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 동향

◈ 5.1(금)부 경계단계 4단계로 하향 조정

◈ 확진자 수 지속 증가 (4.30(목) 기준 확진자 5,647명)

o 4.30(목) 기준 남아공 내 확진자 수는 총 5,647명(전일 
대비 △297)이며, 총 누적 사망자는 103명, 총 누적 
검사자수는 207,530명입니다.

  ※ 주별 확진자 통계 (전일 대비 증가/사망자)

    

하우텡 1446(△38/11) 웨스턴케이프 2342(△207/42)
콰줄루나탈 980(△24/32) 프리스테이트 116(△3/5)
음푸말랑가 36(△5/0) 노스웨스트 31(△2/0)

림포포 32(△1/2) 이스턴케이프 647(△17/11)
노던케이프 17(△0/0) 기타 -

◈ 남아공 정부, 보건시설 내 Triage 센터 설립 계획

o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 시 다른 사람들과 분리
될 수 있도록 병원 및 보건소 내 Triage(환자 중증도 체계 
분류)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남아공 코로나 확산이 9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염성이 있
는 무증상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 젠더기반폭력여성살인 임시
운영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o 라마포사 대통령은 4.30 젠더기반폭력여성살인 임시운영
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
응의 일환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력과 학대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동 회의에서는 △피해자·생존자의 사법 접근성 확대 △
사회 규범 및 행동 변화 △기존 시스템구성 강화 및 
책임성 증진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 등 4개 
주요 개입이 포함된 젠더기반폭력 긴급대응행동계획 
및 국가전략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라마포사 대통령, 개인보호장비 기증식 참석

o 라마포사 대통령은 4.30 Naspers의 개인보호장비 기증식에 
참석하였으며,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약 600만개의 마스
크와 개인보호장비 기증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Naspers는 연대기금에 5억랜드를 기부했으며, 중국 정부
와의 협력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개인보호장비를 조달
하여 남아공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 AU, 2,500만불 상당의 코로나19 대응기금 모금

o 라마포사 대통령은 AU 코로나19 대응기금으로 약 2,500
만불,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에 추가로 3,650만불이 
모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봉쇄 조치 

◈ 귀국 임시항공편(전세기) 운행 관련 수요 
조사(2차) 실시(4.30.-5.3.)

o 우리대사관은 봉쇄조치 종료 이후에도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 2차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운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항공권 및 기타 수반 비용은 
이용자 개인 부담입니다.

- 수요조사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오니, 교민 여러분
께서는 신청 전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상세 내용은 별첨 안내문 및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아공 교육부, 개학 일정 등 발표

o 남아공 기초교육부는 6.1(월) 7학년과 12학년의 등교
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진행할 예정이나 학
교별 준비 상태 및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점진적 개학 준비를 위해 5.4부터 교육 분야 
내 고위급공무원의 업무 복귀를 시작으로 5.11 고
위관리자(학교운영팀), 5.18 교원들이 업무에 복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5/6월 예정되어있던 고등학교졸업시험은 11월 졸업시험과 
병합되며, 새로운 시간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110만여 명이 
동 졸업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o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1부 4단계 하향조정에도 
고등교육훈련 분야 전반에 걸쳐 캠퍼스 기반의 교육 
활동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다만, 졸업이 예정된 임상훈련(의대) 학생들은 엄격한 
조건하에 보건부의 보건관리캠페인을 지원하는 차원에
서 예외적으로 복귀를 허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주요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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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명 운영 상황

버거킹 가능, 일부 지점 (5/6~)
KFC 가능, 드라이브스루는 폐쇄

난도스 가능, 일부 지점
맥도날드 가능, 일부 지점 (5/2~)

드보네이어스 가능, 일부 지점
윔피 미정 

치킨리킨 미정
스티어스 미정

헝그리 라이온 미정
로코마마 미정



혹시 주변에 대사관 소식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적극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경제 관련

◈ 남아공 재무부, 최대 6.4.% 경지 침체 예측
o 남아공 재무부의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의 결과로 6.4%의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동 바이러스를 최
대한 빠른 시일 내 억제할 수 있다면 예상 일자
리 감소 수는 300만개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
지만 바이러스 억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
기 회복이 더딘 최악의 경우에는 7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이는 50%의 실업률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또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은 제조, 건설,
무역, 요식, 숙박, 금융업이며 이는 경제침체로 
이어짐과 동시에 국가 치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S&P 남아공 신용등급 하향 조정
o 국제신용평가사 S&P는 4.29(수) 남아공 장기 

외화통화(long-term foreign currency) 등급을 
BB에서 BB-로, 장기 자국통화(long-term local 
currency)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각각 하
향 조정하였으나, 외국통화 및 자국 통화에 
대한 전망은 모두 안정을 부여하였습니다.

- 2020년 이미 경제침체 하에 저성장 및 예산 부족
이 예상되었던 남아공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
하여 더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라고 하향 조정의 이유를 들었고, 안정적 전망 부
여에 대한 이유로는 낮은 GDP성장과 공공재정 부
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통화정책의 
유연성 (monetary flexibility)을 언급하였습니다.

- 작년 11월 S&P는 2020년 남아공 경제성장률
을 1.6%로 전망했던 것을 이번에 재조정하여 –4.5%의 성장을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S&P의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은 4.14(화) 무디스가 전
망한 -6.5%보다는 약간 더 나은 수치입니다.

o 3.27 무디스가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
(Baa3)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4.3 피
치는 투자부적격 등급 BB+에서 BB로 조정한데 
이어 S&P 또한 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남
아공 정부는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S&P가 외국
통화 및 자국 통화에 대한 전망 모두를 안정적
으로 부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코로나사태 대
처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대응과 정책을 S&P가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회개발부, 취약층 대상 지원책 발표
o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국가봉쇄 기간 동안 어

떠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구호 조난지원금이 (R350) 지급될 예정입니
다. 사회개발부 장관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동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 전했으며 남아공 시민,
난민, 영주권자 및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아래 
요건을 충족 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실업자 △무소득 △실업보험기금 
미지급대상 △보조기관에 미거주 △장학금 미지
급대상. 사회구제 조난지원금 신청은 0600
123456 또는 이메일 srd@sassa.gov.za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부는 5월 15일부터 첫 조
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o 한편, 사회개발부는 현재 지역사회 영양센터 네트
워크를 활용, 노크앤드랍(Knock-and-drop) 시스템
을 통해 가구당 R700 가치의 식료품 소포를 
58,000가구 이상, 즉 25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
게 배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국국제개발처 코로나 예방을 위해 웨스턴
케이프에 무료 데이터 공급

o 미국국제개발처는 코로나 19 감염을 줄이는 방
법을 거주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업체인 TooMuchWifi가 웨스턴케이프 
커뮤니티에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73,000란드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o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위험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참여 기술 실무 그룹은 TooMuchWifi
를 플랫폼으로 보건부, 대통령 사무실과 긴급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웨스턴
케이프 지역의 수천명은 이를 통해 코로나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전달되는 지역은 Cape Town, Dunoon, Joe Slovo, 
Phoenix, Langa, Gugulethu, Bonteheuwel, Manenberg, 
Vrygrond, Philippi, Crossroads, Nyanga, Imizamo Yethu, 
Hangberg, Mfuleni and Khayelitsha이며 정보이용자들은 코로
나19에 대한 간단한 퀴즈에 참가할 수 있고 퀴즈 통과자에게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는 500MB(5란드 상당)
의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WesBank 70,000개 이상의 지불구제 요청 접수
o 가오아게체(Gaoaketse) WesBank 마케팅 및 커

뮤니케이션 책임자는 Covid-19 영향으로 현재
까지 64,434개의 개별 고객, 5,752개의 비즈니
스 고객으로부터 지불구제(payment relief) 요
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o WesBank는 지난 3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고객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지불구제 계획
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구제 유형은 고객이 보유
하고 있는 상품(차량 및 자산 금융, 차량 주식 
조달 자금 등)에 따라 상이, 구제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구제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와 수수료는 미결제 잔액에 계속 
누적됩니다. ※ 도움 요청 메일 주소 : ① covidassist 
@colserve.co.za. ② covidbusinessassist@colserve.co.za

    

◈ Nedbank, 금년 160만 명 실업자 발생 전망
o 네드뱅크 그룹 경제팀은 GDP 산출방식, 산업

분야의 과거 고용형태, 그리고 정부가 단계별
로 허용하는 산업분야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실업자 발생을 전망하였는데, 금년 16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9년 글로벌 경제침제 시 90만 명의 실업
자가 발생한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 금년 상반기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이 예산되는 
산업군은 도소매업, 자동차·오토바이·개인이나 
가정용품 수리, 호텔업 및 요식업으로 140만 명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며, 제조업(149,000명), 운송·
저장업 및 정보산업(124,000명), 건설업(109,000명), 
그리고 광산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은 각 각 7,500-24,000명 사이의 실업자 
발생을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전기, 가스, 수자원 
산업분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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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사 관련

◈ 우리 정부, 전 국민 대상 표본 항체 검사 

실시 예정 

o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표본 항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

습니다. 2차 유행에 대비한 계획의 하나라고 합니다. 

항체는 병을 앓고 난 뒤 생기는 면역의 증거로 항체 

검사를 하면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특성상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아 방역망

에 잡히지 않았던 확진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치

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면역이 얼마

나 될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국민 모두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복

지부가 전국 192개 지역에서 만명을 선정해 실시

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와 연계할 방침이며, 코

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을 

먼저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 겸임국 동향

◈ 레소토

o (확진자 미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보츠와나

o (확진자 동향) 현재까지 확진자 23명(사망자 1명,
회복자 5명 포함)입니다.

o (락다운 동향) 락다운 1단계(5.1-7) → 2단계

(5.8-14) → 3단계(5.15-22) 순차적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o (코로나 구호기금 기여 동향) Choppies, JB Sports
Holdings, Admiral Touch and Adam's Apple,
Reddy's Group, Distron Botswana 등으로부터 

10.4백만 풀라의 기부금이 접수되었습니다.

◈ 에스와티니

 o (확진자 지속 증가) 4.30(목) 기준 에스와티니 내 

확진자 수는 총 100명(전일 대비 △9명)이며, 총 누적 

사망자는 1명, 총 누적 회복자수는 12명입니다. 

- 신규 확진자는 Manzini(5명), Hhohho(3명), Lubombo 

(1명) 지방에서 발생했으며, 지방별 총 누적 확진자수는 

Manzini 66명, Hhohho 22명, Lubombo 10명, Shiselweni 

2명입니다.

 o (도로봉쇄 동향) 로열에스와티니경찰은 교정서비스, Umbutfo 

에스와티니방위군 등과 함께 Manzini 지방에 대한 도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여타 지방 간 이동을 통제 중입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속도로와 시내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 도로봉쇄 검문소를 설치했으며,
- 4.29 기준 최소 49명이 도로봉쇄 (검문소) 검진을 통해 

표면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o (사회구제계획 동향) 국가재난관리청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구

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며, 식량구제계획은 전

통지도자(chief), 국회의원, tindvuna tetinkhundla 등 지

역구조가 있는 지방 공동체(communities)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동 구제 대상은 노령자, 고아 및 취약 아동, 만성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대유

행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도시나 그 주변 지역의 Flat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 차량당 E10의 세차비를 

받는 세차장 직원, 드라이클리닝, 식당, 휴대폰, 호텔 등의 

직원들도 코로나 유행에 따라 급여가 중단되고 음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편, 음스와티 3세 국왕은 자신의 생일 축하행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음식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도

록 정부 대응팀에 기증했습니다.

6.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 동향

◈ 국내 확진자 동향

 o 5.1(금) 0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총 명

10,774(해외유입 1,073명), 사망 248명이며, 총 

누적 검사자 수는 623,069명입니다. 신규 확

진자 수는 9명입니다.

◈ 우리정부 주요 정책

 o 우리 정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4.30.(목)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

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재

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12조2천억 

규모로, 우리 정부는 5월 중순까지 4인 이상 가

구에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에 60

만원, 1인 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석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되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되

어 실업자를 지원하는 곳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 신청을 할 수도 있

는데,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최대 20%까지 액수가 

차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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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동향

 o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327만명,     

사망자 23만명 넘어

- 30일 저녁 6시(세계표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는 327만5783명, 사망

자는 23만1577명입니다.

 o 동일시간 기준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진자

는 3만9191명, 사망자는 1,624명으로 집계되었

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499명입니다.

- 아프리카 서부 기니비사우의 총리와 장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180만명의 소국인 기니비사우에서 누적 확진자는 

70명이고 사망자는 1명입니다.

 o 코로나19 대응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 전화

협의 진행

- 우리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은 5.1. 코로나19 대

응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제7차 전화

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3.20(금) 제1차 협의 이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

되고 있습니다.

 o 러시아, 총리도 코로나19 감염..심상치 않은 증가세

- 러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던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미슈스틴 총리는 공무 

수행을 잠시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 최근 들어 확진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는 30일 신규 확진자 7,099명으로 총 10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o 佛 기 소르망, “한국, 코로나 방역에 최고 성과”극찬

-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 프랑스 주간지 르푸앵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엄격한 선별적 격리 적용, 감염 집단 전수조사, 

위중환자 입원 치료 등 신속한 대응으로 사망자

도 적었고 전 국민 봉쇄도 피할 수 있었다”며 

호평했습니다.

- 그는 서구사회의 방역 실패 원인은 ‘안일주의’로 

규정하며 “코로나19 심각성을 부인하며 귀중한 

몇 달을 허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 상기 QR 코드를 통해 우리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접속,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① iOS : 카메라 실행 후 상기 이미지 스캔

    ②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내 QR 코드 관련 어플

리케이션 다운로드, 실행 후 상기 이미지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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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운항 관련 안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