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슈 브 리 프

                                                               Weekly KDB Report | 2020. 3. 30  1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오 세 진 (ohsejin@kdb.co.kr)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은 긴급 예산안 편성 및 국가 비상상태 선포로 재난자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 (3.5일) 공중 보건시스템 지원, 코로나19 연구 및 백신 개발, 대외원조 등에 

총 83억달러(약 10.2조원) 규모의 1차 긴급 예산안 편성

○ (3.13일) 국가 비상상태 선포로 재난자금 약 500억달러(약 62조원)를 전략비축유 

축적을 위한 원유구입,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에 활용

○ (3.19일)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소규모 

사업장 병가 지원 등에 총 1천억달러(약 123조원) 규모의 2차 긴급 예산안 편성 

○ (3.26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하방 충격을 막기 위해 약 2조달러

(약 2,458조원) 규모로 가계·기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

- 개인소득 보전, 실직보험료 인상, 기업대출 확대 및 임금 보조, 세금납부 연기,

의료지원 등

미국의 2조달러 예산 편성 주요 내용(3.26일)

개인소득 

보조

￭ 전국민 1인당 1,200달러, 각 자녀당 500달러 지급  

 - 단, 1인당 연소득 7.5만달러, 부부합산소득 15만달러 이상 제외

￭ 실업수당 인상 : 기존 수급액에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 (2.5천억달러)

기업체 대출 

및 보조

￭ 항공업 등 피해 기업과 주정부·시정부에 대한 대출, 보증, 투자 지원 (5천억달러)

￭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3.5천억달러)

￭ 피해 기업 임금 및 복지후생비 지급 보조 

조세지원
￭ 전년대비 매출 50% 감소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 ‘20년 급여세 인하 및 납부 연기

의료지원 ￭ 병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 지원 (1.3천억달러)

 자료 : 언론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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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국가들도 경기하방 충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 (영국) 총 7,100억파운드(약 1,045조원) 규모의 부양책 마련

- 기업들의 無해고 조건으로 1인당 월 2,500파운드(약 370만원)까지 보전하며 

소요 예산은 3.5천억파운드(약 519조원)

- 피해 기업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며 약 300억파운드(약 0.5조원) 소요

- 저소득층 400만명에게 1천파운드(약 150만원) 지급 

- 10억파운드(약 1,500억원)를 조성하여 세입자 지원

- 기업과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6월말까지 납부 유예

○ (프랑스) 총 3,450억유로(약 466조원) 규모의 부양책 마련

- 실업수당을 급여의 84% 수준으로 2개월간 지급

-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월 1,500유로(약 205만원)를 지급하고, 세금, 공과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면

- 육아 휴직 노동자에 대해 공기업은 급여의 100%, 민간기업은 90% 지급

- 기업에 대해 3천억유로(약 409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 또는 필요시 국유화

○ (독일) 총 7,500억유로(약 1,002조원) 규모의 부양책 마련

-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대한 보조금·대출금 지원, 단축근무 피해 보조 등을 위해 

1,500억유로(약 201조원) 편성

- 1,000억유로(약 133조원)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을 만들어 부실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독일재건은행(KfW)에 1,000억유로(약 133조원)를 투입하여 기업 지원 확대

- 피해 기업에 4,000억유로(약 534.7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 보증

□ 각국은 전례 없는 적극적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다소 상이
 

○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소득 보조와 실업

수당 인상,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의 소득보전과 실업수당 인상 등 피해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정책 시행

○ 반면, 독일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재정지원의 회수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위주의 지원을 시행하고, 필요시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유출 방지

○ 각 국가별로 부양책의 초점이 다소 상이하지만, 과거 어느때보다도 금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