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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그림으로 보는 세계경제 2020년 4월
마케팅 자료

출처: Schroders 2020년 3월, CS2523. 

이어 3분기 급격한 반등이 발생하며 
V자형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올 가을 코로나바이러스가 재발한다면 4분기 경기 

침체가 다시 발생하고 2021년에 회복되면서 W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GDP 지수(2019년 4분기 = 100) 기본 전망

출처: Schroders Economics Group, 2020년 3월 23일. 

참고: 기본 전망과 코로나 지속 시나리오는 2020년 3분기까지 동일합니다. 

경제 회복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국의 기업 이익은 어떤 전망을 보일까요? 

슈로더의 기본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2020년 2분기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급격한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었지만,  
지금은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추정 데이터:

Refinitiv DataStream, Schroder Economics Group, 
2020년 3월 26일. 

코로나 지속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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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일본 경제는 타격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올림픽을 2021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내년도 
경제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분기 성장률 
실질 GDP 수준, 지수(100 = 2019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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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의 세전 기업 
이익 전망:

2019년

-4.2%
2020

-16.1%
2021

47.2%

Refinitiv DataStream, Schroder Economics Group, 
2020년 3월 24일. 

19년 4분기

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마케팅 2020-1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