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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 COVID-19로촉발된경제위기는각국가별방역및정책대응에따라다양한경기회복시나리오가

예상되는바이에따른준비와대응이필요함.

• COVID-19 영향과회복속도에따라산업별로다음 4가지 Category 로구분하여전망할수있음.  

– New Normal : COVID-19 사태로크게성장하고향후에도성장세지속(Ex. 화상회의 Tool)

– Sugar Rush : COVID-19 초기에크게성장하고사태이후에는견조세유지(Ex, 손세정제, 마스크)

– Rebound : COVID-19 초기극심한수요부족으로역성장, 사태종결후급격한회복(Ex. 여행, 항공)

– Gradual Recovery : COVID-19 초기수요가감소하였으나, 종결이후점진적으로이전수준회복

• PE들은 COVID-19에따른업종별영향과회복속도를고려하여보유포트폴리오를재점검하고

경쟁력강화및매각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 또한, 단기적으로투자위축은불가피하나불확실한국내외경제환경과업종별회복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저평가된우량기업인수와투자기회로활용할것을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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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및국내 COVID-19 환자발생현황

• 지난해 11월중국우한에서COVID-19 바이러스감염증최초확진이후글로벌확진자수가약 1,100만명을기록

• 국내누적확진자수는약 1.2만명을돌파하였으며하향안정화되는듯했던확진자수가최근수도권중심으로늘어나고있음

해외주요국확진자동향 국내확진자동향 국내지역별확진자동향

7월 7일 기준누적글로벌확진자수
약 1,130만명, 미국 283만명

출처: 보건복지부주: 6월 29일기준
출처: WHO

주: 6월 29일기준
출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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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소비자와기업의행동패턴변화

• COVID-19는기업의운영이나소비자, 투자자들의행태에근본적인변화를초래함

소비자 기업

레져/취미
• 스트리밍서비스, 책/게임

• 영화관, 박물관, 테마파크방문

소셜
라이징

• VR, 메세지전송앱

• 그룹/단체활동, 라이브공연, 외식

건강관리
• 청소/ 홈트레이닝/집에서요리

• 단체운동/불필요한수술

소비
• 온라인주문, 필수소비재, 언택트커머스

• 명품소비, 오프라인매장방문

촉진관리
• 이커머스, 기존고객유지전략, 할인정책

• 고객대면영업직원, 오프라인매장

인적자원
• 가상협업도구, 리더십간소통

• 구인, 대면회의, 출장

R&D
• 자동화계획, 가상교육전달

•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운영계획
• Keyman 파악, 경영합리화

• 공장가동률, 그린필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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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정책내용

• 5차례비상경제회의등을통해재정및통화정책을통한지원발표

COVID-19 극복을위한정책대응(재정) 

가계지원/소득진작

[취약가계소득지원]

• 소득하위70 & 
긴급재난지원금지급(9조원)

• 사회보험료감면/납부유예
(8.4조원)

• 저소득층소비쿠폰신설
(1.0조원)

[소비진작]

• 모든승용차구매시
개별소비세70% 인하

• 체크/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율2배확대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확대(3 → 6조원)

기업자금지원

• 소상공인초저금리특별금융
(12조원)

• 중기/소상공인특례보증
(5.5조원)

• 수출기업보증/보험공급(6조원)

• 벤처/스타트업융자/투자지원
(1.9조원)

• 영세소상공인긴급자금
전액보증(3.0조원)

• 개인사업자등연채채권매입
(2.0조원)

• 중소/중견기업대출확대
(21.2조원)

금융안정대책

• 채권시장안정펀드가동(20조원)

• 증권시장안정펀드조성
(10.7조원)

• 회사채신속인수제도시행
(2.2조원)

• 회사채차환발행지원(1.9조원)

• CP등단기자금시장안정지원
(7.0조원)

고용안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추가지정

• COVID-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 구직급여3.4조원으로확대, 
실업자지원

업종별대책

• 항공 : LCC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비행기착륙료감면등

• 관광 : 관광기금융자상환유예/
만기연장무담보특별융자신설

• 공연: 제작비/관람료지원

• 해운: 선사등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등

• 외식: 농식품수출업체융자확대

• 공연: 제작비/관람료지원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지원

• 임대료경감3종세트

• 부가가치세부담경감(0.7조원)

• 중소/중견기업R&D 부담경감
(2.2조원)

• 인건비부담완화

• 휴/폐업점포재기지원(0.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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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정책내용

• 6차례비상경제회의등을통해재정및통화정책을통한지원발표

COVID-19 극복을위한정책대응(통화) 

일자 주요내용

2월 27일
• COVID-19 피해업체에대출지원(기준금리동결)

- 한국은행, 금융지원확대위해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5조원확대(25조원 → 30조원)

3월 16일
• 임시금통위에서금리 50bp 인하(1.25% → 0.75%)
•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에은행채포함

3월 19일
• 미국과 600억달러규모통화스왑체결(6개월)
• 채권시장안정위해국고채매입실시:  매입규모 1.5 조원,  매입대상- 3년 5년 10년물국고채

3월 26일 • 한국은행은 4월부터매주 1회 RP 매입을통해유동성을한도제한없이공급. 매입대상또한은행채와일부공사채로확대

4월 16일
• 한국은행은임시금통위를통해은행·증권·보험사에대한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의결

- 금융안정특별대출은일반기업이발행한우량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를담보로금융기관에 6개월만기대출을시행하는것
- 총한도는 10조원, 제도운용기간은시행일로부터 3개월

5월 27일 • 금통위에서금리 50bp 인하(0.75% → 0.50%) 하며역대최저기준금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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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발표

• 지난 5월 7일기재부는제2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개최

• 회의의골자는①COVID-19사태이후를대비한경제회복정책과②경제디지털화가속및비대면화촉진(“한국판뉴딜”)임
• 기존토목사업위주의경기부양성뉴딜정책과달리“한국판뉴딜”은혁신산업육성에목표

한국판뉴딜 3대영역과 10대세부중점추진과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수집 · 활용기반구축

5G 네트워크고도화

AI 인프라확충및융합확산

•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②비대면
산업육성

비대면서비스확산기반조성

클라우드및사이버안전망강화

③ 사회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노후국가기반시설디지털화

디지털물류서비스체계구축

추진계획일정

5월
2주차

‘한국판뉴딜추진 TF’ 
Kick-off 회의

5월
2~4주

한국판뉴딜관련
세부사업검토

6월초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한국판뉴딜세부추진방안』
발표(최종방안은추후발표)



Samil PwC 8

높아진금융시장변동성

• 국내증시는COVID-19 사태이후단기간에큰폭의하락을경험했으나적극적인정책대응과경제회복및백신개발기대감으로하락폭을

회복했으나변동성은높아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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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는 COVID-19의충격을여전히반영중

• 사회적거리두기로외식업과영화그리고여행산업에큰타격

COVID-19 이후외식업고객수(매출)감소추이 국내영화매출액증가율 월별내국인출국자수

출처: 한국관광통계출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출처: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주: *은평균감소율, ()은 감소업체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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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고용상황악화

• 국내의경우COVID-19사태의영향으로지난 5월실업급여지급액과건수는역대최고치를기록함

실업급여수급현황 실업률추이(계절조정)

출처: 한국은행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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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분기가계지출큰폭감소
• COVID-19로 1Q20 가계지출은 394.5만원을기록하며사상최대폭으로감소( -4.9%YoY)

- 세부항목별로는소비지출(-6.0%),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0%), 음식·숙박(-11.2%) 등
• 식료품/ 비주류음료항목은전소득분위에서상승

소득5분위별가계소비지출변화(% YoY)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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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회복시나리오

COVID-19 이후세가지경기회복시나리오

• 방역대응및정부의정책대응효과에따라,  W 커브 (낮음), U 커브 (보통),  V 커브 (높음) 의경기회복시나리오로전개전망

COVID-19 방역대응효과

COVID-19 정책대응효과

낮음

감염확산
억제실패, 

의료시스템과부하

보통

이동제한기간
(lockdown)장기화

높음

비교적단기적인
이동제한조치를
통해확산세감소

낮음

다수기업파산, 
채무불이행, 

구조조정및낮은
소비자심리수준

보통

대부분의기업에
부정적인영향없음

높음

파산및
채무불이행방지, 
재고용, 소비자
심리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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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기회복속도또한모니터링필요

출처: WIND, Financial Times 등
주: box office admissions, air pollution, traffic congestion, container freight, power plant coal consumption 등지표의가중치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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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성장률전망

• 2020년하반기기점으로경제성장률회복될것으로전망

출처: Bloomberg
주: 전망치평균은 24개금융사의추정치중간값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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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이후업종별로상이한회복흐름보일것

• COVID-19 사태의영향과회복속도에따라New Normal, Sugar Rush, Rebound 및Gradual Recovery로업종분류가능

• 각업종의향후회복시나리오는다양할것으로전망

산업별회복전망

2

1

3

4

New 
Normal

Sugar
Rush

Rebound

Gradual 
Recovery

Lockdown 기간 동안 급증한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될 업종

Lockdown 기간 동안 급증한 수요가
COVID-19 사태 이전으로 회복

Lockdown 기간 동안 수요
급감하였으나 COVID-19 사태 종결
이후 급증

Lockdown 기간 동안 수요
감소하였으나 COVID-19 사태 종결
이후 천천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

원격
의료

위생
용품

라이브
공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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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수혜업종옥석가리기시작

주: 와이즈에프엔산업분류기준 출처: Quantiwise
주: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기준

COVID-19 발생이후업종별시가총액변화 COVID-19 발생이후주요기업주가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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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ormal”: 언택트소비와비대면사회

• COVID-19로인한 “New Normal” 트렌드초래

- “언택트(untact)소비”및 “비대면사회”등COVID-19 이후고착화되는생활속변화로디지털관련업종수혜

디지털서비스
(Digital Consumer Services)

원격의료(Telehealth Services)
환자와의료진간의접촉을줄여감염의
위험을낮출비대면의료체계구축

비디오게임(Video Games)
집안에서머무르는시간이길어지며

비디오게임수요증가

스트리밍서비스(Streaming Services)
극장및공연장방문제약되는상황에서
실내동영상스트리밍이용시간증가

가상업무공간에서의협업
(Virtual Business Interactions B2B)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디지털협업도구사용증가로사이버보안

강화필요성증가

온라인임상시험수행(Virtual Clinical Trials)
임상연구/시험도온라인으로진행가능

원격근무협업도구(Remote Collaboration Tools)
오프라인대면회의가온라인

비대면회의로대체

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영역확장
(Offline Behaviors Moving Online)

온라인교육서비스(Virtual Education Services)
학교폐쇄로인해온라인교육

서비스를위한SW 등필요성체감

온라인결제(Digital Transactions)
온라인소비증가에따라
온라인결재기술발전전망

음식배달서비스(Food Delivery)
격리기간동안음식배달

비즈니스모델의경쟁력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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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ormal”: 언택트소비와비대면사회

• COVID-19로인한이동제한은소비형태에변화를불러옴

-카카오페이지결제액증가, 재택근무관련 IT 상품판매량및이커머스판매량증가

디지털서비스
(Digital Consumer Services)

가상업무공간에서의협업
(Virtual Business Interactions B2B)

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영역확장
(Offline Behaviors Moving Online)

주: 인스타그램채널내언급량기준
출처: 엠포스데이터랩

주: 2월 18일~3월 19일판매량기준
출처: G마켓

출처: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 “K-Story IP” 일거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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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ush”: lockdown에따른일시적수요증가업종

• “Sugar Rush”: COVID-19 확산으로인한필수소비재및의료용품사재기현상수혜업종

사재기패닉현상
(Panic Purchases)

포장식품(Packaged Foods)
자택에장기적으로격리될경우를대비한

포장식품사재기

생활용품(Household Products)
오프라인마트폐쇄등을대비한미용티슈등

생필품사재기현상

청소용품(Cleaning Products)
소독제등감염방지제품들사재기현상

팬데믹상황속취미생활
(Pandemic Pastimes)

밀키트(Meal Kits)
배달음식의대안으로집에서직접만드는

밀키트수요증가

홈트레이닝제품수요증가
(At-Home Fitness Products)

체육시설이폐쇄되며자택에서운동할수
있도록돕는제품수요증가

온라인북(E-books)
텔레비전의대안으로독서를즐기는사람들이

증가하며 e-book 수요증가

의료용품수요
(Medical Products Demand)

COVID-19 예방용품
(COVID-19 Precaution Products)

마스크, 손세정제등COVID-19 예방에
직접적으로도움을주는제품

OTC 의약품(OTC Drugs)
COVID-19 양성반응에대비하여감기등
질병에대한OTC(일반의약품) 수요증가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
공기청정기, 산소호흡기등

COVID-19 관련의료기기부족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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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und” 업종: COVID-19 이전환경으로의회귀

• “Rebound”: COVID-19사태종결시사태이전수준의수요를회복할업종

제품과서비스보복소비
(Pent-up Product & Services Demand)

스마트폰(Smartphones)
5G스마트폰에대한수요는COVID-19사태로
인해사라진것이아니라일시적으로이연된것

가전제품(Household Appliances)
COVID-19로인해실내가전제품사용증가, 

교체시기도래시점

치과서비스(Dental Care)
COVID-19 전파우려로치과치료
서비스를연장한환자증가

여가및문화생활관련수요
(Pent-up Social Events Demand)

라이브공연티켓수요(Live Event Ticketing)
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취소되었던
라이브음악공연등이벤트재개

외식수요증가(Dining Out)
COVID-19 사태로억눌렸던외식수요증가할것

컨벤션센터사용증가(Convention Centers)
사회적거리두기로미뤄졌던비즈니스미팅재개

B2B 서비스수요
(Pent-up B2B Services Demand)

디지털광고(Digital Advertising)
COVID-19사태로부터회복시매출성장을
가장효율적으로일으킬수있는방법

헤드헌팅업체(Employment Agencies)
공장가동중단등으로감원했던인원을
재고용할시점에실적회복될업종

산업용MRO 서비스(Industrial MRO Services)
산업용플랜트및항공기재가동시

MRO 서비스수요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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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저평가기업인수기회제공
• 국내사모펀드수와투자집행금액수지속증가

• COVID-19의영향으로PEF 산업은단기적인투자위축등부정적영향불가피하지만저평가된우량기업을인수할수있을시기

• 미집행약정액등투자여력이충분한PEF에게는투자기회가조성되어하반기이후투자집행증가예상

출자약정액 이행액 vs. 미집행약정액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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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PEF 투자사례

• 코로나 19 위기상황이지속되고있는 2020년상반기에도 PE 투자는계속되고있음

국내 PE 주요투자사례(2020년상반기)

주: MergerMarket Announced date 기준
출처: MergerMarket

앵커에쿼티, 
카카오M 인수

이음PE, 고려노벨화약 인수

2020.01. 2020.02. 2020.03. 2020.04. 2020.05.

COVID-19 상황

IMM PE, 
통신업체 드림라인 인수

이앤에프PE, 욕실브랜드 이누스
인수

큐캐피탈, 
서울제약 인수

스톤브릿지 PE,
VAN 사업자 케이에스넷 인수

한앤컴퍼니, SK케미칼
바이오에너지 사업부 인수

이앤에프PE, 코오롱환경에너지
인수

VIG파트너스, 프리드라이프 인수

앵커에쿼티, 
더블유랩 인수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웅진북센 인수

노앤파트너스, 코팅코리아 인수

IMM PE, 
한국콜마제약사업/콜마파마 인수

유진PE, 
폐기물 처리업체 디디에스 인수

하나금투PE, 수산물업체 금호통상
인수

케이스톤파트너스, 
2차전지 부품사 세아메카닉스 인수

유안타인베, 
선박부품 제조사 선보공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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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포트폴리오재점검필요

자산배분전략

• 섹터자산배분와 risk appetite에변화가필요한시점인가? 
• 동사의포트폴리오가노출된산업별비중이벤치마크대비축소/확대된상황인가?
• 과거동사의투자철학에부합하지않았던산업을다시한번검토할시점인가?
• 동사의예상 exit 시점이COVID-19사태로인해변경되어야하는가? 

New Normal Sugar Rush Gradual RecoveryRebound

• COVID-19 사태로인한소비자
들의행동패턴변화가장기적
으로지속될것인가?

• 포트폴리오기업들이
COVID-19사태종결후에도
신규고객들을유지하려면
어떤전략이필요할것인가?

• COVID-19사태로인한
단기적인기회를포착하기위해
포트폴리오기업들이사업
익스포져와비즈니즈모델을
유연하게변경할수있을
것인가?

• 인적자원, 운영및자본운용에
있어가장효율적인방법을
구축할수있을것인가?

• 포트폴리오기업들이
COVID-19사태로인해변하는
수요에대응하기위해어떻게
생산capacity 를조정하고
있는가?

• COVID-19사태가종결되고
이연되었던수요가회복될
시기업들이기회를포착하기
위해어떤준비가필요한가?

• COVID-19의영향을완화하기
위해포트폴리오기업들은성과
를어떻게관리하여야하는가? 

• 빠른수요회복위해포트폴리오
기업이추진할수있는방법이
존재할것인가?

• 경쟁사를인수하거나
경쟁우위를확보할기회가
있을것인가?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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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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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구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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