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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국 정부 대응

1. 정부 대응

가. 미국

○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2020년 3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차적으로 2020년 

12월 21일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됨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2020. 3. 6)147)

- 코로나19 백신 및 기타 의료용품 개발, 주 및 지역 공공보건기관 및 조직에 대

한 지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 총 83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함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2020. 3. 18)148)

- (무료검사)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식량 지원)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학교 5일 이상 연속 휴교 시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

을 지원함

- (유급병가･휴가 제공)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혹은 일할 수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간의 유급병가 제공,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2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함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2020. 3. 27)149)

147)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074

148)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01

149)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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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가족 긴급재난소득 지원, 실업급여 추가 지원, 중소기업 소득보호대출 

지원, 항공산업에 320억 달러의 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에 대응하기 위한 총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함

○ FFCRA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유급병가 및 유

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해 2주(최대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함

∙ 코로나19로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12주

(유급휴가는 10주)간의 추가 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CARES 법에 근거해 특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아동 500달러)를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중지됨

∙ 성인 1인당 1,200달러(연 조정소득 75,000달러 이하 대상)를 별도 신청할 필요 없

이 수표 발송 또는 은행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함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 39주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원함(2020년 7월 31일자로 만료)

∙ 상환 중지된 원리금은 일정 조건 만족 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으로 편입됨

○ 미 연준(Federal Reserve System)은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

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고용과 가격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을 발표함

∙ 2020년 3월 3일, 미 연준은 긴급 FOMC 임시회의에서 코로나19 리스크 확대를 감

안해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1%p 인하함

∙ 2020년 3월 15일, 미 연준은 FOMC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1.0%p 인하하고,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

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선언함

-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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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3일, 미 연준은 국채 및 MBS 매입을 지속할 것을 발표하여 사실상

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시작됨

∙ 2020년 8월 27일, 미 연준은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Statement on Longer- 

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개정 내용을 발표함

- 고용 목표로는 완전 고용(Maximum Employment)을 목표로 광범위하고 포용적 

목표임을 강조하였으며, 물가 목표로는 2%의 장기목표치를 평균적으로 달성하

는 것으로 수행방식을 변경함(Average Inflation Targeting)

∙ 2020년 12월 16일, 미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중장기

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통화정책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함

나. 영국

○ 영국은 2020년 3월 11일 예산 발표를 통해 공공 서비스,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경

기 부양 계획을 수립하였음150)

∙ 영국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순 투자를 국민 소득의 2% 수준에서 3% 수준으로 확

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의 긴급 재정 부양책을 도입함

○ 팬데믹 초기 영국 정부는 3,300억 파운드 이상의 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함151)

∙ 코로나바이러스 사업 중단 대출 제도(CBILS: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0만 파운드의 대출을 지원하며, 

최초 6개월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함

∙ 소매, 접대, 레저 산업의 가장 소규모 업체에게 25,000파운드의 현금 보조금을 지

원하며, 중소 사업세율 감면(SBRR: Small Business Rates Relief) 및 지방 세율 감

면(RRR: Rural Rates Relief)을 받은 모든 사업체에 대해 1,000파운드의 현금 보

조금을 지원함

∙ 기업의 임대료 미납 시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이를 금지하였으

며, 해당 조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15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151)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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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병가급여(SSP: Statutory Sick Pay)를 정부가 1인당 

최대 14일 동안 전액 부담함

∙ 대기업을 위해 코로나19 기업금융시설(CCFF: 코로나19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을 지원함

○ 영국 국세청(HMRC)은 기업 및 자영업자가 납입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분기별 세금 신고에 대한 세금을 유예함152)

∙ 타격이 심한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 사업세율을 면제하고 VAT 납입을 연기함153)

∙ 2020~2021년 동안 영국의 소매, 접대, 레저 산업에 대해 사업세율을 인하하고, 

펍의 경우에도 5,000파운드의 사업세율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산업별로는 예술, 문화, 유산 산업 및 관광산업, 의료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함

∙ 예술, 문화, 유산 산업의 보호를 위해 15억 7,000만 파운드의 지원을 계획함

∙ 관광 및 숙박 산업 등에 대한 VAT를 20%에서 5%로 인하하고, VAT 인하 조치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하였음

∙ 의료품 조달을 위해 인공호흡기, 테스트 키트 및 방호복 등 EU 외에서 수입되는 

의료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직업유지제도(CJRS: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를 도입하여 영국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 임금의 

80%를 매달 총 2,500파운드까지 지원함154)155)

∙ 정부는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IT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장에

서 근로자의 코로나19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156)

∙ 법정 병가수당을 지급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자가 격리 근로자에 대해 소득

을 지원하고, 실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소득(Universal Credit)을 지원함157)

152)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153)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154)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United Kingdom”

155)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156)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57)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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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영국 국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에 보조

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0년 9월 20일 기준 120만 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근로자 960만 명에 대해 

HMRC에 청구한 금액은 총 393억 파운드임

○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자 소득 지원 제도(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통해 3개월 동안 2,500파운드를 한도로 소득의 80%까지 지원함158)

○ 주택 관련 임차인의 경우 2021년 3월 말까지 퇴거 통지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락다운 구역 및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퇴거 조치가 금지되고 취약계층 임차인을 위한 지

원금 1억 8,000만 파운드가 투입됨159)

다. 독일

○ 독일 정부는 총 1,30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며,160) 부도, 대량 해고, 빈곤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전례 없는 7,500억 유로(약 8,680억 달러)의 지원을 실시함161)

∙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기업, 공공 부문, 가정 지원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었으며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였음162)163)

∙ 긴급 자금지원(Überbrückungshilfen)이 실시되었으며, 250억 유로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하였음

- 이 지원 조치는 2020년 6월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임

∙ 수익 감소 방지를 위해 세금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회계연도 2020~2021년 동안 

세금 산정 시 동산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함

- 이에 따라 투자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158) UK Parliament(2020. 12. 18),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159) GOV.UK(2020. 9. 10), “Government sets out comprehensive support for renters this winter”

16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61) DW(2020. 7. 22), “Coronavirus: How Germany’s economy would cope with a second wave"

162)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63)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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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기업을 위해 새로운 비상 저금리 대출을 마련하였으며, 10~50명 규모의 

소규모 기업은 독일 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을 통해 대출

을 신청할 수 있음

∙ 250인 이상 대기업을 위해서는 경제 안정화 기금(Economic Stabilisation Fund)을 

마련함

○ 소비 촉진을 위해 VAT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 조치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

∙ 일반 세율은 19%에서 16%로, 식료품 및 레스토랑에 적용되는 세율은 7%에서 5%

로 인하함

○ 독일 정부는 근로자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축근무 수당(Kurzarbeit)을 지원하고,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164)

∙ 단축근무 수당은 기간에 따라 임금 손실의 60~80%를 지원하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4개월 연장됨165)

- 3~6월 사이 1,2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2008~2009년 금

융위기 당시보다 90% 많은 수치임166)

∙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의 수급 기간이 2020년 5~12월 사이 종료되는 경우 수급 

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으며, 노동청은 단축 근로자의 손실 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100% 부담함167) 

∙ 감염방지법(IfSG: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against Infection Act)을 적용하

여 병가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격리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

의 지급을 보장함168)

○ 주택 관련 임차료의 체납으로 임대인이 임차권을 종료할 수 있으나, 소득 손실이 있는 개

인 또는 영리 세입자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권리 행사가 제한됨169)

164)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2020. 8. 4), “Coronavirus (SARS-CoV-2): Questions 

relating to labour law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

165)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66) DW(2020. 7. 22), “Coronavirus: How Germany’s economy would cope with a second wave”

167)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68)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69)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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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 이후 임대료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

○ 보육 및 교육을 위해 독일 정부는 2021년 아동 수당 금액을 증대하고, 편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함170)171)

∙ 가족 및 편부모 가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일회성 긴급 아동수당 300유로를 지급하였

으며, 편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을 1,908유로에서 4,000유로로 인상함172)173)

∙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는 보육기관이 폐쇄된 경우 6주간의 유급휴

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월 소득의 67%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174)

∙ 재정적 압박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

원하며,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보조금 제도(Kfw-Studienkredit)를 지원함175)

라. 일본

○ 일본 정부는 1차 추경(4. 7)을 발표하고 1차 경제대책 보완이 핵심인 2차 추경(5. 27)을 발표함 

∙ 1차 추경(4. 7)에 따른 경제대책은 다음과 같음176)

- (사업 지속화 지원금) 전년도 대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중소사업자, 개인사

업자(프리랜서 포함)에게 각각 최대 200만 엔, 100만 엔을 지급함 

- (세제우대 조치 등)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50∼100% 감면함

- (관광, 식당, 이벤트 사업 지원)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국내 여행비용을 보조

하는 방안도 검토함

- (고용조정기금) 사업주가 근로자 일시 휴업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계속

할 경우 인건비 일부(10%) 등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함

170) IBIS World(2020. 11. 6), “The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1 – Germany”

171) deutschland.de(2020. 12. 9), “Coronavirus: Latest updates”

172) Federal Ministry of Finance, “A stimulus package for everyone in Germany”

173)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

174)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

175) Integrationsbeauftragte(2020. 11. 25),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Federal Chancellor and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Länder”

176) 內閣官房(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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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지원) 지방활성화교부금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부합한 필

요 사업에 지원함

- (의료 지원) 인공호흡기 및 인공 심폐 장치 확보, 의료기관에 마스크 및 방호복 

우선 배포, 코로나19 치료제(Avigan) 200만 명분을 확보함

∙ 2차 추경에 따른 경제 대책은 다음과 같음177)

- (기업자금 지원) 경영난 기업에 무이자/무담보 대출 확대, 공공 금융기관의 후순

위 대출과 출자 등의 자본성 자금 지원, 해외자회사의 대출에 대한 무역보험의 

보증 확충, 민간 금융기관에의 자본참가를 통한 금융 기능 강화 등

- (고용유지 지원) 고용지원금액 증액, 적용기한 연장, 노동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

고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 신설 등

- (사업 재개 보조금) 사업 재개를 위해 설비투자 등을 실시하는 자영업자에게 최

대 15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함(나이트 클럽, 라이브 카페 등은 최대 200만 엔)

- (임차료 지원) 매출이 급감하여 임차료 지불이 곤란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게 6개월간 최대 600만 엔(월 최대 100만 엔), 300만 엔(월 최대 50만 엔)을 

각각 지급함

- (의료체계 강화) 중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위로금 지급, 마스크와 의복 등 

의료용 장비의 지급 강화, 백신 조기 개발을 위한 지원 등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수습 이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하여 제3차 추경 예산안을 

12월 8일에 결정함178)

∙ (코로나19 확대 방지책) 지방지자체 의료 체제 정비에 충당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

금’을 증액하고, 백신 접종 체제 정비 및 치료약 확보를 추진, 감염확산 방지를 위

해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협력금 비용인 ‘지방

창생임시교부금’도 1.5조 엔 증액함

∙ (포스트 코로나 대비) Go To 캠페인을 2021년 6월까지 연장,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 2021년 2월까지 연장, 일본정책금융공고 실질, 무이자･무담보융자를 2021년 

전반까지 지속, 탈탄소화 추진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조 엔 규모의 기금 창

설, 중소기업 사업전환 등 지원하는 최대 1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도입함

177) 국제금융센터(2020. 5. 20); 內閣官房(2020. 12. 21)을 기초로 작성함

178) 日本經濟新聞(2020. 12. 15), 3次補正予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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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 5월부터 지급할 것

을 4월 20일에 결정함179)

∙ 지급 대상은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 국민이고, 외국인도 3개월 이

상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를 가능하며, 지급방법은 현금임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관광업과 요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Go To 캠페인 사업을 실시함

∙ 주요 사업으로 Go To Travel(숙박시설 이용 보조), Go To Eat(상품 등 구입 시 

보조) 등임

마. 중국

○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이용해 방역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경감 및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섬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의료물자 생산기업, 생필품 생산기업, 운송 및 판매 기업

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2020년 2월 3일 3,000억 위안의 재대출(상업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공급함180)

- 또한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해 2월 26일 및 4월 10일

에 각각 5,000억 위안 및 1조 위안의 재대출을 추가로 제공함

∙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20일 및 4월 1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기업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함

- 1년 및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각각 기존의 4.15%, 4.80%에서 3.85%, 4.65%

로 인하함181)

∙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3월 16일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1.0%p 내렸으며, 4월 3일 중소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1.0%p 인하하기로 결정함182)

179) 기초안 가구당 30만 엔에서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 수정됨

180) 凤凰网(2020. 4), “央行：3000亿专项再贷款接近收官1万亿再贷款再贴现将惠及逾200万中小企业”

181) 新华社(2020. 4), “4月LPR报价双降市场预计未来仍存降准空间”

182) 北京日报(2020. 4), “央行定向降准1个百分点释放长期资金4000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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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금융183)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0%p 추가로 인하함

○ 중국 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조 2천 900억 위안 규모

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승인함184)

∙ 이번 특수목적채권은 철도교통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시설, 환경보호, 농업수리 및 

산업단지 등 분야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것임

∙ 2020년 3월 31일까지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수목적채권 규모는 1.08조 위안임

○ 은보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해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일련

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함185)

∙ 2020년 1월 26일 코로나19 동안 방역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한 융자 제공, 원활한 

금융서비스 보장,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중단 금지, 피해지역의 금융편의 제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요구함186)

∙ 2020년 2월 1일 피해지역, 피해산업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피해고객

에 대한 여신지원 제공, 온라인 금융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금융기관에 재차 요구함187)

∙ 2020년 2월 15일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사회적 책임 실천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금융기관에 요구함188)

∙ 2020년 3월 1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연기, 신규융자 확대, 

온라인 업무수리 채널 개통을 금융기관에 요구함189)

○ 세무총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해 일련의 조세정책을 발표함

183) 포용금융은 저소득계층, 영세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함. 포용금융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央行调整普惠金融定向

降准考核标准”를 참조 바람

184)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0. 4), “增加地方政府专项债规模和强化对中小微企业普惠性金融支持有关情况发布会实”

185) 中国政府网(2020. 4), "国务院联防联控制机制：用好已有金融支持政策精准支持疫情防控和企业复工复产”

186)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

防控工作的的通知”

187)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人民银行･财政部･银保监会･证监会･外汇局关于进一步强化金

融支持防控新型光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

188)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189)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3), “银保监会･人民银行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联合发布

《关于对中小微企业贷款实施临时性延期还本付息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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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0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정책 수행 강화, 온라인 납세방식 활용 

확대, 납세현장 방역조치 강구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납세기간 연장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190)

∙ 2020년 2월 11일 코로나19 방역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부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191) 

○ 시장감독총국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지원정책을 발표함192)

∙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조업 재개에 대한 지도, 영업비용 경감(자금지원, 사

회보험료 감면, 세금 감면 및 임대료 감면), 시장진입 조건 개선을 포함함

바. 대만

○ 2020년 2월 25일부터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조 

500억 대만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193)

∙ 경기부양책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예산(2,100억 대만 달러), 원래 정

부기관이 보유한 예산 및 운용한 기금(1,400억 대만 달러),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신용대출한도(7,000억 대만 달러)를 포함함

∙ 경기부양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동자에 대한 지원, 세제 지원 및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에 집중되어 있음

- 금융지원은 기업 조업 재개에 필요한 대출,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출의 이자

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은행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함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 실업자에 대한 지원,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음

- 세제 지원은 영업세, 소득세, 영업용 부동산세, 영업용 자동차세,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이 있음

-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은 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수도요금 5% 할인, 서비스

190) 国家税务总局(2020. 2), “国家税务总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

191) 国家税务总局(2020. 2), “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

192) 国家医疗保障局(2020. 2), “国家医保局･财政部･税务总局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

193) 行政院(2020. 4), “因應武漢肺炎衝擊 共通性及各產業紓困振興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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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10% 할인 및 대기업 전기요금 중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함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에게 코로나19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대

출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명령함194)

∙ 채무 상환 유예 대상은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소비 대출, 신용카드 대출 및 기

타 개인 대출이 있으며,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의 유예 기간은 3~6개월로 책정됨

○ 2020년 5월 4일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

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195)

∙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및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34만 명 및 140만 명에 달함

○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사람, 의료기관 의료진, 의료기관, 숙박업

체,196) 제약업체, 사회복지 사업자, 돌봄서비스업체197) 및 자연치유 서비스업체198)를 대

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199)

∙ (일반인) 코로나19 방역으로 격리대상자, 검역대상자에게200) 매일 1인당 1,000대

만 달러를 지급함

∙ (의료기관 의료진)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여행 취소로 발생한 

비용손실을 보상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매달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수당을 지급함

∙ (의료기관)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영업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영

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며, 코로나19 검역업무가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보너스를 지급함

∙ (숙박업체)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숙박업체,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체의 

194)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5), “個人受疫情衝擊者貸款至年底前可申請展延”

195) 行政院(2020. 5), “雨露均霑擴大紓困 蘇揆：補助工作無加保者及農漁民”

196) 숙박업체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가옥, 노인복지기관, 유아보육기관, 장애인 복지기

관을 포함함

197) 돌봄서비스업체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일간 돌봄 서비스 업체, 장애인 가정식 돌

봄 서비스 업체, 2세 미만 아동의 보육기관 및 아동과 유소년 돌봄 업체가 있음

198) 자연치유서비스는 추나 요법,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및 스포츠마사지를 포함함

199) 衛生福利部, 嚴重特殊傳染性肺炎專區, 紓困補償措施

200) 격리나 검역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인 경우 이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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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손실 일부를 보상함

∙ (제약업체) 코로나19로 인한 원료나 한약재 공급 부족이 발생한 제약업체에게 최

고 200만 대만 달러를 지급함

∙ (사회복지 사업자) 영업이 어려운 사회복지 사업자에게 최고 3개월의 추가근무수

당, 운영비, 대출 이자를 지급함

∙ (돌봄서비스업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업체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영업이 어려운 업체에게 대출금의 이자만을 지급함

∙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추나요법, 마사지, 발마사지 및 경락마사지를 

제공하는 자연치유 서비스 업체에게 최고 3만 대만 달러를 지급함

사. 호주

○ 호주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함201)

∙ 근로자 지급분으로 2021년 1월 3일까지 2주 기준 1,200호주달러를 기업에 지원함

-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2주 기준 750호주달러를 지원함

∙ 근로자 지급분으로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 기준 1,000호주달러를 

기업에 지원함

-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2주 기준 650호주달러를 지원함

∙ 고용유지금 수혜자에 해당할 경우 고용인이 이를 통지함

○ 호주 정부는 구직자 수당,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미망인보조금(Widow Allowance), 

질병수당, 청소년 수당, 학업수당(Austudy), 학비보조금(ABSTUDY) 수당, 육아수당, 농가수

당, 특별혜택 수령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2주 기준 250호주달러를 지원함202)

∙ 지원액은 2021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 기간 동안 125호주달러로 감액되고, 구

직자의 경우 감액이 시작되는 2021년 1월 1일 이전 신청을 통해 2주 기준 300호

주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음

201)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202)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66 이슈보고서 2021-05

∙ 재정적 위기 상황에 있거나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를 시행 중이며 심각한 재정 위

기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203)

∙ 센터링크204)(Centrelink) 지급액 해당자이거나 복지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

는 4월과 7월 각각 750호주달러를 지급받았고 12월에 250호주달러, 2021년 3월 

250호주달러를 추가 지급받을 예정임

○ 무직자, 구직자 수당/청소년수당/육아수당/특별혜택/농가수당 수혜자 혹은 개인사업자

(sole trader)로 비즈니스 중단 등의 기준205)을 충족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액의 10,000호주달러까지 인출 가능함206)

○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뉴사우스웨일즈 주 소재 주류 

관련 사업장(레스토랑, 바, 펍, 클럽, 호텔, 주류 판매소 등)에 다음의 세금을 면제함207)

∙ 신규 주류 면허 신청 수수료, 연간 주류 면허 기본 수수료, 2021~2022년 연간 주

류 면허 수수료 및 기타 세금임

아.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16세 이상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감원 또는 계약 해지로 비

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한 경우, 3개월 연속 비자발적 무급휴가 상태인 경우, 혹은 최소 3개

월간 연속적으로 총 급여의 30% 이상이 감소한 경우 코로나19지원금(CSG)을 제공함208)

∙ 비자발적 실업 상태인 경우 직전 급여에 상응하는 현금을 제공하며 최대 800싱가

포르 달러를 지원함

∙ 3개월 연속 급여가 30% 이상 삭감된 경우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3개월간 월 최

대 5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함

203)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204)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로 대표

적인 서비스로는 고용안정서비스와 보육지원금(CCB)이 있음

205) https://moneysmart.gov.au/covid-19/financial-assistance

206)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withdrawing-and-using-your-super/early-access-to-yo

ur-super/

207) https://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Fee-and-Licence-Relief-NSW

208) https://www.gov.sg/article/financial-support-to-help-singaporeans-affected-by-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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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혜택자도 2020년 10월 1일부로 추가 신청이 가능함

○ 코로나19에 피해 가구에 대해 일회성으로 최대 1,0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209)

∙ 지원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②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통보(SHN: Stay-Home 

Notice), 강제휴가(Mandatory Leave of Absence) 혹은 집안격리명령(Home 

Quarantine Order)을 받음

- ③ 코로나19 감염 이전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월소득이 6,200싱가포

르 달러 또는 1인당 월 소득이 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가구

- ④ 가구 소득이 전체 또는 최소 10% 손실을 경험한 가구

대상자　 지원액

실직(예: 감축, 고용 계약 해지) 3개월간 월 최대 
700싱가포르 달러 지원최소 3개월 연속 비자발적 무급 휴직

최소 3개월 연속 평균 50% 이상의 급여 손실 경험
3개월간 월 최대 

500싱가포르 달러 지원최소 3개월 연속 자영업자의 
평균 순무역 소득(NTI: Net Trade Income) 50% 이상 손실 경험 

자료: 싱가포르 사회및가계지원부210)

<표 Ⅱ-1> 싱가포르 코로나19 피해 회생보조금 지원정책

209) Courage fund for lower-income households

210) https://www.msf.gov.sg/assistance/Pages/covid19relief.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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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종사자로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회성 현금으로 

5,0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며 2020년 4월 6일부터 온라인 접수함211)

∙ 일선근로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도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회

성 현금으로 3,000싱가포르 달러를 받으며 2020년 4월 6일부터 온라인 접수함212) 

2. 소결

○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

∙ 긴급자금 지원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을 제공함

∙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함

∙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함

∙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함

○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함

∙ 부가가치세 인하 또는 영업세, 소득세 면제, 납세기간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

책을 발표함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파

동 전후에 실시되고 이후 2차, 3차 파동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실시됨

∙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지원대책은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 코로나

19 환자가 진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거의 없음

∙ 2차, 3차 파동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락다운 조치의 반복과 추가적인 정부지원 대

책이 발표됨

211) https://www.supportgowhere.gov.sg/

212) https://www.supportgowhere.gov.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