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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중국인민은행(PBoC)도

2,4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금융시스템에

투입했다.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도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였고1

한국은행도 16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에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세이며, 미국

및 유럽 전역의 전시에 준하는 대응체제 돌입 및

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이 셧다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피치 (Fitch

Ratings)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상반기 동안

경기침체를 겪은 후 내년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 하 는 가 운 데 , 다 만 2021 년 에 는 세 계

경제성장률이 3.3%을 기록하며 급격히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2

올해는 침체, 내년에는 급격한 회복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별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수

있다. 본 리포트는 COVID-19 상황의 U자형 회복

시나리오 및 L자형 침체 시나리오를 가정한 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별·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 경제, 기업 및 사회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COVID-19가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만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을 일으키고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 불행히도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요 및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21일 이후 채권금리, 유가 및 주가가 폭락했고 수

조 달러의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 아래로 떨어졌고,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최근 시장은 변동성을

높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나

국채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절대적인 안전자산의

개념까지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변동성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80.74)을 넘어선 82.69를 기록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3일 정책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15일에 1%p를 추가 인하하고 23일엔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포했다. 일본중앙은행(BOJ)은 긴급

성명을 내고 자산 매입을 확대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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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딜로이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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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림 2. VIX(변동성지수)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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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M N M N M N M N N N

반도체 N M N M N M N M N N

스마트폰 M H M H M H M H N N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H H H H H H H H M M

필수·일반 소비재 N N N N N N N N N N

럭셔리 M M M M M M M M - -

유통 (오프라인) M H M H M H M H M H

유통 (온라인) N N N N N N N N N N

항공, 여행 및 호텔 H H H H H H H H H H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H H H H H H H H H H

금융 H H H H H H H H H H

부동산 H H H H H H H H H H

제약 바이오 N M N M M M M M - -

U자형 회복 상반기 침체 후 빠른 회복 시나리오

L자형 침체 장기화 및 더딘 회복 시나리오

H 막대한 영향

M 중간 수준의 영향

N 중립적 또는 적은 영향

O 높은 수요/기회

Sector Heatmap by Geography

II. 산업별·지역별 영향 요약

본 리포트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 3월초까지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산업별, 지역별 분석을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감염 상황과 경제 충격은 이 리포트를

작성하던 초기의 가설들을 빠르게 바꿔나갔다. 본 리포트를 발행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별 편차는 거의

무의미해졌고, 산업별로도 안정세를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래도, 산업별 충격의 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붉게 변한 산업별 히트맵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다.

U자형 회복 시나리오와 L자형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시점, 주요 국가에서의 감염확산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시점이 침체의 유형을 결정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의료시스템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압도되어

있는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은, 확산속도가 주춤해지는 데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위기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고, 전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과 충격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는 알 수 없다.

U자형과 L자형 그 어디에선가 결정될 시나리오에 연연하기 보다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위기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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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산업은 외부 경기에 둔감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COVID-19 여파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온라인

활동 증가로 데이터 소비와 주문형 비디오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실적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투자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는 2020년 상반기 5G

등 투자 규모를 2.7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통신망 투자가 ICT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예상3되고,

재택근무 증가 등 비대면사회로 전환하는 생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통신장비 수요 증가와 전산 환경

고도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2월 IPTV 영화 유료

결제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했으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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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ey Point

COVID-19 발생 후 유례없는 이동 제한 및 대중집회 금지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공연,

스포츠 등) 행사 대부분이 중단 및 연기되었다. 반면 온라인 콘텐츠 수요는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 5G,

AR/VR 및 OTT 기술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다시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활용되어 상호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COVID-19로 침체된

경기를 5G 기술 투자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5G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한국 TV시청 (Total Day, Total Persons) 그림 4. Mobile Telecom revenue, 2020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TV 시청은 17% 증가했다.

2019년 동기간 증가율이 1%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다.4 반면, 확진자 방문에 따른 상영관 임시

휴관 , 상영회차 축소 등으로 1분기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화 관객수도 예상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미국

북미 지역의 모바일 텔레콤 산업의 매출은 약 285조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6 하지만 5G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회복 수단으로 5G 확대를 선언한 한국,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5G 투자 확대 발표는 없는 상황으로 미국은 2019년

발표한 5G 이니셔티브 계획을 기본으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III. 산업별 분석

1.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그림 5. 2025년 5G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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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SMA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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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평균

COVID-19 확산 우려에 따라 메이저리그야구 (MLB),

미국프로농구(NBA)와 같은 거대 스포츠 경기가

취소·연기되고 디즈니랜드가 폐쇄되는 등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온라인

미디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버라이즌(Verizon)은

19일 기준 전주 대비 웹 트래픽이 20% 증가했으며,

VPN 이용(34%), 비디오 스트리밍(12%), 온라인

게임 이용 (75%)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5G 투자를 가속화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중국의 5G 수요와 보급 프로그램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중국은 이미

2019년 말까지 5G 기지국을 13만개 설치하는 등

일정 수준의 5G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7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과 5G 장비

공 급 계 약 을 체 결 해 나 가 고 있 다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5년 내 중국의

5G 침투율이 50%에 도달하여 한국, 일본, 미국과

함께 5G 선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 중국

사업자들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1,600억 달러

이상을 모바일 CAPEX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90%는 5G 네트워크에 투자될 예정이다.8

중국에서도 COVID-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간에 희비가 엇갈렸는데,

중국 영화사들의 주가는 2월 초 약 10% 하락한 반면,

중국 SNS인 웨이보 이용자는 31% 증가하였고,

도우인(Douyin)을 포함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시청률은 35%나 증가하였다.9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도 이동제한 및 봉쇄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4월 13-15일로 예정되었던 태국

최대의 축제인 송끄란이 연기되었고, 영화관, 경기장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당분간 폐관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학교를 2주간 폐쇄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하도록 하였으며 , 말레이시아도 전국적으로

봉쇄되어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장만 영업이

가능하다.10 동남아에서도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인 HOOQ, Iflix 등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극심한 이동 제한과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이벤트가 제한되고

있는데 ,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 , 스페인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큰 행사가 취소되었고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는 1년 연기되었다.

반 면 , 온 라 인 트 래 픽 이 폭 증 하 면 서

넷플릭스(Netflix)는 유럽연합(EU) 권고에 따라

원활한 작동을 위해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SensorTower에 따르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는 지난 주 스페인에서 34%, 이탈리아에서 57%

급증했으며, 이탈리아 2월 마지막 주 TV시청은 전 주

대비 6.5% 증가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던

롬바디 지역에서는 거의 12% 증가하였다.11



한국

현재까지는 COVID-19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COVID-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20%의 매출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이

반도체 cycle 상 상승 시기로 예측됨에 따라 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쇼크로 부진한

수출 실적을 보였던 한국의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8%, 3월 1일 부터 20일까지는

전년동기대비 20.3%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수출 물량 증가에 기여하였다.12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기업

9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79.0으로

1분기의 102.2에서 급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반도체 EBSI는 77.0으로 직전분기(136.1) 대비

낙폭이 컸으며 가격상승과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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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담 수출계약
수출상품
제조원가

수출단가 수출 채산성

73.5 73.5 83.2 84.2 70.3

수출국 경기 국제수급
수입규제
통상마찰

설비가동률 자금 사정

76.4 70.4 77.1 82.8 65.7

표 1. 2020년 2분기 반도체 EBSI 전망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8% 21% 21% 21% 18%

17% 12% 10% 12% 18%

15% 17%
16%

18% 14%

6% 8%
9%

8% 8%

7%
7% 8%

8% 8%

8%
8% 9%

9% 8%
3%

3% 3%
3%

3%

26% 24% 24% 21% 23%

2018 Q4 2019 Q1 2019 Q2 2019 Q3 2019 Q4

그림 7.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Samsung Apple Huawei# Xiaomi

vivo Oppo Lenovo** Others

출처: Counterpoint 

# 화웨이에 HONOR 포함 / ** 레노버에 모토로라 포함

지난 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COVID-19가 업계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년도 이월 재고 소진 비용, 마케팅·판촉

비용, 대리점·판매점 등으로의 sell-out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비용 구조의 증가가 예상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2분기에는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전면적인

재편이 예상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부터 전염병 이슈가 적은 생산기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COVID-19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등을 고려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의 COVID-19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 반도체 및 스마트폰

Global Key Point

국내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경우, 중국 생산 의존도가

낮아 COVID-19로 인한 중국발 생산 차질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체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인도 공장의

셧다운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한편 , 국내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소비재 성격을

띠므로 COVID-19 이슈가 지속될 경우 고객들이 제품

교환 주기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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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칭화유니그룹이 위치해 있어, 우한 폐쇄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중국정부는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소재 반입 및 인력 충원 등을 위한 특별 허가를

내주고 상하이 물류 센터까지 완제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3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생산기지들의 shut-down에도

전반적인 생산물량 수준에서 큰 폭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세계 스마트폰 부품의

상당량을 제조하는 국가이면서 2019 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의 27%를 차지하는 국가이므로, 제조

기반의 붕괴와 소비의 위축이 동시에 악재로 작용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 2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38%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지난 1월 화웨이의 출하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1,220만 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위축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COVID-19 이슈가 적은 생산기지로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미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 만큼, 연초

COVID-19로 인해 빚어진 중국 경기 침체로 미국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BIS

World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대중국 비중은 26.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국 제조업의 둔화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산

반도체의 20년 1분기 수요는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14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애플의 중국 생산 비중이

85%로,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며, 이에 더하여 애플이 중국을 주요

타겟시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2% 감소했던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판매량은 1% 증가하였다 .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GfK의 이사 알렉산더 데멜은 “COVID-

19가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수요

하락으로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15

유럽

반도체에 필요한 일부 장비가 유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유럽으로의 COVID-19 확산이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ASML이 전

세계 유일하게 극자외선용 노광장비를 생산하는데,

네덜란드가 국경을 통제하고 있어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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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은 이번 COVID-19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로 매출 하향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20년 2월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21.6% 감소했다.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지난 2월 생산과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4%, 25% 감소했다.16

최근 발표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3월~6월)등

자동차 소비촉진 정책과 신차 출시 영향으로 업황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고가 내구재에 대한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상품성 높은 전략 차종의

연쇄적인 출시와 시장의 호평으로 2020년 실적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좋은 성과를 냈던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판매 타격과 공장가동중단

소식이 잇따름에 따라 COVID-19로 인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분

2020년 증감률

2월 1~2월 전월비 동월비 1~2월

내
수

82,145 182,133 -17.8 -21.6 -18.2

수
출

123,022 271,568 -17.2 -25.0 -27.4

생
산

189,235 440,810 -24.8 -26.4 -27.9

표 2. 2020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단위: 대,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제조업체 간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COVID-19 확산이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함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계 자동차 부품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내 기업들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최근 유럽 및 북미 지역의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어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한 전 산업에 걸친

도미노식 침체로 자동차 판매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에 대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Global Key Point

그 러 나 , 환 율 인 상 과 저 유 가 는 전 통 적 으 로

국내자동차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동의를 토대로 한 생산유연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

2020년 1월부터 2월 두 달간의 중국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여년 간 볼 수 없었던 큰 폭의 하락이다 .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2월 기준 재고가 81.2%

달하였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판매

하락세를 보이던 1년 전 재고 53.5%를 초과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판매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도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소비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자동차 업체들의 업무 재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지난 3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조치에 힘입어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기존

예측보다 원활하게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7

미국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시장조사기관인 LMC 오토모티브는 올해

약 1,700만대의 판매를 전망하였으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존 전망치를 1,65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 세계 2위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산 자동차부품

의존도를 3배 가까이 늘렸고,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산 부품 고갈에 따른 생산 차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와 여행수요 위축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 부품 부족과 북미 공장 가동중단과 같은

생산 차질 등의 요인이 수치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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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지와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미국 내 자동차 관련 단체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 의 시행 연기와 더불어 세금 경감 등

다방면의 조치를 요구하며 자동차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겪게 될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COVID-19가 유럽 내 본격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유럽 자동차산업 성장 전망도 하향조정 되었다.19 유럽

자동차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번 COVID-19 사태 이전부터 디젤 스캔들 및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성장 부진을 보여왔었기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20 이러한 피해는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체결된

완성차기업과 자동차 부품사간의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부품사는 기존에 약속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독일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은 이번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대략적인 손실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단축 근무와 같은 비용 절감방안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부품 부족 및 공장 셧다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와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의 타격 또한 부각되고 있다.

유럽은 지정학적 특성 상 바이러스의 확산이 쉬운

환경인 만큼 국가 봉쇄, 이동제한령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 자동차 시장이 역대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월 및

2월 동안 신규 자동차 등록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

9% 감소하였으며 , 최근 여행 및 이동제한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탈리아의 2020년도 신차 매출은

전년대비 9.3%, 상용차 매출은 8.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21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대부분은 사실상 중국의 원부자재 및 부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해 역대 최고치인 41만대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베트남의 경우, 2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역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번 COVID-19 여파로 인한 2020년도 생산과 판매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3월 말부터 대다수의 베트남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대체 부품 발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22

그림 7. EU15 자동차산업 전년비 예상 성장률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

11

재정 상황 개선 또는 악화에 따른 지출 변화

의식주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재도 다른

산업에 비해 COVID-19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구매, 가정배달을 통해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유통업체의 옴니채널 전략 확장 덕에 리스크를 분산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팬데믹에 따른

수요 증가 현상도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가계소득이 하락한다면 필수·일반소비재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 불가피하게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그림8 참조).

4. 필수·일반소비재

Global Key Point

그림 8.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며, 제품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23

지출 축소 지출 유지 지출 증대

* 소비자 가전 성장은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됨
Note: 단수 차이로 퍼센티지 합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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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커머스 및 배달플랫폼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온라인구매 및 가정배달을 통해

필수·일반소비재 구매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COVID-19 초반에는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쇼핑몰은 위생관련 제품 및 식품재고 부족을 겪기도

했고, 가정용간편식 출고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식품에 비해 구매 여부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류 등의 매출은 감소했는데 , COVID-19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1월에 이미 생활·가정용품(7.6%),

식품(7.7%) 등의 상품군은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패션·잡화(-2.5%)는 매출이 감소하였다 .24 2월

이후에는 이동제한 및 오프라인 점포 영업단축이

시작되면서 패션·잡화부문의 매출이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이 하락할 경우 의류나 신발에

대한 지출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구매, 배달을 통해 소비재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 22개 도시에서

식품 소매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Freshippo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 수요 증가로 채용을

늘리기도 하였다.25

하지만 전반적인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중국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했는데, 이는

12월의 8.0% 증가에 대비되는 수치이며 , 특히

의류(-30.9%), 보석(-41.1%), 화장품(-14.1%)

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26 재량적으로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소비품목은 경기 회복과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의 품목은 일상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상품 특성 상 사태 진정 이후에도 큰 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및 유럽

현재 미국 및 유럽에서도 강력한 이동 제한, 상점 및

공공장소 폐쇄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 억제 정책은 경제활동 및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 및 유럽

전역의 의류, 화장품 소매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공장으로부터 주문을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8%, 21.3%로 두 지역의 소비

급감은 전세계적인 수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미국에서는 화장지 등 필수소비재 수요가 평소의

3~5배 늘어나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식료품 및 비식품 필수소비재에 특히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오트밀 수요는 2020년 3월에

347.3% 증가하였다 .27 미국 식품 배달 앱

Instacart의 다운로드 수는 2020년 3월 중순 기준

전월 대비 218% 증가했고28 아마존은 구매 폭증에

따른 배송지연으로 인력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반면

나이키가 휴점하는 등 패션 기업들의 잇따른 매장 폐쇄

조치로 의류 판매는 COVID-19 상황 종료 시까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에서도 COVID-19 전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필수·일반소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2월 베트남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로는 6% 증가했지만 전월보다는 7.9%

감소했다.29 필수소비재 비축현상도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베트남 조사대상 소비자의

45%는 집에 물건 비축량을 늘렸다고 답했으며

25%는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생 관련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우 1월 마지막 주 손세정제 매출이 주

평균 대비 800%를 초과했다.30

동남아 역시 식료품 및 식품 배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커머스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추세로 ,

싱가포르 온라인 식품 쇼핑몰 레드마트 (RedMart)는

지난 2주 동안 식품배달이 20% 이상 급증하며 전례

없던 수준의 수요증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31 반면

인도네시아 1월 의류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27.5%

감소하는 등 의류 부문은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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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및 유럽 내 명품 소비

감소에 따라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명품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국내 백화점 및 유통업체는

지난 2월, 전체 매출이 급감한 반면 명품 브랜드와

같은 사치재 부문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 등지의 생산 공장 폐쇄가

이어지면서 물량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업 및 면세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국

명품시장의 특성, 그리고 전월 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의 명품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명품

소비는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마켓

사이트인 옥션은 지난 2월 명품 전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신발, 의류 및 패션

소품 부문은 각각 173%, 117%, 110%의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여느 경제적 불황기와

마찬가지로 ‘립스틱 효과’로 인해 명품 부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서 눈에 띄던 소비양극화 현상이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사치재

부문의 온라인 전략 재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미국 내 다수의 백화점 및 명품 브랜드들이 일시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미국 또한 명품 산업 매출의 급감이

예상된다. 미국 내 대형 백화점인 콜스(Kohl’s),

메이시스(Macy’s), 블루밍데일스 (Bloomingdale’s)

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한 케링(Kering)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매장을 2주간 닫기로 결정했다.

경기불황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명품산업 또한 이동 제한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명품 소비를 견인하던 중국의 경기가 COVID-19로 일시적으로 침체되면서

수요 측 타격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COVID-19 확산으로 해당 지역 내 생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 비중이 높았던 전통적인 패턴을

벗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나, 카테고리 특성 상 온라인을 통한 현격한 수요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 럭셔리

Global Key Point

LVMH그룹 또한 뉴욕 및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루이비통, 디올, 지방시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국 소비자들은 2019년도 명품시장 성장의 90%를

견인할 정도로 명품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COVID-19 의 확산으 로 중국인들의 외 출과

해외여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 버버리의 경우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발생되는데, 중국 내 총 64개 매장 중 24 개가 휴업에

들어갔으며, 방문 고객 수가 80% 가량 감소 것으로

파악 되었다.33 이처럼 전 세계 명품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에 제약이 따름에

따라 명품 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 명품 시장이자 공급처인 이탈리아 전국에 봉쇄

조치가 시행되어 구찌 , 에르메스 , 샤넬 등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유럽 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스위스

브랜드 롤렉스 또한 3월 17일부터 열흘 동안 스위스

내 모든 공장을 폐쇄하였고, 스위스 시계 산업의 경우,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각각 52%,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4 결국 공급의 부족이 소비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동제한도 영향을

미쳤는데, 밀라노 패션위크는 2월 말에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천 명 이상의 중국인 바이어, 디자이너,

기자 등이 여행 제한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다.35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

14

한국

COVID-19 사태 발발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는 확진자 방문에 의한

임시 휴업 매장의 매출 손실, 해외 입출국객 감소와

중국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면세점 타격, 집합시설

기피로 인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 전통시장의

영업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외출이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2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0.6%, 할인점 매출액은 19.6%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쇼핑 , 특히 모바일 쇼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1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2조

3,906억원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음식배달(69.3%), 식료품(19.1%),

생활용품(22.2%) 상품 군에서 온라인쇼핑을 통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21.4% 증가한 8조 2,730억 원으로

온라인 총 거래액의 66.8%를 차지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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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출이 제한되거나 이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찾게 되면서 온라인 유통채널은 수혜를 보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채널을 처음 사용해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입률 또한 빨라지고 있다. COVID-19가 단기간 내 종식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요가

반등할 것이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온라인 강세는 유지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6. 유통 (오프라인 vs. 온라인)

Global Key Point

COVID-19 상황이 단기간 내 종식된다면 제한된

외부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몰리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온라인 강세가

지속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소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대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

대형마트들은 일상적인 쇼핑을 하는 고객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JC 페니, 메이시스, 노드스톰

등 미국 거대 쇼핑몰들은 당분간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고객들이 생필품,

식료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재기 행태로 보여

선반에 판매상품이 없는 재고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피하는

반면 온라인쇼핑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식료품 판매 기업인 팜스테드(Farmstead) 의

3월 첫째 주 주문량은 평소에 비해 30%

증가하였으며,37 여러 식료품 배달 앱의 다운로드 수가

몇 배씩 증가했다. 아마존의 경우 COVID-19 확산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급증하여,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을 10만 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그림 9.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억 원)

출처: 통계청, 딜로이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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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소비자도 온라인 채널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유통 기업인 JD.com의

1월 말부터 2월 초 온라인 식료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하였다. COVID-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소비자들의 80%가 온라인 장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절반만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38

동남아시아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COVID-19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독보적인

온라인 식료품쇼핑몰 레드마트(RedMart)의 경우

주요 식품 판매량이 평소보다 4-10배 늘어났으며,

개인 생활용품 및 가정용 청소용품 판매량도 2-5배

증가했다.

유럽

현재 일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해 휴업 중이다. 3월 둘째 주 이후 파리, 마드리드

등 주요도시의 오프라인 점포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유럽 소매유통업 전반에 걸쳐 4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온라인쇼핑은

확대되는 추세로 프랑스에서는 2월 마지막 주

온라인채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증가

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3월 첫째 주 기준 80%

이상 증가하였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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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월 항공 여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43.4% 감소하며

인적이동 제한이 항공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선 취항 항공사들의 매출액은 기존 계획 대비

11억~12억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40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국내선

운항을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되었고, 현재 항공사들은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미 감원,

휴원 등 비용절감 조치에 돌입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 시 2nd, 3rd tier 항공사들은 리스료

부담 등 유동성 문제로 도산할 위험이 있다.

여행업 또한 입국 제한으로 인해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항공여객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 월 소 비 자 동 향 조 사 결 과 에 따 르 면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여행비 지출전망은 83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호텔업도 인적이동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9.3%

1.9%
6.8%

-1.0%

4.9%
6.4%

1.8%

-43.3%

-50%

-40%

-30%

-20%

-10%

0%

10%

20%

0

2

4

6

8

10

12

14

16

백만명

여객(명) 전년동기대비

출처: 한국공항공사, 딜로이트 리서치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항목별 소비자 지출 전망(한국)

소비지출전망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출처: 한국은행, 딜로이트 리서치

항공, 여행 및 호텔 산업은 COVID-19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넘어

중남미, 동남아까지 COVID-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적 이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COVID-19 영향이 반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할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의 대규모 도산 및 구조조정이 우려되고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 항공, 여행 및 호텔

Global Key Point

그림 10. 한국 월별 항공 여객 수 그림 11. 항목별 소비자 지출 전망(한국)

이미 3~4성급 호텔 다수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최근 워커힐호텔이 객실 영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COVID-19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객실 영업까지

중단되면서 호텔업계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및 유럽

미국 및 유럽에서는 확진자 급증 및 인적이동 제한에

따른 산업 위축이 유동성 위기와 구조 조정으로

번져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유럽 지역으로

부터의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했으며 , 19일엔

국무부를 통해 자국민의 여행경보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17일부터

30일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ICAO는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과 솅겐조약 지역(영국 및 아일랜드

포함)의 모든 항공편이 중단될 경우 기존 계획 대비

한달에 약 550만 명의 승객이 줄어들고, 이탈리아는

COVID-19로 1분기에 기존 계획 대비 약 9억 달러의

손 실 을 입 을 것 으 로 예 상 했 다 .41 실 제 로

알리탈리아항공 (Alitalia)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 및 국영화를 결정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경제에서 관광업의 비중이 큰 동남아는 세계적인

인적이동 제한 조치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입국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21.5%를 차지하였는데,

이번 COVID-19 이후 중국인 여행객 감소로 인한

타 격 이 클 것 으 로 예 상 된 다 . 아 세 안 +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18년 기준 태국과

필리핀의 관광업 GDP 비중은 20% 이상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관광객 감소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분석했다.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호텔 투숙률은 지역별로

20%~50% 하락하였으며 항공편 예약의 경우

국제선이 약 50%, 국내선은 약 40%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중국

21.5%

한국

6.7%

미국

3.3%

유럽

8.3%

그 외 국가

60.2%

국적별 아세안 입국자 비중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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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EANstats, 딜로이트 리서치

호텔업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은

메리어트가 인력의 2/3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며, 힐튼과 하얏트 등 다른 호텔들도 숙박률

급감으로 인해 영업중단과 인력감축에 나섰다.

중국

COVID-19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중국은 여객

수요 급감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관광연구원은

중국 여행업계 매출이 작년보다 2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은 2월

한달 중국항공업계 적자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COVID-19 역유입 환자 증가로

국제선의 베이징 취항을 제한하는 등 인적이동 완화에

따른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국적별 아세안 입국자 비중(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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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COVID-19 영향과 기존

문제점들로 인해 업황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COVID-19 이전부터 정제마진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현재 정제마진은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인 4~5달러를

밑돌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수출의존도는 50%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 정도이므로

중국 수요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COVID-19

영향이 단기간에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유가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유업의 업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될 경우 주요국 수요 충격과

자국 수요 급감으로 인한 중국의 밀어내기 물량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상 황 을 반 영 하 듯 한 국 무 역 협 회 2 분 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서 석유제품 지수는 59.7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43

출처: Petronet, KB증권, 딜로이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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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가스 및 화학산업은 COVID-19 및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적이동 제한으로

인한 수송용 연료 수요 감소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악의 경우

원유 수요가 전년대비 73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달러 대 초반까지 폭락했으며,

정유업계 주가가 함께 추락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가스 역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주요국 경제 위축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소비 급감으로 LNG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유가 하락에 따른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산업 등

전방산업 침체로 수요측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면 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일부 회복되겠지만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남아있어 경기회복 이후에도 업황이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8.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Global Key Point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COVID-19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2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40.3을 기록하였고,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2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정상화율이 98% 까지 상승했다고는

하나, 3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46으로 아직 50

미만으로 관측되고 있어 중국의 회복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보통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원가절감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익성 회복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 글로벌 화학사의

정기보수와 중국내 대규모 석화설비 증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스프레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림 13. 국가별 제조업 PMI 그림 14. 두바이유 및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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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latts, KB증권, 딜로이트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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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주: 2020년부터는 전망치
출처: Fitch Solutions, EMIS, 딜로이트 리서치

중국

현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공급망 차질 및 생산

감소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석유화학 부문

수요가 COVID-19 영향을 벗어나 반등하더라도

에틸렌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2020~2022년 예정된 중국의 에틸렌

증설량은 1,500만 톤으로 현재 에틸렌 설비용량

2,700만 톤의 55%에 해당한다 .44 이와 같은

설비확대에 따라 COVID-19 완화로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업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가하락은 미국 정유산업 중 셰일가스 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포브스는 유가가 배럴당

30~35달러에 머물 경우 셰일가스 감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 무디스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2020~2024년 동안 상환해야 할 부채가 8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부채 부담과 20달러

초반까지 폭락한 유가로 셰일가스 업계 구조조정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LNG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의

재협상시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3월 PMI 예비치가 49.2로 50을 하회하면서 전방산업

업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그림 15. 중국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그림 16. 원유가격 및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이

유럽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과 함께 석유화학산업도 악화될

우려가 크다. 프랑스 미쉐린(Michelin)은 유럽 공장의

운영을 약 1주일 간 중단할 계획을 밝혔으며,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3월 중순부터 최대 4월 19일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45 자동차 내장재, 타이어

등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와 주요 산업계

수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외에도 3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비치가 44.8로 2월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COVID-19의 영향이

제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업황 또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2월 제조업 PMI가 49로 50 밑으로

하락하면서 경기위축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석유화학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측면의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은

2023년까지 270만 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46,

인도네시아는 롯데케미칼과 찬드라 아스리

페트로케미칼의 투자로 2025년까지 총 526만 tpa

규모의 공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47 이로 인해

COVID-19 이후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공급량이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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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으로 금리인하 정책이 신속하게

단행됨에 따라 초저금리로 인한 금융업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낼

여지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미

장기간의 미국 저금리 및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수익이 악화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작년 한해 동안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기준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순이자마진(NIM) 축소가 불가피해 지고 투자수익률도

하락하여 금융업 전반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실물경기 위축 및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건전성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COVID-19가

장기화되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도산한다면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되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항공사, 호텔

등은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급여, 임대료,

이자 등의 고정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

소매업체들도 매출 급감에 따른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COVID-19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중국의 경우,

기업들의 상환 불능 대출이 급증하여 은행 전체 대출의

6.3%까지 증가하였고 그 규모는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48 최근 각국 정부의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는 그만큼 경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측이 필요하다.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을 은행이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화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식 및 고위험 회사채 등으로 부터 자금이

국가명
2월

기준금리
3월
인하폭

현재
기준금리

미국 1.75% 1.50%p 0.25%

EU 0%
동결,

LTRO* 도입
0%

영국 0.75% 0.50%p 0.10%

중국 4.15% 0.10% 4.05%

인도네시아 5.00% 0.50%p 4.50%

필리핀 3.75% 0.50%p 3.25%

베트남 4.00% 0.50%p 3.50%

한국 1.25% 0.50%p 0.75%

표3. 국가별 기준금리 인하 추이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금융업계는 실물경기 위축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9. 금융

Global Key Point

이탈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p 내린 이후 첫 거래일인

3월 16일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93%

하락했고 , 아시아와 유럽의 주가지수도 연일

하락세이다. 극심한 자본시장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이

달러에 몰리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나 금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산가치 하락이

지속되어 담보가치가 하락 및 자산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자산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Fitch Ratings)는 금리인하로 인한 수익성 타격,

자본시장 변동성 증가 및 자산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미국의 은행권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49

추가적으로, 보험사는 COVID-19 이후 대면 채널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보험상품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증권·투자부문은

실물경제 영향으로 증권 및 펀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적인 투자가 기피되고 위험회피

성향이 발현되어 주식 시장은 위축되고 채권시장이

대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TRO: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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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OVID-19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가 지속 하락 중이고 부동산 시장

경기가 침체진입기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50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 등이 침체되어 공실이나

임대료 갈등이 발생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은 최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매각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 COVID-19 사태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건설 개발 사업은 금융권의

자금지원 순위에 밀려 일시 중단될 전망이고, 주택은

거래가 축소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부동산 시장 개발도 각국의 이동 제한으로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4Q2018=100
출처: 한국감정원, 딜로이트 리서치

주: 2019년 4분기 기준
출처: JLL Global Property Clock, 딜로이트 리서치

하강국면 진입한 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COVID-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각국의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며, COVID-19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유통, 외식, 호텔 등 서비스 산업이 침체되고 거래가 축소되어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COVID-19 영향 완화로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며,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10. 부동산

Global Key Point

미국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COVID-19 이전부터 둔화되고

있었다 . 리얼캐피탈애널리틱스(RCA)는 2019년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500억

달러 미만으로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으며, 존스랑라살(JLL)은 미국 내 주요 도시

오피스 임대수익이 둔화 또는 악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 COVID-19로 서비스업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3월 미국 서비스 PMI 예비치는

39.1로 크게 하락하여 임대료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미국 세입자들이 매장 휴업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우니 면제나 납부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부동산 수익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p 인하 및 무제한적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림 17.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한국) 그림 18. 하강국면 진입한 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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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월 유로존 및 영국의 서비스 PMI 예비치가 각각

28.4 및 35.7로 하락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스랑라살(JLL)은

COVID-19 확산 이전부터 이미 유럽 주요 도시의

오피스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유럽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중국

COVID-19 타격으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며 영향을 받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로 벌 상 업 용 부 동 산 기 업 인 쿠 쉬 맨 앤

웨 이 크 필 드 (CUSHMAN & WAKEFIELD) 는

COVID-19의 하방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외국인의 펀드관리회사(fund

management firm) 소유제한이 4월 1일부터

해제됨으로서 중국내 부동산 투자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51

동남아시아

COVID-19 유행으로 여행·호텔산업 및 식음료 ,

소매업종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 COVID-19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수요

감소에 따라 임대인들이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 수익이 급감한 다수 임차인이 임대료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대료 인하를 통해 공실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52 이는 동남아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에

COVID-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장기화 될 경우 동남아 부동산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 으 로 예 상 된 다 . 한 편 CB Richard Ellis

Group(CBRE) 의 아 시 아 - 태 평 양 투 자 의 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COVID-19 발생이 단기적으론

투자 지연과 관망세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75%의 투자자는 2019년과 비슷하거나 더 활발히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53 COVID-

19로 인해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COVID-19 완화 시 회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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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COVID-19 진단시약 및 키트,

백신 개발 등 활발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해당

산업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단기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제약 업계의 경우 ,

원외처방 감소와 경증질환 전문의약품 및

보조치료제의 매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상반기 이내에 안정화 될 시 하반기

회복세로 인해 올해 5% 이내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지만 안정화 이후의 영업 회복 속도에 대한

고민이 업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만약 , 올

하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지속 될 시에는 약 10%

이내의 전체 매출액 감소를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부문의 경우, 임상 시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면적 계획 수정과 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부문의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COVID-19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료기기의 잠재적인 매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헬스

진단 및 관련 플랫폼 영역 개발이 또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부문의 경우, 병·의원 방문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본 사태가 장기화 수록

전염병의 사회적인 여파에 대해 둔감 해지며 실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욕구로 인해 현재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지난 2월 딜로이트가 중국 소재의 제약 및 헬스케어

기업 경영진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76%가 COVID-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비지니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영역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 내 출입 자체가

21%

15%

20%
6%

38%

20% 이하 감소 20% 이상 감소 목표 매출 달성

매출 초과 달성 예측 불가

출처: 딜로이트 리서치

출처: 딜로이트 리서치

43%

39%

30%

76%

37%

23%

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 예측

임직원 재택근무의 비효율성

R&D 활동 제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제한

제품 조달 여건 악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여건 악화

중국의 사회·경제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았던 세계 여러 국가의

공급망 붕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계 1위 복제약 생산국인 인도가 일부 의약품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미국 내 의약품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자급률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의 경우, 공급망

보다는 일부 의약품에 대한 수요 감소, 임상실험 지연과 글로벌 학회 연기 등으로 인한 사업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진단키트의 수출 기회도 부각되고 있다.

11. 제약 바이오

Global Key Point

그림 19. COVID-19가 영향을 미친 주요 영역 3가지는
무엇인가? 

그림 20. COVID-19에 따른 2020년 예상 매출 증감

제한됨에 따라 의료전문가 대면, 의약품 소개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외 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 임상실험 재개의 어려움 등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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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21%는 2020년도

자사의 매출이 20%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대상자 중 15%는 2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응답자의 20%는

2020년에도 기존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6%는 기존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 예측했다.54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COVID-

19로 인해 제약시장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복제약의 약 40~50%를 인도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경우, 인도가 일부 의약품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13가지의 원료의약품과

약제조제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데 이어 3월

24일부터 21일 간 전국 봉쇄령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에서 의약품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COVID-19가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이 같은 인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COVID-

19의 장기화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의약품

공급부족과 가격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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