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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 (검토 배경)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 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
(multi-speed recovery)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

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3월
말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

이 크게 위축된 상황

ㅇ 소비, 생산 및 수출 모두 2/4분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

ㅇ 이에 따라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1.4%p 하향조정한 -3.4%p로 발표(2020.10월)

◆ (거시불균형 확대가능성 평가)

① (재정 안정성)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

어나고 일부 국가는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

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

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 확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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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외 안정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 (경상수지) 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업 부진, 해

외송금 감소 등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

▪ (자본유출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 유출이 발생

한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 급증이 향후 대외

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대외채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총 

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대

◆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ㅇ 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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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지난 12월말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

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 아세안 5국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확산

세가 지속

▪ 특히 10월 들어 말레이시아의 2차 확산이 더해지면서 일일 신

규 확진자수가 7천명을 상회하며 불확실성이 확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1) 코로나 발생 추이1)1)1)

3월 6월 9월 10월2)

아세안5국(명) 255 1,651 6,820 7,054

인니 59 977 3,689 4,115 
말레이시아 87 29 60 593 
태국 67 3 5 7 
필리핀 77 640 3,064 2,336 
베트남 7 1 2 3 

전세계(만명) 23.3 14.1 28.2 36.0

주: 1) 기간중 일평균 기준
   2) 10.1~26일중  
자료: Our World in Data

  주: 1) 일일 신규 확진자수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주: 1) 일일 신규 확진자수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 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

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

도가 더딘 모습*(multi-speed recovery)

    * 최근 IMF는 중국(4월 1.2% → 10월 1.9%) 및 아시아 선진국(-4.5% → -4.2%)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중국·인도 제외 아시아 신흥국
(-0.2% → -2.5%) 및 아세안 5국(-0.6% → -3.4%)의 전망치는 하향 조정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

하여 코로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

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 우리나라의 아세안 5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14.9%(2019년)

    ** 국민소득 항등관계가  ≈로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정수지, 경상수지 및 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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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말부터 강

력한 봉쇄조치를 지속*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

    * 아세안 5국은 4~5월중 외출제한 및 집합금지, 사업장 폐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6월 이후 감염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으나 정상적 경제활동은 제약

국가별 봉쇄조치 강도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  국
필리핀
베트남

  주: 1) 2020.1~9월중 정책대응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색에 가까울수록 대응 강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ㅇ (소비) 소매판매가 2/4분기중 큰 폭 감소하였다가 7월 이후 차

츰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회복속도는 더딘 편

▪ 국가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인도네시아는 매우 완

만한 개선세를 보인 반면 발생 초기 확산을 차단한 말레이시

아와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아세안 5국 소매판매1) 국가별 소매판매

  주: 1) 필리핀 제외
자료: 각국 통계청

자료: 각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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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산업생산) 사업장 폐쇄에 더해 대내외 수요 부진이 가세하면서 

4~5월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시현

▪ 아세안 5국의 제조업 PMI는 최근에야 기준치(50)에 근접하는 

모습

아세안 5국 산업생산1) 아세안 5국 제조업PMI 국가별 제조업PMI

  주: 1) 2020.3월 이후 인도
네시아 제외

자료: CEIC

자료: IHS 자료: IHS

  ㅇ (수출) 4~5월중 큰 폭으로 감소하다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는 모습

▪ 베트남은 6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비교적 빠른 회복세

를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필리핀은 감소세 지속

아세안 5국 수출 국가별 수출

자료: CEIC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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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아세안 5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1998년(-8.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ㅇ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 성장률을 6월 전망(-2.0%)대비 1.4%p
하향 조정한 -3.4%로 발표(10.13일)*

     * 다만 2021년 성장률은 +6.2%로 지난 6월 전망과 동일

ㅇ 국가별로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베트남(+1.6%)을 제외하고

필리핀(-8.3%), 태국(-7.1%), 말레이시아(-6.0%) 및 인도네시아(-1.5%)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아세안 5국 성장률 전망 국가별 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   주: 1) 공표시점별 2020년 성장률 전망치 
자료: IMF 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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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평가

1  재정 안정성

( 재정수지 )

□ 아세안 5국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

    * <참고 1> 「아세안 5국의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참조

  ㅇ 아세안 5국의 금년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전망치는 -4.7%로 작

년(-0.7%) 및 직전 3년 평균치(2017~19년중 -0.4%) 대비 큰 폭 하락

(IMF)

▪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6.0%로 아세안 5개국중 적자폭이 가장 

크고 나머지 4개국도 -4.0%를 하회

□ 다만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2020년 신흥국 전체 GDP대비 재정수지는 –8.8%이며 주요국별로는 브라질

(-12.0%), 인도(-7.2%), 남아공(-9.3%), 터키(-5.1%) 등

아세안 5국 재정수지1) 국가별 재정수지1)

  주: 1) 기초재정수지 기준(2020년 이후 전망치)
      2)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남아공 및 인도
자료: IMF

  주: 1) 기초재정수지 기준(2020년 이후 전망치)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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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채 )

□ 이와 같은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금년들어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

나며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

　ㅇ 금년 9월말 현재 각국의 국채발행 잔액은 전년말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인도네시아 +24.9%, 필리핀 +21.2%, 태국 +15.8%) 직전 3년 평

균 증가폭을 크게 상회

ㅇ 아세안 5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47.0%)는 전년

(38.6%) 및 직전 3년 평균치(38.5%) 대비 급격히 증가(IMF)

▪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가 전년대비 10.3%p 증가한 67.6%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나머지 4국은 40~50% 정도

▪ 신흥국(62.2%) 및 취약신흥국*(83.7%)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브라질(101.4%), 인도(89.3%), 남아공(78.8%) 등

국채발행 증감률1) 아세안 5국 정부부채1) 국가별 정부부채

  주: 1) 전년말대비 기준
     2) 말레이시아는 1~6월

중 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주: 1)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
키, 남아공, 인도

     2) 2020년 이후 전망치
자료: IMF

  주: 1) 2020년 이후 전망치
자료: IMF

□ 정부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확대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은 일부 국가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 세입대비 정부부채 이자비용*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

      * 통합재정수지와 기초재정수지의 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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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도네시아(2017~19년중 11.8% → 2020년 15.4%), 말레이시아

(9.6% → 12.5%) 및 필리핀(8.5% → 12.0%)이 급격히 증가

ㅇ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화표시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자국 통화절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히 반응할 소지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외화표시부채 비중은 취약신흥국 중 아르헨티나(77.7%), 

터키(49.7%)보다는 낮으나 남아공(15.9%), 브라질(5.1%), 인도(3.7%) 수준을 상회

▪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인 반면 외화표시부채 비중은 매우 낮음

                        

세입대비 이자비용 비율1) 정부부채 중 외화표시부채 비중1)

  주: 1) (통합재정수지-기초재정수지)/세입
    2) 2020년 이후 전망치
자료: IMF 

  주: 1) 2019년 기준
자료: Moody’s

◆ 아세안 5국의 재정 안정성은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

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① (태국·베트남) 재정적자의 큰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정

부부채 비율이 낮고 이자 부담도 크지 않아 안정적인 모습 

② (말레이시아) 금년중 재정적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점이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③ (필리핀·인도네시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금년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외화표시부채 비중이 높

아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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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안정성

( 경상수지 )

□ 아세안 5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국별로 다소 차

이가 있으나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을 통해 대체로 경상수

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참고 2> 「관광업 부진과 해외송금 감소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참조

  ㅇ 아세안 5국의 2020년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8%로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흑자폭은 전년(1.1%)에 비해 하락할 전망(IMF)

▪ 이는 신흥국(-0.1%) 및 취약신흥국*(-0.4%)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

* 아르헨티나(+0.7%), 브라질(+0.3%), 인도(+0.3%), 남아공(-1.6%), 터키(-3.7%) 등

ㅇ 국가별로 보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중기적으로 적자 기조를 유지*

* 다만 양국의 금년도 경상수지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일시 개선

▪ 인도네시아의 경우 IMF가 제시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하회

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0.8%), 말레이시아(-0.2%), 태국(+0.4%) 등
          (<참고 3> 「EBA 방법론을 이용한 적정 경상수지 추정」참조)

아세안 5국 경상수지1) 국가별 경상수지1)

  주: 1) 2020년 이후 전망치 기준
      2)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남아공 및 인도
자료: IMF

  주: 1)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9년 이후 추정
치, 여타 국가는 2020년 이후 전망치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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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유출입 )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로 유출되었으나 4월 

이후에는 예년 수준의 유출입을 보이며 안정세 지속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대되

면서 아세안 5국 등 신흥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출

▪ 특히 주식형 펀드보다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유출이 두드러

진 모습

ㅇ 6월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유입규모가 크지 않아 누적 

기준으로는 연초대비 큰 폭의 순유출이 지속

아세안 5국 글로벌펀드 순유입1) 글로벌펀드 누적 순유입1)

  주: 월별 순유입액
자료: EPFR

  주: 1) 1.22일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EPFR

ㅇ 국가별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채권 투자자금을 중심으로 대

규모 순유출 발생*

* 6월 이후 정책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대 등으로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다
시 유입되기 시작

국가별 글로벌펀드 누적 순유출 잔액
(십억달러)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채권 -2.0 -0.6 -6.5 -0.5 -0.0

주식 -0.9 -0.6 -1.6 -0.4 -0.3

합계 -2.9 -1.2 -8.1 -0.9 -0.3
  주: 기준일(1.22일) 이후 10.28일 현재 누적 순유입액 
자료: E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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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해외차입이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대외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태국,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중 대규모 

해외차입이 발생

▪ 특히 태국의 경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이 크게 늘어나*

전체 차입에서 차지하는 단기차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

* 단기차입금 증감율: 2017~19년 상반기중 평균 -3.7% → 2020년 상반기 +9.8%

국가별 해외차입 규모
(십억달러)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2017~19 상반기 평균 2.9 6.6 0.8 -0.4

2020년 상반기 2.0 13.7 2.8 1.7
자료: IIP

( 대외채무 )

□ 아세안 5국의 대외채무는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

금 유출 등으로 증가

ㅇ 아세안 5국의 GDP대비 대외채무 비중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말

레이시아*를 제외한 4개국은 모두 취약신흥국 평균(41.3%)을 하회

* 2019년 63.3%에서 2020년 71.0%(10월 기준)로 빠르게 상승

ㅇ 아세안5국의 총외채중 단기외채 비중도 태국과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2019년 23.6% → 2020.10월 25.3%)

* 특히 태국은 2019년 34.8%에서 2020.10월 38.0%로 빠르게 증가, 말레이
시아는 그 비중이 2020.10월 현재 41.8%로 매우 높은 수준

▪ 아세안 5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베트남(18.5%)을 제외하고 모두 

취약신흥국(20.3%) 수준을 상회

ㅇ 아세안 5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0월 현재 

40.5%로 안정적인 수준이나(신흥국 평균 45%) 말레이시아(98.9%)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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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지속,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외자산 보유* 등을 감안할 때 외채문제가 단기간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

* GDP대비 순대외자산(NIIP) 비율(2019년말) : 말레이시아 –1%, 태국 –2%, 인도
–15%, 인도네시아 –30%, 브라질 –40%, 터키 –46%, 멕시코 –52% 등

대외채무1)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1)

  주: 1) 2020.10월 기준(단, 베트남은 4월 기준)
자료: IIF

  주: 1) 2020.10월 기준(단, 베트남은 4월 기준)
자료: IIF

◆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

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

이고 있어 대외부문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① (태국)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일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도 발

생하였으나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대외부문 안정성은 견고한 편

② (말레이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기조적 불안요인은 크지 않으나 높은 단기외채 수준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③ (베트남)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대외채무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부문은 안정적인 모습

④ (인도네시아) 대외채무 규모는 크지 않으나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는 점은 리스크 요인

⑤ (필리핀) 대외채무의 수준이 안정적이나 경상수지의 재차 적자 

전환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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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 및 주요 교역국 경기침체 등으로 아세안 5국의 경

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

ㅇ 특히 아세안 5국은 수출과 관광업 등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 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ㅇ 다만 국별로 아래와 같은 리스크에는 유의할 필요

▪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부문 부담 증가 가능성

▪ (말레이시아) GDP대비 정부부채 및 단기외채의 규모가 여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

▪ (태국) 높은 관광업 의존도에 따라 경상수지 감소폭이 크고,
단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큰 편

▪ (필리핀) 해외송금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정부부

채에 대한 이자비용 급증 및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 (베트남) 정부부채의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 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

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21~25년 신흥국 성장률 전망(IMF, 연평균) : 아세안 5국 5.6%, 유럽 3.1%,
중남미 2.8%, 중동·중앙아시아 3.4%, 아프리카 4.0%

ㅇ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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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아세안 5국의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

국가
정책금리 
인하 규모

재정정책

GDP대비
규모1)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1~10월 △-1.00%p
  (5.00%→4.00%)

약 4.4%
(695.2조 
루피아)

 -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능력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 지원 강화

 - 취약계층 현금, 식량 및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 개인 및 여행업에 대한 세금 감면

 - 법인세 영구적 인하 

   (기존 25% → 20~21년 22% → 22년 이후 20%)

 - 중소기업 대상 이자 보조금 지급, 신용 보증 등

말레이시아
∎1~10월 △-1.00%p
  (2.75%→1.75%)

약 5.0%
(726.2억 

링깃)

 -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

 - 취약계층 현금 지급 및 시골지역 인프라 개선

 - 세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 임금, 고용 및 트레이닝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고용 지원

 - EPF(Employees Provident Fund)에서 개인의 

한시적(12달) 인출 허용, 기업의 납입 스케줄 

조정 허용 등

태  국
∎1~10월 △-0.75%p
  (1.25%→0.50%)

최소 
약 9.6%2)

(1.5조 
바트)

 - 건강관련 지출 보조

 - 취약계층 현금 지급

 - 여행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여행산업 지원

 - 복지카드 소유자 대상 쇼핑 보조금 지원

 - 세금 감면, 수도·전기세 인하, soft loan 제공 등 

필리핀
∎1~10월 △1.75%p
  (4.00%→2.25%) 

약 3.1%
(5,956억 

페소)

 - 취약계층 현금 지급

 - 코로나19 관련 의료서비스 지원

 - 농업부문과 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제공

베트남
∎1~10월 △-2.00%p  

(6.00%→4.00%)

약 4.2%
(329.5조 

동)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현금 지급

 - 세금(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감면 및 과세이연 등을 통한 세금부담 경감

 - 개인 및 기업의 연금 납입기간 최대 1년 유예

 주: 1) IMF 추정치(10.22일 현재), (  ) 내는 금액
    2) Phase 1~3 경기부양책(3~4월중 발표)만을 포함한 추정치이며, 이후 발표된 정책(“We Travel 

Together”의 여행 보조금 패키지, 쇼핑 보조금 패키지, 소득세 공제안 등) 규모를 
추가적으로 고려시 GDP의 9.6%를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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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관광업 부진 및 해외송금 감소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는 아세안 5국의 경제에 크게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관광업이 GDP내 차지하는 직・간접적 비중(2019): 인도네시아(5.7%), 말레이시아(11.5%), 태국(19.7%),
필리핀(25.3%), 베트남(8.8%) (WTTC)

ㅇ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 4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 입
국 전면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실행하면서 2020.6월 현재 아세안 5국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전년동기대비 96.4% 감소

*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료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객에 한하여, 태국은 의료관광 혹은 장기체
류(90일 이상) 관광객에 한하여 입국을 허용

ㅇ 이에 따라 IMF는 지난 8월 관광업 부진이 태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의 경상수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관광업 부진에 따른 각국의 경상수지 감소폭은 태국 6.1%p, 말레이시아 1.5%p, 인도네시
아 0.4%p로 전망

아세안 5국 관광업 주요 지표 관광업 부진의 경상수지 파급영향1)

  주: 1) 2020년 이후 필리핀 미포함
    2) 인도네시아 및 태국 소재 숙박업소 대상
    3) 여행제한 정도에 따라 0~4사이에 위치
자료: CEIC, 각국 관광청,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주: 1) 2020년 전망치
     2) 9월 이후 점진적으로 관광산업이 재

개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정
자료: IMF

  ㅇ 미국과 중동지역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및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침
체 등이 해외이주 노동자 송금에 부정적 영향

▪ 아세안 5국 가운데 해외송금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크게 영향

* GDP대비 해외송금 비중(2019) : 필리핀 9.9%, 베트남 6.5%(World Bank)

국가별 해외송금 감소의 경상수지 파급영향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p, GDP 대비) -0.07 +0.33 -0.04 -1.20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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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BA 방법론을 이용한 적정 경상수지 추정

□ IMF는 매년 발간하는 대외부문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에서 EBA 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추정된 각국의 적정 경상수지 수준(current account norm)을 발표

* External Balance Assessment Methodology(IMF, 2018)

ㅇ 주요 30개 지역(29개국 및 유로지역)의 ① 구조적 요인, ② 경기순환 요인, ③
정책적 요인 등을 반영하여 적정 경상수지 수준을 추정

ㅇ IMF ESR(2020)에 따르면 아세안 5국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개
국의 2019년 경상수지 수준은 ‘적정’에서 ‘적정수준보다 다소 강함’ 사이에 
위치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국가 2019 실제 
경상수지(A)1)

2019 적정 
경상수지(B)1) 차이(A-B) 평  가2)

인 도 네 시 아 -2.7 -0.8 -1.9 적정수준(Broadly in line)

말 레 이 시 아 3.5 -0.2 3.7 적정수준보다 강함
(Stronger)

태   국 6.6 0.4 6.1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강함
(Substantially stronger)

        주: 1) 경기조정(cyclically-adjusted)된 경상수지의 GDP 대비 비율(%)
           2) ‘적정수준’이란 중기 기초경제여건(medium-term fundamentals) 및 바람직한
             정책(desirable policies)이 제시하는 수준을 의미
           3) 필리핀은 현재 2018년까지만 제공
           4) 베트남은 데이터 한계 등으로 EBA lite-tool을 이용한 추정치를 2018년까지 제공

※ 2017~2018년 EBA 추정 결과

국가
2018

실제
경상수지(A)

적정
경상수지(B) 차이(A-B) 평가

인 도 네 시 아 -3.3 -0.9 -2.4 다소 부족
(Moderately weaker)

말 레 이 시 아 2.3 -0.2 2.4 적정수준보다 강함
태   국 7.0 0.1 6.9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강함
필 리 핀 -2.6 -2.2 -0.4 적정수준
베   트   남1 ) 2.4 -4.6 6.4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강함

국가
2017

실제
경상수지(A)

적정
경상수지(B) 차이(A-B) 평가

인 도 네 시 아 -1.6 -0.8 -0.8 적정수준
말 레 이 시 아 3.7 0.6 3.1 적정수준보다 강함
태   국 10.1 0.5 9.6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강함
필 리 핀 -1.0 -0.6 -0.4 적정수준
베   트   남1 ) 2.5 -3.8 6.3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강함

주: 1) EBA Lite-tool을 이용한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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