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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가계소득 감소

대규모 정책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충격의 영향

 주요국 코로나 극복 대책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봉쇄·제한조치로 실물경제 위축 

   → 전 세계적 고용악화 및 가계 근로소득 손실 초래

■   전 세계 각 국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유례없는 재정정책 추진

■   미국,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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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승수 및 가계 특성별 한계소비성향 고려 시,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더욱 효과적

현금지원대상 확대로 재정부담만 증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원 필요(일본종합연구소)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 
  실업자 중심 
  선별지원이 더욱 
  효과적”

CEPR(’20.6월)

The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 How large is the
transfer multiplier?

* CARES Act :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2.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코로나 피해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시, 
 소비진작효과 상승”

NBER(’20.5월)

Income, Liquidity, 
and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he 2020 
Economic Stimulus
Payments

“코로나19 현금지원   
  대상 확대로 정부 
  예산 3.2배 급증”

일본종합연구소
(’20.12월)

特別定額給付金の
効果とコロナ禍での
家計支援のあり方
(특별정액급부금 효과와 
코로나19 가계 지원의 
본연의 자세)

“소비창출효과 
 정부 기대치의 42.3%,   
  선별지원으로 
 정책효과 높여야”

■  재난지원금보다 실업자 대상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CEPR) 

■  일부 피해계층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20.4월 미국 가계 저축률 급증(The Heritage Foundation)

■  일본은 당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구당 30만엔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 전 국민 1인당 10만엔 지원으로 정책 수정

■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 계층은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 정책

■  코로나 피해계층 및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음(NBER)

→ 선별 지원 시, 경기부양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약 3조엔의 추가 소비 창출

   → 예산 대비 23.6%, 일본 정부 기대치(7.1조엔)의 42.3% 수준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소득보전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음

  →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

 코로나19 현금지원에 대한 평가  ※ 각 국가별 주요 싱크탱크 연구결과 정리

CARES Act* 항목별 재정승수 미국 가계 저축률

지원대상 범위에 따른 예산 규모 차이 일본의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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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투입 재원 대비 
  최대 36% 효과, 
  피해 업종 매출 
  확대에는 한계”

KDI(’20.12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

■  재난지원금의 카드소비 창출 효과 4조원, 투입재원(11.1~15.3조원) 대비 최대 36%효과

■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면·서비스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의 

  소비활성화에 한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카드매출 증감률 재난지원금의 업종별 매출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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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임시일용직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 ※가구 한계소비성향 
   추정

      국회예산정책처(’19.10월)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효과 확인, 
  소상공인매출 증대에    
  도움”

경기연구원(’20.12월)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9.1%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효과 반영 시 45.0%

■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소비 지출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

수도권 전체 경기 서울 인천

22.8% 22.9% 21.9%
25.8%

38.3%
40.2%

34.6%
38.3%

 단순계산   코로나  소비위축반영
 재난지원금 수령이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45.0%

29.1%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피해업종 매출 확대에는 한계

쟁점과 체크포인트

■내용 문의 : 경제정책팀 홍성일 팀장 02-3771-0311,  안창경 선임연구원(0367) ckan@fki.or.kr 

World Bank
코로나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임시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 필요(’20.6월, 세계경제전망)

IMF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방식이 더욱 바람직(’21.1월, 한국에 대한 IMF 연례협의)

※주요 국제기구 의견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신흥국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QE)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팬데믹 위기 동안 신흥국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QE)을 단행한 후,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통화가치가 오히려 절상되는 등 금융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

    
    * 통상 비기축통화국의 QE는 통화가치의 하락 및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기침체 시에는 이러한 위험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 관찰

   * 많은 신흥국이 인플레이션 목표에 따라 환율이 유연하게 변동되는 체제를 운영하며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채무를 자국통화표시로 발행

      → ’19년 신흥국 국가채무 중 자국통화표시 비율이 높아(79%) 환 위험이 제한적

❖단,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민간 외환리스크가 높은 경우 국채 매입(QE)은 통화

    약세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어 각 국 경제상황에 맞게 정책을 운영할 필요

    * 재정 목적으로 국채 매입(QE)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계할 필요

’20년 미국의 소비지출 총액은 12.5조 달러로 전년대비 약 0.6조 달러 감소, 

’22년이 되어서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 충격)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민간소비 위축은 주로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상품 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 

Should Emerging 
Economies Embrace 
Quantitative Easing 
during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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