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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독일 현황

COVID 19 관련 독일 현황
▪ 독일내 확진자는 1352명
▪ 사망자는 2명

(2020년 3월 10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 감염지역

독일내 COVID-19 확진자 현황 (2020년 3월 10일 기준)
출처: zeit.de

▪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노르드
라인-웨스트팔렌 주에서 가장
많은 감염 (확진자 579명 및 사
망자 2명) 확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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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1일~23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하노버 박람회
(Hannovermesse)는 2020년 7월
13일~17일로 연기

• 2020년 3월 12일~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라이프치히 국제 도서
전시회 (Leipzig Buchmesse) 전면
취소
• 2020년 3월 10일~1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베를린 국제 관광박람회
(Berlin ITB) 전면 취소

독일 산업 박람회 연기 및 취소

• 2020년 3월 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프랑크푸르트 국제 조명건축전시회
(Light + Building) 는 2020년 9월
27일~10월 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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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응
Bernd von Jutrczenka/dpa

▪
▪
▪
▪
▪

2월 18일 연방 보건부는 코로나 컨트롤 타워를 조직하고 연방내무부와 함께 위기관리팀(Kriesenstab)
을 특별 구성
연방 보건교육센터(BZgA)는 로버트콕연구소(RKI)와 함께 정보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3월 9일 독일연방보건부장관 옌스 슈판 (Jens Spahn)은 연방정부 브리핑을 통해 독일은 COVID-19
전염병 수준(„Epidemie in Deutschland“)에 도달했다고 공표
3월 10일 현재 독일 정부는 한국發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독일 연방내무부는3월 1일부터 5월28일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 차원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여 독일로 오는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을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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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전망
• 도이치방크(DeutschBank)는 2020년
독일의 GDP가 0.3%p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0년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제기

•

OECD는 3월부터 중국에서의 자동차,
기계, 의료, 화학산업의 부품 및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부품의존도 11%인 독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3월부터 독일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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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독일 사업파트너와의 만남, 상담 및 계약 등을 가급적 화상회의
로 대체하고 webminar 및 가상 국제박람회 등의 비대면 대안을
적극 활용
▪ 한국내 코로나 대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독일 사
업파트너에게 한국의 현황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 중국 현지와 독일 현지의 부품공급 부족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
로 대독일 부품 수출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벨류체인에 진입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부품 공급 안전화를 원하는 독일현지사의 요구를 간파하여 능
동적으로 새로운 협력사 발굴 및 기존 파트너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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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서비스 제공
• 독일 사업파트너 대면 상담 및 인터뷰
• 독일내 관련 사업분야 전문자료 조달
•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 신규 독일 사업 파트너 발굴
• 독일 현지 박람회 대동
• 독일 사업파트너 대상 네트워킹 및 제품 브리핑
• 독일어 통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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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Dr. Su-Hyun Berg
독일 전문 비즈니스 컨설턴트
info@su-hyun-berg.com
su-hyun-be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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