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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전 세계 및 한국경제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제금융 상황
- ‘트리플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역전
→ 경기침체(R)의 공포

• 미중 패권전쟁
• ‘단층(斷層, fault line)에 놓인 한국경제’



트리플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장기채권금리



장단기금리 역전



트리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 주요국 저성장 or 성장감속
• 독일(-0.1% 2분기, 3분기도 …)
• 영국(-0.2%), 홍콩 (-0.4%)
•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 감속
• 미국도 둔화세

“연준(Fed)은 금리를 제로나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 (트럼프 2019.9.11)



트리플 마이너스: 물가

• “인플레보다 무서운 것이 디플레” 
- 투자와 소비를 뒤로 미루게

•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과 동시진행
- 통화정책의 무용(無用)화



트리플 마이너스 원인 - 4Ds
(1) De-globalization

- 미중분쟁, nationalism의 강화

(2) De-population 
- 고용인구의 축소, 노령인구 부양부담 ↑

(3) Declining productivity
- 투자유인 약화, 경제의 소프트화 ..

(4) Debt burden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감소



선진국(OECD)의 고령층 비중



선진국(OECD)의 청년층 비중



범세계적 생산성 둔화



공공부채 장기 흐름



미국 Fed Rate 추이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 한반도는 원래부터 단층구조
- 냉전시대의 화약고 + 4강 대결구도
- 미중분쟁 심화 + 한일분쟁 → 단층 위험 고조

• ‘동아시아의 현금인출기’
- 항상적인 환율 불안 가능성



원화,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이 절하
(연초대비 9월16일 기준)



COVID-19 격랑의 진행과 향방

• 1차 파동과 2차 파동
• 선진국과 신흥국 간 진행 시차
• 백신 개발(??)

- 언제?
- 얼마나 효과적?





Mahfud MD, Indonesia’s Coordination Minister



COVID-19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세계)



COVID-19 추이 - 미국



COVID-19 추이 - 브라질



COVID-19 추이 - 독일



COVID-19 추이 - 스웨덴



COVID-19 추이 - 한국



COVID-19 추이 - 일본



COVID-19 추이 - 중국



COVID-19 추이 국가별 비교
Rank Country Total Cases Total Death Tot Cases/

1M pop
Deaths/
1M pop

Tests/ 1M
pop

World 11,380,633 533,449 1,460 68.4

1 USA 2,935,770 132,318 8,869 400 111,634

2 Brazil 1,578,376 64,365 7,425 303 15,668

4 India 673,904 19,279 488 14 6,913

6 Spain 297,625 28,385 6,366 607 116,543

8 UK 284,900 44,198 4,196 651 152,313

15 Germany 197,418 9,081 2,356 108 70,101

22 China 83,553 4,634 58 3 62,814

25 Sweden 71,419 5,420 7,071 537 51,398

27 Indonesia 62,142 3,089 227 11 3,270

37 Singapore 44,664 26 7,634 4 129,512

56 Japan 19,282 977 152 8 3,877

63 S. Korea 13,091 283 255 6 25,864

64 Denmark 12,832 606 2,215 105 191,003

157 Vietnam 355 4 2,825



COVID-19의 진행

• 백신 개발의 어려움
- 과거 백신 개발에 걸린 시간 추세
- 항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eg. 우한 의료진 23,000여명 검사 → 4분의 1

항체 생성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불과 4%
- 최소한 올연말 이전에 일반 보급은 불가능
- 그 때까지 ‘봉쇄’ 혹은 ‘준봉쇄’ 유지할 수
있는가?





COVID-19의 진행

• 주요 당국의 (뒤늦은) “출구없음” 인정
- “코로나 종식? 비현실적...50세 미만 경증은 입원
필요없어” (감염병 임상위 새 지침 권고 2020.6.21)
- 트럼프 “한국처럼 검사하면 확진자 더
나와…검사 속도를 제발 늦춰달라고 말했다” 
(2020.6.21)
“(봉쇄 해제는) 2차 파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핑계대서’ 
해제하는 것”



세계경제 흐름

• Fed의 은행규제와 그 근거
- 배당 제한, 자사주매입 실질적 금지
- 2019년말 Severely adverse scenario
GDP 0%, 실업율 10% 

- 2019년 최악 시나리오보다 악화



Fed 시나리오별 전망

(1) W-shaped (double-deep)
- GDP -12.4%, 실업율 16%

(2) U-shaped (prolonged recession)
- GDP - 13.8%, 실업율 15.6%

(3) V-shaped X
→ (1), (2) 모두 2019년말 최악 시나리오보다
나쁜 상태



Fed 시나리오별 전망



Fed 시나리오별 전망



IMF 전망 (2020.6)



IMF 전망 (2020.6)



각국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날 하반기

• 실물 부문 충격의 본격화
• 재정 한계 봉착?

- 떨고 있는 美 월가 “헬리콥터 머니 7월
소진…고용ꞏ소비절벽 오나”
-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금 상황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위기를 9월로 미뤄놨을 뿐”이라며 “모든 게
안정된 건 아니다 …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고민”



Covid-19위기가 ‘4Ds’에 미치는 영향

(1) De-globalization
- 더 강화?

(2) De-population 
- 지속

(3) Declining productivity
- 더 악화

(4) Debt burden
- 더 심화



불확실성, 도전과 응전

• 불확실성
- 2차 파동 가능성과 응전의 방향

• ‘응전’에서의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
- 개별국가들의 대응 방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엇박자
- 국제공동대응력의 대폭 약화
c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G20



새로운 흐름

• 산업재편
- ‘Untact’ 산업의 강화
- 모빌리티 산업의 위축

• 양극화의 심화
• 국유화의 진행



한국경제

• Covid-19의 상대적 수혜자?
- 전세계적 위기 진행으로 Covid-19 이전
한국의 상대적 약점이 가려진 상황

•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기업 체력 약화
- 펀드 등 금융 혼란 가능성



기업의 대응

•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 ‘생존’이 우선

• 현찰 확보
- “Cash is the King, Dollar is the President”

• 중장기 투자와 저점 투자 어떻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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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Decoupling



미국 상장사 숫자 및 시가총액 추이



미국주식시장과 달러화의 Decoup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