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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Covid-19, 이하 ‘코로나 19’라 함)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가 ‘실물경제 

부진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함 

(사태 장기화) 코로나 19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감염병 

위기는 2020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내 확진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Ⅰ-1>, <그림 Ⅰ-2> 참조)

- 코로나 19는 초기 예상과 다르게 기후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사태가 하절기까

지 지속되거나 가을 이후에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Ⅰ-1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 그림 Ⅰ-2 한국 코로나 19 확진자 수

자료: worldometer(2020. 4. 3) 자료: worldometer(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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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경기 침체) OECD는 중국 및 주요국의 경기 부진을 이유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함1)

- 자가격리 등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소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경제주체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시장 변동) 코로나 19 확산 이후 투자자들의 국내외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로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고 채권시장의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음

- KOSPI는 2월 14일 2,243.6 포인트에서 3월 19일 1,457.64 포인트로 35%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빠른 속도임(<그림 Ⅰ-3> 참조)

- 원･달러환율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최대 1,285.7원으로 8% 가량 상승함(<그림 Ⅰ-4> 참조)

- 장단기 및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신용스프레드(BBB-)는 1월 평균 6.695%p에

서 3월 31일 7.215%p로 확대됨(<그림 Ⅰ-5>, <그림 Ⅰ-6> 참조) 

(금리 하락)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2.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함

그림 Ⅰ-3 KOSPI 지수 그림 Ⅰ-4 원/달러 환율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Ⅰ-5 장단기 스프레드 그림 Ⅰ-6 신용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료: 한국은행 ECOS

1) OECD(2020. 3. 2), “OEC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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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은 과거 SARS, MERS 발생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례가 없는 사건임

이번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점에서 

지난 금융위기와 차이가 있음

- 지난 금융위기는 부채 및 금융상품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나, 

- 이번 코로나 19 위기는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 부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금융시

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과거 SARS와 MERS 등의 감염병은 그 확산 기간이 길지 않아 실물 부문은 물론 금융시장 

영향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위기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