑스 재무장관, 對中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차, 항공우주, 의약품

등 유럽 주요산업*의 전략적 RVC 수립 촉구

* EU집행위, EU 신산업정책전략(Industrial Strategy)발표(3.10일). 법인세 통합 등 역내

무역장벽해소를통한단일시장강화, EU 기업보호, 유럽전략산업보호, 육성계획포함

- 주요산업 GVC 재편 움직임에도 불구, 생산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완전한 脫중국화에는 신중한 입장

 외국인투자

◦ (심사 강화) 공중보건관련기업·시설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지침발표(3.25일)

- EU 의료장비 생산시설, 연구기관 등 공중보건 인프라 및 관련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 (EU 외국인직접투자 스크리닝(Screening) 제도 실시) EU회원국 간

외국인투자 정보 공유와 협력수단을 마련하고 EU안보 및 공공질서를

훼손할 가능성 있는 투자에 대한 사전조치 및 통제강화(‘20.10.11일)

- (심사대상 분야) 인프라, 에너지, 첨단기술, 데이터, 이중용도(Dual-use)*

품목, 식품 및 원자재, 금융, 미디어, EU 프로젝트,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동반한 투자, 역내안보 위협이 되는 경우

* 민간용으로 제조되었나,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품목

- (규제형태) 전면금지, 완화조치, 특허의약품의 강제 라이센스, 특정

산업분야의 기업에게 공공서비스 의무부과, 정부지분을 활용한 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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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업 국유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반산업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부의

국유화 움직임

- (독일) 루프트한자에 공적자금 90억 유로 지원 조건으로 △항공사

지분 20% 보유, △감사위원회 인사파견, △배당금·임원진 보너스

지급중단, △직원 월급삭감에 합의(5.25일)

- (이탈리아) 국적기 알이탈리아의 국유화 전환 6월 내 발표

- (포르투갈) TAP포르투갈 항공사도 국유화 추진 논의 중

- (스페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영리·비영리 민간병원의

한시적 국유화 운영(3.16일)

□ 향후 전망

◦ Post-코로나19 대비, 그린딜·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린딜·디지털화 실행 가속화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로드맵 제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친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

확대 예상

-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술 및 인프라 개발 및 지원강화

◦ EU 기업·기반산업 보호 및 지원 강화

- EU 기반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 방지를 위해 국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스크리닝 제도 실시 등 정부 개입을 통한 역내산업 보호

움직임 예상

- 의료, 제약 등 필수산업 위주의 GVC 재편 및 리쇼어링 논의 전망



- 52 -

8  독일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독일 정부, 코로나發 경기 위축으로 ’20년 GDP 성장 –6.3%
전망(’20.4.29일), 최악의 경기 침체 우려

- ’20년 초 독일 경기는 견조한 내수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3월 유럽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크게 위축되며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수출입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 악화

-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건재하던 고용시장 역시 타격 가시화
* ’20.5월 실업률 5.8%, 전월대비 0.7%p, 전년 동기대비 0.9%p 증가

◦ (무역) 코로나19 여파로 독일 수출은 ’90.8월 이래 최대의 감소세

- (수출) ’20.3월 -7.9% 감소. 중국시장 부진뿐 아니라 이동제한, 조업

중단 등 유럽 내수시장의 붕괴로 ’90.8월 이후 최대의 감소세 기록
- (수입) ’20.3월 -4.5% 감소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글로벌 수주 급감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우려와 함께 당분간 수출입 부진 심화 예상
* 데카은행(DekaBank)의 전문가 쇼이얼레(Andreas Scheuerle), “4월 중국 경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 내 제동효과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투자) 직접적인 투자심리 약화로 신규 투자 보류 추세
- (설비투자)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20.1분기 –9.22% 성장. 코로나 위기

확산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위축될 전망

◦ (소비)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심리 위축 지속 전망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운영 중단 조치 시행 등으로

’20.3월소매판매는 0.3%까지하락, ‘20.5월소비자동향지수는 -23.4p로심각한

하락세 기록. ’20.4월 소비자 물가 역시 0.9%로 전월대비 상승폭 하락
* 코로나19 확산으로 3.18일부로독일전역내일부생필품상점을제외한상점영업중단.

5.11일부터매장규모관계없이영업재개조치. 사회적거리두기는 6.29일까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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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패키지 승인(3.23일)

◦ (금액) 7,560억 유로(약 1,030조 원)

* 각주정부도연방정부와별도로총 1,072억 유로를투입하여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독일의 경기 부양패키지 세부 현황>
(단위 : 유로)

구분 세부내용 예산규모 진행경과

추경예산

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 500억

1,560억

임시 국무회의에서
긴급구제금융 승인
(3.23일), 연방의회
(3.25일) 및 연방
회의(3.27일) 동의후
자금조달및집행

550억전염병 대응
77억사회보장비
35억의료지원
335억세수감소보전
63억백신개발

경제안정기금
지분 투자 1,000억

6,000억
3.23일 결정
(필요시시행예정)

대출 지원 1,000억
신용보증 4,000억

총 계 - - 7,560억 -

◦ (지원내용) 기업 대상 자금·대출 지원, 세제혜택, 단축근로수당 제공
- (기업지원) 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무상지원, 중견·대기업 대상 기업
대출·보증을 통해 유동성 공급

•(10인 이하 소기업·자영업) 최대 1.5만 유로 무상지원(총 500억 유로)
•(중소·중견기업) 독일재건은행(KfW)의 보증 한도 4,490억 유로로 확대(총 8,220억 유로),
기존 대출 프로그램 대상 확대, 대출 중 최대 80만 유로를 정부가 100% 보증
•(대기업) 경제안정기금 도입, 250인 이상 대기업에게 대출·신용보증 지원, 필요 시
정부의 지분투자도 가능(총 6,000억 유로)
•(스타트업) 국가에서 추가 투자자금을 전환사채 형태로 매칭, 투자자가 없을 경우
대출 지원(총 20억 유로)

- (세제혜택) 올 연말까지 코로나 피해 기업의 납세일정 연기, 비납세
기업 강제집행 유예 등 실행

- (단축근로수당)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필요한 근로자 급여의
60%-80%(자녀 有 67%-87%)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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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출규제) 독일 정부, 코로나19 확산 초기 FFP2 마스크, 안면보호장비,

보호장갑, 방호복 등의 의료용 보호장비에 대한 수출금지 즉각 시행(3.4일)

- 이어 몇몇 예외조항*을 포함한 특정제품**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으로 대체

(3.12일), EU 규정 적용에 따라 동 수출 허가 의무제 효력 종료(5.25일)

* 독일을 거친 주문으로 표시된 제품의 운송 허용, 기업은 외국 자회사 또는 지점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및 수출을 위한 신청서 제출 가능

** 의료용 고글, 안면보호장비, 의료용 마스크, FFP2 및 FFP3 마스크, 방호복, 의료용

가운, 의료용 장갑

◦ 아울러 EU 차원에서 특정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의무 규정(시행령

(EU) 402/2020, 6주 유효) 도입(3.14일) 및 개정안 426/2020 발표(3.19일)

- 특정제품에 대한 수출허가 제시 의무 연장 규정(시행령 (EU) 2020/568)

발효(4.26일), 발효 후 1개월간 유효(5.25일부로 종료)

 GVC 재편

◦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의료, 일부 핵심·필수산업의 자국 생산

-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필수산업에서 광범위한

공급을 보장하고 개별 공급기업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확산, 특정 제품에 대한 자국 생산도 필수

*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임러 독일 공장에서 1일 14만장의 마스크 생산,

BMW 등도 독일 내 자체 마스크 개발, 보쉬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개발

- 독일 내각은 의료용 보호장비, 진단기기, 의약품 조달 상황 파악 후

독일 및 유럽 내 의료보호 장비 생산 구축 및 확대 방안 추진 계획

발표(’20.4.9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내 ‘생산능력 및 생산프로세스 TF’ 신설,

상기 품목의 독일 및 유럽 내 밸류체인 신속 확립 과제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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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쇼어링) 의료 및 에너지 등 전략·필수산업 리쇼어링 이슈 대두

- 자국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 및 산업발전 필요성에

따른 리쇼어링 필요 인식 확산

* 독일 경제전문가 그림(Veronika Grimm), “코로나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을 신뢰하지 않을 것”

-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생산공정은 저가

생산 및 리쇼어링 유도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위시해 ‘디지털 전략 2025’ 추진 중

◦ (니어쇼어링) 독일 메르켈 총리, 유럽 현지생산 중심의 ‘실존 가치사슬

(existential value chain)’에 대해 언급. 보건·안보 분야 유럽 역내생산

중요성 역설

◦ (공급망 다변화) BMW, 다임러(Daimler), 폴크스바겐(VW)은 공급망의

취약성 고려, 개별 부품당 최소 2-3개 이상의 지역 내 구매 조달 고려

* 다임러, 개별 부품에 대한 대체공급업체 발굴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 부품 거래 파트너와 거래 불가 시 대체 공급업체 확보

- 공급망 관리 강화, 공급망 변경, 재고 확대, 필요 시 전체 입지 이전

등 생산을 위한 안전망 구축 노력 강화 예상

- ‘적시 공급’(Just in time) → ‘위험 분산’(Just in case)으로 안정성 추구

* EU집행위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 “거래 흐름과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되지 않을 것”

◦ (중국 대체 투자거점화) 중국 중심의 공급 의존도에서 탈피, 글로벌

공급망과 현지 입지 구축 기대

* 독일 Z사, 중국산대체수요발굴예정. 단순제품이아닌특허출원기술제품에높은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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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 (적대적 M&A방지) 코로나19 위기로 전략·필수 제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필요성 부각. 경제 위기에 따른 유럽 기술기업의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전략적 협력 강화

- 독·프 전략적 협력 강화, 특히 중국 등으로부터 제약기업의 생산

역량 복귀,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 기술 기업 인수 방지 포함

* 독일 정부, 시가총액이 하락한 독일 기업의 해외 매각 방지 조치 고려 중

◦ (비EU 외국인투자 규제) 독일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제한 규제 강화. 대외경제법(Außenwirtschaftsgesetz, AWG) 개정 개시

- 독일 정부는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독일 주요 핵심산업 및 주요

인프라 직접투자 심사 강화 및 통제, 동시에 다른 EU 회원국가와

EU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 기존 공공질서나 보안 측면에서 ‘현존하는 실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인수합병 투자를 심사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질서 또는 보안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대해 폭넓게 심사

- 연방경제부는 15차 대외경제령(AWV) 개정을 통해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PPE), 헬스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시설 등 첨단 기술

분야 독일 기업 인수에 대한 정부 보고 의무 확대

* 전염성이높은질병치료를위해 백신, 의약품, 의료용 보호장비, 기타 의료제품을 개발,

제조 또는 생산하는 독일 기업의 제3국(비EU 회원국) 투자 시 연방경제부에 보고

◦ (안정화 기금 마련)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기업을 비유럽연합 국가에 의한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기업에 직접투자 할 수 있는 안정화 기금 마련 결정(‘20.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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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업 국유화) 코로나19 위기로 위기에 처한 독일국적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5.25일)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 수요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

- 정부는 총 90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해 루프트한자의 지분 20% 확보,

향후 EU집행위의 승인 필요

* 독일정부가코로나19 사태로기업에지원한최대규모의구제금융. 독일정부는의결권을

행사하지않을예정이며, 대출상환을전제로보유지분을 ’23.12.31일까지전량매각예정

- 루프트한자 감사위원회, 정부의 구제지원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

연기(5.27일), 6월 초 최종 결정 예정

◦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오랜 논쟁 끝에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 촉진 차원에서 기업 및 소비자에게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예정

- 현재 지원 중인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이외 일반 가솔린 및 디젤 차량

신규 구매 시에도 지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돼 효력을 입증한

‘폐차보조금’과 같은 구매 보조금 도입 예정. 6월 초 최종 결정 예정

□ 향후 전망

◦ (EU 및 글로벌 연대 약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제한 및 대응

방안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균열 발생

- 코로나19 확산 초기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의 의료용 보호용품

수출금지 조치 시행에 따른 EU 회원국의 비난. 국경폐쇄 및 검문

검색 절차 강화로 단일시장의 연대의식 저해

- 브렉시트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EU 탈퇴가 도미노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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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VC·NVC 본격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전략산업(의료·에너지 등)의

자국생산 필요성 대두, 스마트 공정 등 생산기술 자동화를 통한 공급망

위기 시스템 구축 확대 예상

- (단기) 보건산업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지역 중심의 리쇼어링

움직임 확대

- (중·장기) ‘적시 공급’(Just in time) → ‘위험 분산’(Just in case)으로

안정성 추구

- 의료 외에도 자동차, 에너지(친환경), 기계(자동화, 로봇), 5G, AI 등

분야 확대 가시화 전망

◦ (스마트 공정 확대) 독일은 기업 차원에서 ‘미래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키는 작업 지속 추진

- 스마트 공정 구현은 해외진출 기업에게도 제조업의 귀환을 고민하게

하는 변곡점으로 작용 가능.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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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국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2.0% 감소,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 ’08.4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추정

- 영란은행, 심각한 경기 침체로 올해 영국 GDP 14% 감소 예상

◦ (무역)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1분기 무역

수지 악화

- (수출) 120억 파운드 감소한 1,653억 파운드 기록(귀금속 제외)

- (수입) 133억 파운드 감소한 1,630억 파운드 기록(귀금속 제외)

- 올해 2-3월 對중국 수입 감소(재료, 기계 및 운송 장비 부분)

◦ (투자) 총선 이후 불확실성 감소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도가 다소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불확실성 증가

- 일부 기업은 투자 계획을 중단, 특히 소매업, 레저, 여행업 부문은

현금 보유에 집중

- 반면 고용비용을 줄이고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제품 개발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도 존재

◦ (소비) ‘20.1분기 가계 소비 1.7% 감소

-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송, 요식 및 숙박업,

패션 분야에서 소비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식품 및 음료, 주류 및 담배

분야의 소비 증가로 일부 상쇄

- 의료분야의 소비는 2.5% 감소.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비는 증가했지만

수술, 사고, 응급치료 운영 축소에 따른 감소 폭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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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례의 지원책 발표

◦ (금액) 4,455억 파운드(약 680조 원)

- 1차 125억파운드(3.11일), 2차 3,500억파운드(3.17일), 3차 830억파운드(3.26일)

◦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금지원, △대출 및 신용보증, △기업지원

(고용유지기업 대상 자금지원 자영업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영국

공공의료체계(NHS) 지원 등

<영국의 코로나19 지원책 세부 현황>

(단위 : 파운드)

구분 세부내용 예산규모

1차 대응책
(3.11일)

영국 공공의료체계(NHS), 근로자 지원(120억 파운드)
125억

지방자치단체 소외계층 지원(5억 파운드)

2차대응책
(3.17일)

가계, 소기업 지원(200억 파운드)
3,500억

대출, 신용보증(3,300억 파운드)

3차 대응책
(3.26일)

고용유지기업에임금의 80% 제공고용유지대책(600억 파운드)
830억자영업자수입지원 (150억 파운드)

저소득층 생활수당 지급(80억 파운드)
총 계 - 4,455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출제한) 개인보호장비(PPE)의 EU 및 EFTA역외 수출 시 라이

센스 필요

- 보호용 안경, 안면보호장비, 방호복 등이 해당



Global� Market� Report� 20-011

- 61 -

 GVC 재편

◦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의료보건 분야 중요 물자 자체생산 시도

-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다이슨, 롤스로이스, GKN, 밥콕 등 주요 제조사

들에 인공호흡기 자체 개발 및 생산을 요청. 확보 목표는 18,000개(4월말

기준 10,800개)이며, 일부 모델은 이미 규제승인 완료 후 NHS에 공급 중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시험 지원에 300억 파운드 지원.

NHS에 추가 100만 파운드 지원. 진단능력 향상이 목표
* 옥스퍼드 및 임페리얼 대학에 집중 투자. 옥스퍼드의 경우 영국계 대표 제약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제조 관련 업무협력 체결 완료(5.17일)

- 충분한백신을생산할수있도록옥스퍼드셔에백신제조혁신센터건립예정

□ 향후 전망

◦ (공급망 강화) 코로나19 및 브렉시트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입 촉진을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 통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꾀할 것으로 예상

- (Track 1) 코로나 위기로 중요 의약품, 기타 전략적 수입품에 대한 영국의

해외의존도를낮추고자급률을높일수있도록하는 ’프로젝트디펜스‘ 계획중

- (Track 2)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PPE, 의료용품 등 방역에 필수

적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 등을 통한 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

* 의약품, 식품 등 필수적인 화물의 수출입 지속을 위해 35백만 파운드 투자

◦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 회복 및 미래 영국의 국제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술, 혁신, 인프라, 저탄소 성장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코로나19 위기에서 두각을 보이는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백만 파운드 정부 투자 개시(5.19일)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산업에 대한 투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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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랑스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성장률은 -5.8%로 ’4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
프랑스 경제부는 ‘20년 GDP 성장률이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2분기 경제적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무역) ‘20.1분기 프랑스 무역수지는 약 0.17% 감소
- (수출) 총 1,178억 유로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 농산품, 항공기,
의약품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수출 감소

- (수입) 총 1,320 억 유로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

◦ (투자) ‘20.1분기 對프랑스 기업투자가 2.8% 감소
- 파리 외국인투자유치담당 기관(Choose Paris Region)은 올해 외국인
투자는 ’19년 대비 약 20% 감소 예상
* ’19년 발표된 對프랑스 투자예정 프로젝트 중 65%는 유지(바이오,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게임 등), 25%는 연기 혹은 재검토(항공, 자동차, 화학 등), 10%는 취소

◦ (소비) ‘20.5월 기준, 가계 소비 전년대비 32%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3%), 식품(5%)의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제조(-33%), 건설(-75%) 등에 대한 소비는 대폭 감소

□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4.10일)

◦ (금액) 1천억 유로(약 136조 원)

- 경기 부양 및 기업지원 예산으로 450억 유로 발표(3.25일)

- 기존 발표 지원예산을 1천억 유로 규모로 증액(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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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 △기업의 은행대출 보증(3천억 유로)

및 융자상환 연기, △주요 전략기업 구제, △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10억 유로), △스타트업 기업 지원(40억 유로) 등

 GVC 재편

◦ (핵심․필수산업의 국산화)

- (자동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으로

국내 생산 의무화. 기존 르노자동차 구제를 위해 마련된 50억 유로

긴급대출안 승인을 보류하며, 친환경차 공장의 프랑스 생산을 의무화
* 경제부장관, “지난 30년간있었던자동차제조해외아웃소싱흐름을중단” 선언(5.25일)

** 르노자동차, 모로코·루마니아생산시설확대계획중단, 러시아프로젝트재검토결정

- (의료용품) 관련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 본격화

· (마스크) 마크롱 대통령, 올해 안으로 프랑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완전자립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계획 발표(3.31일)

· (체온계) 프랑스 체온계 제조기업 Still은 제품의 80%를 생산하던 중국

공장 가동중단으로 프랑스 공장으로 생산량 이전, 프랑스 자체 생산

가능성 등 조율

· (의약품 원료)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Sanofi),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지역 공급을 위한 독립적인 원료의약품 제조기업 출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에 공장 6개를 소유한 독립법인 형태로

본사는 프랑스에 설립

 외국인투자
◦ (심사 강화) 최근 프랑스는 외국인투자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하고, 투자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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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월부터 발효된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loi PACTE)

외국인투자 규제 내용 포함

- 치안, 공공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시 사전

허가 의무화

◦ 프랑스 전략산업 확대 및 주요기업 외국인투자 제재 강화(4.27일)

- 경제부 장관, 올해 말까지 프랑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비유럽인)

투자 제재 강화 방침 발표

-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을 현재 최대 25%에서 10%로 축소, 10% 이상

투자 시 프랑스 정부 통제

- 에너지, 통신, 농업, 우주, 항공, 교통, 수자원, 의료 등의 기존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

 기타
◦ (보조금 지원) 에어프랑스 구제를 위해 70억 유로 투입하였으나,

국유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24년까지 탄소배출량 50%

감축 조건

□ 향후 전망

◦ (자국 중심의 RVC로 변화) 주요산업에 대한 국내생산력 강화 정책

계속될 전망

-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주요산업의 해외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의료, 보건 분야의 자체 생산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전략

추구와 더불어 프랑스 국내 및 유럽 역내생산 증대 추구

◦ (미래형산업 일자리 창출) 제로에너지 건축, 저탄소 자동차, 재생

에너지 등의 친환경산업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경제 부양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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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멕시코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20.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2.2%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9.3분기 -5%대 이후 최악의 실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게 반영
* 연방정부의 비필수업종 조업중단 명령(3.31일-5.30일)으로 자동차, 건설, 관광업

등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 및 수출 타격은 2분기에 본격화 전망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올해 경제성장률 -8.8%로 전망

◦ (무역) 수출입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수출) ‘20.4월, 본격적인 비필수업종 조업 중단으로 주요 제조업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1.5% 감소, 이는 ‘86.3월
이래 가장 큰 감소 폭
* 주요 수출품인 완성차의 경우 4월 동안 단 3,722대만 조립(전년 동기대비
98.7% 감소)되었으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0.2% 감소

- (수입) ‘20.4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0.2% 감소하여 ’09.7월 이래

가장 큰 하락
* 원유·석유 제품 수입은 64.9% 감소, 非원유·석유 제품 수입은 27.3% 감소

- (對美) ‘20.1분기,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제1교역국으로 부상.

멕시코는 874.9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602.8억 달러를 수입
* 이는 ’18년부터 지속된 미중 통상분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단절로 인해 미중 간

교역이 미-멕시코 간 교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

◦ (투자) ’20.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0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 전문가들은동기간코로나19 영향, 암로대통령의재생에너지(풍력및태양광)

발전 시운전 중지, 신규 프로젝트 중단 계획이 반영되어있지 않다고주장

* 금융기관 Banco BASE, “국영석유공사(PEMEX)의 위기, 자본유출, 실업증가, 소비자신뢰

지수하락으로인해’20년멕시코외국인직접투자는전년대비65%까지하락할수있다”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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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멕시코통계청(INEGI) 및 중앙은행(Banxico)이 공동 조사한

‘20.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32.2 포인트로 전월대비 포인트 하락한

수치. 이는 ’17.2월 이후 최하 수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자 신뢰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 하락

- IHS Markit에 따르면, ‘20.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이나, 관광업, 요식업의 경우 ’21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경기 부양책 도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외계층 지원 및 정부 긴축정책 실시. 암로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 경기 부양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복지 및 공적투자를 통한 ‘멕시코의 방법(Via Mexicana)’으로

위기를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지원금) 노인연금 및 장애아동연금을 4개월분 앞당겨 지급

- (융자) 개인주택 담보대출 및 영세업자·중소기업 융자 지원(총 21억 페소)

- (인프라) 마야열차(Tren Maya),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제공장 건설,

산타루시아 공항 건설 등 기존 추진해오던 국가 인프라 사업 지속 진행

- 세금 인상, 추가 징수 등은 없을 것이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해

2,200만 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2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 그러나 야당 인사들은 정부 지원책에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우려

하였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경기가 침체

되고 실업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산업별 협·단체, 유관기관, 기업인

들은 업계의 요청사항과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 표현
* 멕시코 상공회의소(CONCAMIN), 기업조정협의회(CCE) 등은 정부 발표에 기업

지원책 및 일자리 보호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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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C 재편

◦ 미국과의 공급망 강화

- 미국 자동차산업은 부품의 40%를 멕시코에서 조달 중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멕시코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요청으로

5.18일부터 조업 재개 허용 발표

- 올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USMCA를 통해 對美 수출 위한 완성차

제조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멕시코가 최대 부품

공급처가 될 전망

* 역내산 부품비율 인상(62.5% → 75%), 철강·알루미늄의 역내 조달 기준(70% 이상) 등

자동차원산지기준을충족하기위해미국-멕시코간공급망이더욱강화될전망

** 그러나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AMIA), 버스·트럭제조협회(ANPACT), 자동차부품협회(INA)는

복잡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USMCA의

발효를 ’21.1월로연기해줄것을당국에요청한바있음.

□ 향후 전망

◦ 멕시코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20년 경제성장 및 회복 미지수

- 향후 연방정부의 산업별 세부 대응전략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명확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음.

- OECD는 멕시코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지출의 확대를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 OECD 앙헬 구리아(Ángel Gurría) 사무총장, “멕시코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더 정상적인’ 경제모델로 도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경기

침체는 물론 ’21년에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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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브라질

□ 코로나19 이후 경제 현황

◦ (GDP) 코로나19 충격으로 ‘20.1분기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브라질 GDP 성장률은 -5.89%로 전망

- 브라질중앙은행은 올해 1분기 경제활동지수(IBC-Br)가 전분기대비

1.95% 하락했다고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3월 통계의

경우, 경제활동지수가 전월대비 5.9% 하락

◦ (무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브라질의 수출입이 모두 감소. 브라질응용

경제연구원(IPE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11-20% 감소, 수입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 ’20.4월 183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5% 감소)

- (수입) ’20.4월 116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

◦ (투자) ’20.4월 외국인직접투자는 2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억 6,790만 달러를 기록한 ‘95년 이래 가장 낮은 금액

- 경제연구소 IPE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 3월 브라질의 고정자산

투자(FBCF)는 전월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을 650억 달러로 전망하며 전년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도산, 실업 등 고용불안이

커짐에 따라 가계 소비가 급속히 위축
* 브라질경제연구소(Ibre),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는 가계 소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

- ‘20.3월 가계 소비는 6.5% 감소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 폭. 비내구재

소비는 2.9% 증가하였으나, 내구재 소비는 2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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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호무역주의 대응
◦ (수입규제) 코로나19 대응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일부
의료용품에 대한 인증(ANVISA) 취득 의무 한시적 면제

-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8개 품목(이중 80여개 품목은

의약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5.18일). 이후 면세 대상
으로 지정된 품목은 509개로 증가

- 브라질 위생감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건의료 품목의

ANVISA 인증취득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법령 356호(RDC Nº 356))
(3.23일). 해당품목은 수술용 마스크, N95/PFF2 또는 해당 기준에

상응하는 마스크, 보호안경, 안면보호장비, 방호복, 호흡용 밸브 등

 외국인투자
◦ (유치 강화) 코로나19로 감소한 외국인투자를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 보우소나루정부출범이후親기업중심의노동법개정, 기준금리(Selic) 인하,
로컬콘텐츠규제완화, 세금부담경감등시장활성화를위한환경개선중

□ 향후 전망

◦ (수출확대 주력)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출 회복 정책을 펼칠 전망

- 대부분의 공장이 폐쇄되는 등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있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즉각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 농축산물 이외 근시일
내 수출여건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아 정부의 우려가 큰 상황

- 코로나19 외에도 대통령이 사법부, 의회, 지방정부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 (수입규제 완화 지속) 현 정부는 시장개방에 적극적이며, 무역협정 체결,

관세인하 등에도 긍정적인 만큼 수입규제 완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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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새로운

기회창출 요인

◦ (단기) 코로나19 위생방역을 위한 의료용품, 이동제한에 따른 소비·

생활방식의 변화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기회

- (의료용품) 진단키트, 마스크, 살균·소독제품, 열화상카메라 등

- (생활용품) 화장품, 미용기기, 가정간편식(HMR), 소형가전 등

◦ (장기) 각국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의료바이오,

5G 등 첨단사업, 인프라, 친환경 분야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기회 다양화

□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GVC 재편 움직임은 코로나19로 가속화

◦ 脫세계화에 따라 RVC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는 GVC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인도(제조업 육성정책), 베트남(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반사이익) 등 아세안

국가와 멕시코(USMCA로 미-멕 간 니어쇼어링 강화) 등이 새로운 GVC의

중심지로 부상

◦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각종 전략 모색

- 미국은 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목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상

- 중국은 최근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전 세계 GVC 중심지 대신, 동북

아시아 공급망 중심지로의 재편 및 자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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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던 보호무역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되는 양상

◦ 일부 수급 불균형 발생 품목, 국가위생·안보 관련 품목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의료용품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도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 시 보호주의 규제 활용 가능

- 코로나19 진정 국면 도래 시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주요산업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될 전망

□ 코로나19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글로벌 경제·산업의 구조변화를

온라인·비대면(untact)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

◦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

* ’20.4월 온라인 쇼핑 동향(통계청) : 온라인 쇼핑 거래액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한 11조 9,618억 원. 배달음식·신선식품·간편조리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는

전년 동월대비 83.7% 증가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GVC 재편 및 디지털 경제로 전환은

우리기업에게 위기이나 기회로 작용할 전망

- 공급망 단절 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여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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