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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세계 한국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기타

확진자수 160,618,855 128,918 90,799 33,552,055 23,398,399 15,285,048 121,715,691

(전일대비) 549,864 635 16 35,252 21,075,130 71,018 11,277

사망자수 3,336,640 1,884 4,636 596,989 254,388 425,711 2,650,021

(전일대비) 11,277 5 - 777 1,564 2,275 7,433

완치자수 139,392,297 119,373 85,855 26,620,229 19,413,183 13,847,191 105,926,695

(전일대비) 693,670 656 21 112,329 153,381 88,066 451,546

의심환자

후베이*는 중국 통계에 포함됨. 

출처: WHO 출처: WHO, Wuhanvirus.kr / WHO 발표 기준. 언론 보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코로나에도 고소득층은 자동차·가구 소비 늘렸다
- 코로나19로 지난해 가계의 총소비지출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고소득층은 자동차
나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가계의 총소비를 4.4% 줄인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가 대면 소비를
8.4% 감소시켰지만 비대면 소비를 4.3% 늘리면서 총소비 감소 폭을 줄였음

● 일본 최대 항공사 ANA "여름·겨울 상여금 지급 NO"
-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가 올 여름과 겨울 상여금(보너
스)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추진
-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일본공수는 노조 측에 올 여름과 겨울 상
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비용을 줄이기 위함

국내

해외

●“미국 신규 코로나 확진 72%는 영국발 변이”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유전자 시퀀싱(염기서열 분석) 결과,
72% 이상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질
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밝힘
-더불어, “영국발 변이로 알려진 B.1.1.7이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지배적인 바이러스”라고 언급

산업/기업 Insight

●“바이든 정부,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열려있어”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열려 있다는 보도
- CNN,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초기 외교 활동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
고 본다”

●“휴가철 전에” 서둘렀지만 반대 부닥친 EU ‘코로나 증명서’ 왜?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등의 자유로운 역내 여행을
위해 ‘코로나19 증명서’를 올해 여름 전에 발급하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지만, 백신 비접종자 차별 논란 등으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

● ‘코로나 악몽’ 갇힌 여행·카지노, 1분기도 적자 행진
- 여행·카지노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액은 135조원으로 전년보다 22%(38조
원)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와 백신 접종 속도, 출입국 시 자가격리 정책
의 완화 여부 등을 여행·카지노 업계 실적 향방의 주요 변수

● 모더나 백신, 국내 위탁생산 임박했나
-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하기 위한 계약 발표가 이뤄질 전망
-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GC녹십자 에스티팜 등이 후보 업체로 올라 있는 가
운데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코로나19에도 탄력적 회복”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
- 12일 무디스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한국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은 팬데믹 충
격으로부터 탄력적인 회복을 뒷받침한 강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

● "화이자, 모더나 기술 빌려서라도..." 백신 생산 뛰어든 한중일
- 푸싱제약·바이오엔테크 합작 ‘화이자’ 백신 생산
- 韓 제약사 ‘모더나’와 mRNA백신 생산 협의 중
- 日, 합성항원 방식 노바백스와 협의 중

● 하나은행, 원스토어 개발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추진
- 하나은행은 원스토어와 ‘상생협력 디지털금융 제휴’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 대상으로 금융지원 추진 예정
- 양사는 원스토어 앱 개발자 전용 3가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완치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간 증가 추이 
세계 신규 확진자 549864명, 한국 신규 확진자 635 명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명 아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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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연달아 좌초…2호 치료제 '캄캄'
- 지난 3월 종근당 이어 GC녹십자도 전문가 1차 검증서 탈락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달아 허가심사에서 좌초하면서 2호 치료제 탄생이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 발발

● 메타버스 대표주자 게임업체 로블록스…적자에도 웃는 이유
- 메타버스 대표주자 '로블록스'가 시장 컨센을 상회
-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대세로 봐야한다는 시장
의 의견에 주가는 견조한 모습

매크로 및 금융시장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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