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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은 올림픽 개최 등을 의식하여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에 소극적이었으며 대응체계도 미비하여,
국내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사태선
언 등을 계기로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인적·물적 이동제약에서 파생된 글로벌
수요공급면에서의 여파로 일본경제에는 이번 사태가 과거의 쇼크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
동제한 확대에 따른 글로벌 수요감소와 서플라이체인 단절로 인한 피해 극복에 일본 민·관이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화의 후퇴, 디지털화의 진전, 비대면 비즈니스의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
명의 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발 서플라이체인의 단절과 미·중무역 마찰의 재연 등으로 인
해 일본은 특정국에 대한 생산 및 조달 거점의 분산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회귀’를 장려하는 등 글로
벌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런 상황을 경색된 한·일 교류협력 확대의 모멘텀으
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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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본 내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4월 이후 급증

수 없는 ‘시중감염(지역감염)’이 확대되거나 재확

함에 따라 일본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대응책 마

산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정부는 경계감을 늦추지

련에 힘쓰고 있다. 일본 내의 감염자 수(2020.5.14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국내감염자 1만 6,005명(사망 713명)과

5월 14일 현재 184개국·지역에서 일본으로부

별도로 크루즈선 감염자 721명(사망 13명), 공

터의 입국제한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본으로부

항검역 156명, 전세기 감염 15명을 기록 중이다.

터의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격리·관찰조치 등

지역별로 보면 도쿄(5,027명 확진, 212명 사망),

행동제한 조치를 취한 곳은 67개국가·지역에 달

오사카부(1,765명 확진, 63명 사망), 가나가와현

한다(「일본경제신문」, 5. 14).

(1,232명 확진, 63명 사망), 홋카이도(980명 확진,

일본도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을 포함하여

72명 사망), 사이타마현(973명 확진, 45명 사망),

입국제한과 2주간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

치바현(884명 확진, 40명 사망) 등의 순으로 감염

히 한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는 3월 5일부터 부분

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5월 말까지로 예정

적으로 시행되었고, 4월 3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된 긴급사태 선언1)에 따른 자율적 이동제한으로

실시되고 있다.2)

확진자의 발생자 수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

본고에서는 코로나19가 일본경제와 산업(기

이다(<그림 1> 참조). 그러나 감염경로를 확인할

업)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일본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5월 14일 39
개현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미국가와는 달리 도시봉쇄 조치는 취하
지 않고 긴급조치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상응하는 한국 입국제한 조치를 취
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관련 추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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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경제신문」, 2020. 5. 11.
주 : 그림은

전체 감염자 수를 나타나며, 그 중 붉은색 부분은 아직 감염 중인 자, 노란색 부
분은 사망자, 파란색 부분은 퇴원자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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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산업과 기업에 대한 영향
(1) 개관

응답이 77.1%(유효응답 1만 2,717사 중 9,810사가
응답), “향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응

일본에서의 코로나19의 단계별 전개와 영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답이 21.7%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전체 일본
기업의 99.8%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다고

동경상공리서치가 일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0년 4월 23일~4월 28일 인터넷으로

응답하였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2%에 불과
하였다(<표 2> 참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업활동에 미

한편 TDB(데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

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르면 전체의 88.8%가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

<표 1> 일본에서의 코로나19의 단계별 전개와 영향
단계
1단계

상황 발생

영향

중국으로부터의 제품·부자재의
공급 차질

주요 피해 업종

국내에서의 판매 및 생산 정지

섬유

물류 정체

운수

2단계 중국·한국 등으로부터 입국 제한 인바운드 수요 급감

관광, 호텔, 외식, 소매

3단계 구미국가의 도시 봉쇄

구미 시장 수요증발에 따른 수출 감소 자동차, 전기전자

4단계 일본에서 외출 및 이벤트 자제

일본 국내소비 급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5단계 도쿄, 오사카 등 긴급사태 선언

기업활동 대폭 위축

모든 산업

자료 : 「週間東洋經濟」, “コロナ大恐慌特集”, 2020. 4. 25, pp. 34-69(36).

<표 2> 일본산업의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영향
이미 나타남

향후 영향 가능성

영향 없음

합계

응답수(사) 구성비(%) 응답수(사) 구성비(%) 응답수(사) 구성비(%) 응답수(사) 구성비(%)
농림어업광업

30

57.7

15

28.9

7

13.4

52

100.0

건설업

920

56.9

669

41.4

28

1.7

1,617

100.0

제조업

2,789

77.3

779

21.6

39

1.1

3,607

100.0

도매업

2,255

81.1

508

18.3

18

0.7

2,781

100.0

소매업

575

85.1

95

14.1

6

0.9

676

100.0

금융보험업

111

84.7

19

14.5

1

0.8

131

100.0

부동산업

266

82.4

53

16.4

4

1.2

323

100.0

정보통신업

632

74.6

204

24.1

11

1.3

847

100.0

서비스업 등

1,858

84.3

328

14.9

18

0.8

2,204

100.0

합계

9,810

-

2,766

-

141

-

12,717

자료 : 東京商工リサーチ, 「第4回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速報値)」,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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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예상치(연

하고 있다. 중국판매가 10% 감소하면 혼다와 닛

결, 비연결 포함)를 하향 수정한 일본의 상장기

산의 연결순이익도 각각 650억엔 줄어드는 것으

업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누계로 326사에 달

로 시산된다. 중국 생산거점의 가동 정지 및 낮은

하였다. 그중 제조업이 103사, 서비스업 70사,

가동률로 인해 일본을 포함하여 글로벌 서플라

금융보험업(지주사 포함) 52사, 도매업 45사, 소

이체인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경

매업 35사, 운수·통신업 14개사 등이었다. 한편

우 일본 내 닛산공장은 중국에서의 부품조달 지

실적의 하향 수정을 통해 감소한 매출액은 약 2

연으로 인해 큐슈와 관동공장에서 수일간 생산조

조 9,089억엔이며,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정을 하였다. 닛산차체도 2월 하순에서 3월 초에

41.4%, 금융보험업(지주사 포함) 34.2%, 운수·

걸쳐 큐슈 등 2개 공장에서 총 8일간 생산을 중단

통신업 8.3%, 소매업 6.3%, 도매업 5.3% 등의 순

한바 있다.6)

이다. 일본기업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본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신차수요 감소와 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임을 알

외부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일본 내 공장 재가

4)

수 있다.

동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5월 초의 황금연휴를
지나서도 이런 생산조정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2) 수요 감소와 서플라이체인 혼란으로 인한 보인다. 도요타는 신차수요 부족과 해외부품조달
주요 피해 사례

의 일부 지연으로 인해 일본 내 5개 공장 7개라인
에서 4월 3일부터 최대 15일간 생산을 일시 중단

우선 2월경부터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수요감

한 바 있다(「일본경제신문」, 4. 23). 또한 하이브리

소와 서플라이체인의 훼손으로 인해 일본기업의

드차(프리우스 알파)와 SUV차(RAV4) 등을 생산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한(武漢)

하는 다카오카공장(도요타시 소재)의 2라인과 도

에 진출한 일본기업 199사 중 제조기업은 92사로

요타자동직기의 나가쿠사공장(오오후시 소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주간다이아몬드」,

가동정지(4.20~4.28)를 하였다. 수요부족이 큰 원

2020. 2. 8) 그중 일본 자동차기업의 중국 현지

인이나 서플라이체인 관리 경쟁력이 뛰어난 도요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허베이성에

타로서는 이례적인 조치이다. 도요타는 장기적으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혼다와 닛산의 피해가 가

로 일본 내 300만대 생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나

5)

장 컸다. 혼다의 우한 3공장의 연산능력은 60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목표

대로서, 동사의 중국 내 생산대수의 절반을 차지

를 달성할 수 없고 부품업체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TDB, 「速報;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企業の意識調査
(2020年4月)」, 2020. 5. 1.
4) TDB,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による上場企業の業績修正動向調査
(2020.4.28)」, 2020. 4. 30.
5) 혼다와 닛산은 중국판매 비율이 30%로 도요타의 17%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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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도 부품조달 곤란으로 4륜차를 생산하는
6) 「 週刊東洋經濟」, “中国では新車発売9割減-新型コロナ不況の深刻
度”, 2020. 3. 14,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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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현 소재 요리이공장(4일간)과 사야마공

있다. 신차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차랑탑재용 전

장(5일간)의 가동을 4월 27일부터 일시 중단하였

자부품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다무라제작소,

다. 닛산(日産)은 4월 27일부터 5일간 임시휴업

TDK, 르네사스 테크놀러지, 재팬디스플레이 등

을 발표하였으며, 5월 초의 골든위크 이후 옵파마

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追浜)공장(5.11)을 비롯하여 도치기(栃木)공장

(북미 수출부진)과 닛산자동차규슈의 가동을 5
7)

복합기 업체인 리코나 카메라를 생산하는 캐논
도 중국발 부품공급 지체로 인해 일본 내 생산라

월 중 간헐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일본은 자

인을 2주 정도 정지하였다. 파나소닉도 매출에서

동차의 부품수입이 전체 부품의 3%에 불과하나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이 1할 정도이나, 최근 IoT

그 중 약 35%를 중국에서 조달하므로, 중국발 공

가전을 비롯하여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의 중국

급지연의 위험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

최근에는 복수의 차량에 동일 플랫폼을 사용하

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동사의 노트

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하나의 부품만 부족해

북 PC ‘렛츠노트’의 판매 중지 등의 피해가 나타

도 여파가 크다. 연료탱크, 알루미늄 호일, 에어

나고 있다.9) 또한 자동차의 글로벌 신차판매 부

백 등 20여개 부품에 대한 조달 차질을 우려하

진은 일본 공작기계업체의 수주 부진으로 연결되

고 있다.8)

고 있다.10)

전자산업의 경우 중국발 서플라이체인 훼손

그러나 일본기업의 경우 공급망 유지를 통해

에 따라 가전, 차량탑재용 부품이나 스마트폰용

일본 내 공장 가동에는 적극적이다. 긴급사태 선

부품업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한에는 반

언 중에도 일본 내 공장의 78%는 정상 가동할 것

도체 및 액정공장이 많다. 중국의 BOE가 초대형

으로 조사되었다. 절반 이하의 거점에서 공장의

액정패널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바, 이 프로젝트

조업단축을 실시한다는 응답은 8.1%, 절반을 초

에 관련된 70%가 도쿄일렉트론과 니콘 등 일본

과하는 거점에서 공장의 조업단축을 실시한다는

기업이다. 일본 전자업체들은 동 프로젝트가 지

응답은 2.4%, 일부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다는 응

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주간다이아몬드」,

답은 8.1%였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 본사나

2020. 2. 8). 특히 글로벌 가전, 스마트폰, 차랑탑

지사, 영업소 등 사무소의 근무형태는 원칙 재

재용 전자부품의 수요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또

택근무 실시 64.8%, 일부 재택근무 실시 29.7%,

한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부진과 5G 신형 아이폰

사업장 일부 휴무 4.7%, 전면 휴무 0.8%로 나타

출시 연기의 영향으로 아이폰 부품의 60%를 공

났다.11)

급하는 일본 부품업체의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7) 「日経クロステック」, 2020. 4. 21.
8) 「 週刊東洋經濟」, “中国では新車発売9割減、新型コロナ不況の深刻
度”, 2020. 3. 14, pp. 24-26.

9) 「 週刊東洋經濟」, “中国では新車発売9割減、新型コロナ不況の深刻
度”, 2020. 3. 14, pp. 24-26.
10) 週
 間東洋經濟, “電機·機械を襲う危機連鎖”, 2020. 4. 25, pp. 66-67.
11) 「 日本經濟新聞」, “国内工場、8割は通常稼働 社長100人アンケー
ト”,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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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과 전망
(1)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나 각종 비즈니스 관련 이벤트나 상담 중지 등도
애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요면에서는 외국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을 공급·수요·금융 측면

의 도시봉쇄 등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 및 일본의

에서 일본의 과거 쇼크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영

긴급사태 선언(4. 7)으로 인한 외출자제 등의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참조). 코로나19

향으로 일본의 수출·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관광,

사태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당

여행, 오락 등 내수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우

초에는 중국 생산거점의 혼란으로 인한 원부자

선은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지만 세계적인 경기침

재 수입곤란으로 인해 서플라이체인의 장애가 발

체가 발생하면 일본의 수출과 설비투자에도 부정

생하여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생산

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단을 초래하였다. 이후 감염사태가 미국, 유럽

금융면에서도 3월의 구·미 등 달러에 대한 현

등 글로벌로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일본 국내외

금 수요확대, 주식 및 채권 매도 확대 등 금융동요

의 수급이 양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중앙은행 및 정부가 사

공급측면에서는 중국이 생산재개 움직임을 보

태 진정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사실상 마이

이고 있으나 글로벌 자재부족 움직임이 확대되

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정부도 일본은행

는 가운데 일본으로서는 출근(재택근무 확대)이

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표 3> 일본의 과거 쇼크 시의 영향 비교
쇼크 발생

공급측면

수요측면

SARS
(2003. 봄)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감소

- 해외 도항·소비 자숙
- 해외의 인바운드 감소
- 중국 등 수입수요 감소

- 주식: -11%,
- 장기금리: 0.71%,
- 환율: 1달러당 116.7엔

리먼 쇼크
(2008. 9)

-

- 글로벌 수입 축소
- 역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억제

- 주식: -49%,
- 장기금리: 1.17%,
- 환율: 1달러당 88.3엔

- 전력 부족
동일본 대지진
- 서플라이체인 단절·정체
(2011. 3)
(부품 부족)

- 주식: -22%,
- 방사능 오염에 의한 외출·이벤트 자제
- 장기금리: 0.98%,
- 일본산 수요 감소, 여행객 방일 축소
- 환율: 1달러당 76.4엔

- 정부 요청에 의한 이벤트·집회·외출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원
자제로 서비스 시설 휴업
자재 등) 서플라이체인 단절
신형 코로나
- 해외의 인바운드 감소
- 외출 자제, 재택근무, 휴교 등
(2019. 12~)
- 자숙

및 소득 저하에 따른 수요 감소
으로 사업 정체
(글로벌 수출부진)
- 판매점 휴업
- 디지털(EC) 수요 증가
자료 : DBJ, “新型コロナウィルスの経済インパクトをどう考えるか”,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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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치를 보면 2020년에는 -6.0%, 2021년에는 2.1%로

로 일시적으로 102엔대까지 하락하였다가 글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2월말 이후 외출자제

벌 달러 선호 확대로 111엔대로 상승한 적도 있었

가 시작되어 3월부터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

으나 5월 14일 현재 108엔대 전후에서 추이하고

으며 4~5월에는 더욱 이런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있다. 일본의 재정 및 금융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

예상된다. 특히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해 일본의 수

는 4장에서 상술한다.

출은 금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가 금년 2/4분기 최

(2) 일본경제 전망

악의 성장률 감소를 보이다가 3/4분기에는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가

현재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정하에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점차 회복할 것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V자 회복은 어렵다고 예측

서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하고 있다(<표 4> 참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한편 IMF(World Economic Outlook, 2020)

다양한 일본 내외의 대표적인 전망 자료 중 각각

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GDP 증가율은 2020년에

한 개씩을 소개하고자 한다.

는 -5.2%로, 미국(-6.1%)이나 유럽(-7.0%, 영국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실질GDP

포함)보다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성장률을 2019회계연도(이하 연도, 2019. 4~2020.

러나 일본의 2020년 실질GDP 증가율은 3.0%로

3)에 -0.1%, 2020년도에는 -6.1%, 2021년도에는

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하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역년별 전망

였다.

<표 4> 일본 실질GDP의 분기별 증가율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1.8

-1.2

-6.3

1.6

1.0

1.0

민간최종소비지출

-2.8

-2.0

-7.0

2.3

1.1

0.7

민간주택

-2.5

-3.9

-4.6

-5.0

-2.0

1.5

민간기업설비

-4.6

-1.0

-6.7

-1.5

1.5

2.0

정부최종소비지출

0.2

0.6

0.3

0.3

0.3

0.1

공적고정자본형성

0.7

-0.3

0.7

1.2

1.0

2.0

재화·서비스 수출

-0.1

-4.9

-17.0

-2.0

6.2

6.8

재화·서비스 수입

-2.7

-4.5

-8.5

-4.0

5.0

5.2

실질GDP

자료 : 新家義貴, 「日本経済見通し-緊急事態宣言延長反映」, 第一生命経済研究所,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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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일본정부(후생성)는 금년 2월 13일 불요불급한

증가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자 일본정부는 4월 7일

이벤트 개최 등에 대한 자제 요청과 코로나19 확

108조엔에 달하는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고, 4

산 방지를 위한 1차 긴급 대응책(재정조치 153억

월 20일에는 각의에서 이를 수정한 대책을 확정

엔, 금융조치 5,000억엔)을 발표하였다.

발표하였다(<표 6> 참조).

이어서 일본정부는 3월 10일, 일본의 신형 코

한편 마이너스 금리 실시로 인해 금리인하 여

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책 2탄(재정지원 4,308억엔,

력이 없는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QE)을 더욱

금융지원 1조 6,000억엔)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

용은 자금지원 강화대책(실질 무이자, 무담보 자

사업규모 117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의 재원

금지원), 고용조정 조성금 특례조치 확충(지역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장

따라 지원비율 인상), 학교 휴교에 따른 보호자의

기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미 일

휴업지원(정규·비정규직 1인당 일당 8,330엔, 프

본 대기업이 자금조달에 이용하는 회사채나 CP

리랜서 1인당 일당 4,100엔) 등이다. 또한 기업 자

(상업어음)시장에서 3월 이후 금리가 상승하고 있

금지원을 위한 금융조치에는 세이프티넷 대부·

다. 일본은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금융완

보증 6,060억엔, 신형코로나 특별대부 5,430억엔,

화책을 발표(일본은행, 「일본경제신문」, 4. 27)하

DBJ(일본정책투자은행)의 대·중견기업 금융지

였다. 첫째, 종래 장기국채 매입 보유잔고 증가액

원 2,040억엔, JBIC(국제협력은행)의 서플라이체

을 연간 80조엔으로 제한해 온 규정을 폐지하고

인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2,500억엔 등이 있다. 2

무제한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대책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피해를

둘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회사채 및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상이나 자금융통 관련

CP매입 한도를 20조엔으로 약 3배 확대하였다.12)

지원 성격이 강하다.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12) 당
 초 금년 3월 일본은행은 회사채 매입한도를 4조 2,000억엔, CP를 3
조 2,000억엔까지 확대하였다.

<표 5> 일본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모 개요
단위 : 조엔

재정지출
2019. 12월 대책 중 해당 예산
코로나19 1차, 2차 대책

중앙정부

지자체

재정투융자

사업
규모

9.8

6.0

1.4

2.4

19.8

0.5

0.5

-

-

2.1

3차 긴급경제대책 신규 추가분

38.1

27.5

0.5

10.1

95.2

합계

48.4

33.9

1.9

12.5

117.1

자료 : 第一生命經濟硏究所,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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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 긴급경제대책의 항목별 주요 정책 내용(종합)
(재정지출/
사업규모: 조엔)

주요 내용

감염확대 방지 및
- 마스크 소독액 확보, 온라인 진료 확대 등 의료체제 정비, 아비간 생산 설비 정비 등 치료약 개발, 귀
의료체계 정비
국자 수용 태세 강화, 정보발신 확충 등 국제협력 강화, 임시휴교 등
(2.5/2.5)

고용유지와
사업 지속 지원
(30.8/88.8)

- 고용유지: 고용조정 지원율 인상(중소기업 4/5, 대기업 2/3),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9/10,
대기업 3/4 지원 등
- 자금공급 확대: 일본정책금융공고 채무의 무담보·무이자 융자로 전환, 일본정책투자은행의 대기
업·중견기업 지원 강화, 민간은행의 자금지원 여력 확대 조치 강구
- 중소 사업자 지원: 사업수익이 전년동월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게 중견·중소기업 200만엔,
개인사업자 100만엔 한도 내에서 수입 감소분 보전.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 생계 대책: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
- 세제 지원: 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의 국세, 지방세, 보험료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조치, 중견기
업의 결손금 환급제도, 중소사업자의 2021년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1/2 경감 혹은 면제

민관 협력에 의한 - 관광, 운수, 외식업, 이벤트 사업 등 지원: 대규모 판촉 캠페인 전개와 할인 쿠폰 제공
경제활동 회복 - 지방경제

활성화: 코로나 대응 지방창생임시교부금(가칭) 창설, 해외 여행객 등 인바운드 수요 창출
(3.3/8.5)
지원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10.2/15.7)

- 서플라이체인 개혁: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제품·부품소재 업체의 일본 국내회귀 지원(중소기업
2/3, 대기업 1/2 지원) 강화, 희귀 금속의 비축 확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컨틴전시 플랜 작성 지원
- Jetro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상품, 콘텐츠) 지원 강화, JBIC, JICA의 해외사업 지원 확대
-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가속: 중소기업의 텔레워크 통신기기 도입, 사이버 보안, 원격 교육, 온라인
통신 환경 구축 등 지원
- 공공투자 조기집행: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예비비(1.5/1.5)

- 향후 대책을 위한 예비비(가칭) 창설

총 예산 합계

- 2019년 12월대책(이번에 해당분), 1차, 2차, 3차 대책을 모두 포함(48.4조엔/117.1조엔)

자료 : 日本 內閣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の変更について」, 2020. 4. 20.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기업

단기정책금리 -0.1%, 10년물국채금리를 0%로 유

용 융자자금을 제로금리로 대출하는 등 공개시장

도하는 장단기금리조작(yield curve control) 목표

조작 확충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행은

를 유지할 방침이다.

5. 맺음말
일본정부도 긴급경제대책 등 재정확대정책과

기업과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글로벌 상

금융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최대의 경

황 변화와 산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

기대책은 백신개발을 통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표 6>, <표 7> 참조).

종식(노무라연구소, 木内登英)이다. 그러나 일본

첫째, 전염병 등 긴급사태 발생과 미·중 마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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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산업의 변화
유망 분야

사업
재구축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변화

- 해외거점의 일부 조달 불능에 따른 생산거점 재배치
- 컨틴전시 플랜 수정, 거점의 재배치, 부품의
- 부품의 표준화, 대체 거점 구축
표준화,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대비로 일
- 현금

및 재고 확대
본 국내회귀 장려
- 무역장벽 확대 등 글로벌화 후퇴

업계 재편 - 변혁기에 있는 업계의 재편 가속화

- 자동차업계 전동화·자동화 가속
- 구조개혁, 업계 재편 가속
- 설비투자 신중화
- 위기대응을 위한 과점화·비경쟁적 산업구조 확대

의사소통의 - 텔레워크, 텔레스쿨, 이벤트 등의 웹(Web) - 통신 트래픽 증가,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데이터 분
디지털화
화·VR(가상현실)화, 원격 의료 등 확대
석 중요성 증대
성장
가능
분야

서비스의
비접촉화

- 전자상거래(라쿠텐 등), 택배, 디지털 소비(전
- 디지털 플랫폼 확대, 물류 니즈 증대, 탈현금화 진전
자 서책, 게임, 동영상 등) 확대

합리화·
자동화

- 생산현장의 로봇화, AI, IoT, 블록체인, 무인
- 관련 기술(합틱스 등)에 주목, 산업용 5G 니즈 확대,
공장·무인 점포 확대, 드론 자율주행 확대,
AR/VR 솔루션에 주목
노동집약적 부문의 축소

자료 : DBJ, “新型コロナウィルスが産業界にもたらす変化”, 「DBJ Research」, 2020. 4. 20.

격화 재개 등으로 인한 글로벌화의 후퇴에 대응하

둘째, 일본은 향후 비대면화 선호에 따른 텔레

여 일본기업은 향후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을 가

워크 등 디지털화의 진전(디지털 트렌스포메이

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정부도 기

션), 전자상거래 촉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업의 ‘국내회귀(reshoring)’에 대한 유인책을 대폭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

강화(중소기업 2/3, 대기업 1/2 지원)하고 있으며,

운 성장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나 제품의 생산거점

인프라와 환경조성에 민·관이 총력을 경주할 것

(조달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

으로 예상된다.

다. 그동안 일본기업은 미·중 마찰 격화에 따라

끝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도 코로나19 사태 진

화웨이 등에 대한 납품을 축소·금지하는 한편 중

정 이후 급변할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일본 등 선

국에 집중된 서플라이체인을 아세안 등으로 다변

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표 8>

의 재구축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글로벌 경쟁

참조). 이러한 상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력 제고 방안 마련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본기업들

향후 변화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

은 조달선과 생산기지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일 양국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런 상황

커지지 않도록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미국, 멕

을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필

시코 등으로 생산기지 및 부품 조달기지를 다변화

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일 간에는 코로나19

하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 인해 입국이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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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 투자 등이 급감하고 있다. 금년 1/4분

<표 8> 최근 일본기업의 중국 생산거점 해외이전 사례

기 일본의 대한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억 3,000만

회사명

생산품목

이전 대상국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0.2% 감소하였다. 업종별

샤프

PC

베트남

로 보면 제조업(5,000만 달러, -62.6%)이 서비스

닌텐도

게임기

베트남

업(8,000만 달러, -41.4%)보다 감소폭이 컸다. 이

교세라

복합기

베트남

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가 신고

리코

복합기

태국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34억 1,000만

고마츠

건설기계부품

일본, 미국, 태국

달러)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진한 것으로 우

도시바기계

사출성형기

태국

려할 만하다(산업부 외국인투자동향 보도자료,

미쯔바

자동차부품

베트남

2020.4.8). 또한 5월 개최 예정이던 한·일 경제

파나소닉

차량탑재 기기

태국

인회의가 11월로 연기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

시티즌시계

팔목시계

태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중단, 축소, 연기되고 있다.

카시오 계산기

팔목시계

태국

후나이전기

액정TV

멕시코

케이힌

자동차부품

일본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 및 기업이 코로나19 종
식후 국제사회에서의 자유무역 체제 강화 등 글
로벌 산업통상협력 이슈, 의료분야의 협력, 양국
간 수출입 및 투자 활성화, 통화스왑 체결,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양국관계 정상화와 협력관계 강
화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
원해 본다.

스미토모중기계공업 로봇부품

일본

지텍트

자동차부품

일본

미쯔비시전기

레이저가공기

일본

아식스

신발

베트남

자료 : 三浦有史,

“米中貿易摩擦とコロナ禍はサプライチェーンをど
う変えるのか”, 「月刊 資本市場」, 2020. 4, pp.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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