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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한 119.3을 기록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116.6을 기록
✔ 9월 BSI는 제조업 하락, 비제조업 상승
․ BSI: 제조업 83(8월)⇒81(9월), 비제조업 74(8월)⇒79(9월)
✔ 10월 전망 BSI는 제조업 경기 둔화, 비제조업 개선 전망
✔ 8월 광공업생산활동 상승 지속(전년동월 생산, 출하, 재고 증가)
․ 생산지수는 156.2(전년동월비 +1.0%, 전국 +4.8%)
․ 출하지수는 164.3(전년동월비 +0.2%, 전국 +4.4%)
․ 재고지수는 185.0(전년동월비 +3.8%, 전국 +11.9%)
* 전월대비 생산 -5.8%, 출하 -2.7%, 재고 -3.2%
․ 재고율: 112.6으로 전년동월비 3.5% 증가(전국 +7.2%)
✔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전국 +2.0%)
․ 농림어업 +2.6%, 제조업 3.7%, 서비스업 1.9%
* 건설업 부문 취업자 0.3% 증가(전국 -0.1%)
․ 실업률은 2.4%(전국 3.1%), 고용률 61.1%(전국 59.6%)
* 성별 실업률은 남자 2.4%, 여자 2.4%
✔ 8월 중 충북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2% 상승(전국 +5.3%)
․ 생활물가지수: 124.8(전년동월대비 +5.3%)
✔ 8월 중 어음부도율은 0.12%로 전월에 비해 0.11%p 하락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청주, 충주 하락, 제천 지역 상승
✔ 7월말 충북 금융기관 전월대비 수신 감소, 여신 증가
✔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전국 +25.9%)
․ 1차산품(47.8%), 경공업(38.6%), 중화학제품(4.2%) 증가
✔ 8월 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66.2% 증가(전국 +28.9%)
✔ 8월 무역수지는 7천 4백만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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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116.6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동행
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한 119.3을 기록
▶ 9월 중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81) 전월대비 하락, 비제조업(79) 상승
․ 10월 전망BSI는 제조업 86, 비제조업 86로 전월대비 보합

○ 7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116.6을 기록

- 경기전환점 예측보조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S12M)도 전월보다 0.5%p 줄어든 3.9% 증
가를 기록
○ 7월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한 119.3을 기록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8p 하락한 99.9를 기록
- 구성 지표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상승한 반면, 비농가 취업자 수, 수입액, 광공
업생산지수, 전력판매량 등 4개 지표 하락
106

9 1 .4
P

9 4 .2
T

9 6 .8
P

9 8 .7
T

0 0 .8
P

0 3 .8 0 4 .8 0 5 .8
T P T

104
102
100
9 9 .9

98
96
94
07

92
1990

충북발전연구원

1995

2000

2005

2010

○ 9월 충북 도내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81) 하락, 비제조업(79) 전월대비
상승

- 제조업 BSI는 재고수준, 인력사정, 생산설비수준 BSI가 상승한 반면, 매출, 수출, 내수
판매, 생산, 신규수주, 가동률, 원자재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채산성, 설비투자 BSI
등 지표가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2p 하락한 81을 기록
․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등에서 개선의견이 있었으며, 고무플라스틱, 영
상음향통신 등에서 부진의견이 늘어남
․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월대비 5p 상승, 중소기업은 3p 하락
․ 수출기업은 전월대비 17p 하락하면서, 3p 상승한 내수기업보다 경기부진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업황 BSI는 자금사정, 인력사정 BSI가 하락하였으나, 매출 BSI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전월보다 5p 상승한 79를 기록
․ 업종별로는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체감
○ 10월 전망 BSI로 보면, 제조업 보합, 비제조업 전월보다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업종별로는 영상음향통신,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등은 부진, 음식료품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

주 : 1) 괄호 안은 전국BSI
2) P는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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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 충북지역 광공업산업생산활동 증가
․ 광공업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전국 평균 +4.8%)
․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전국 평균 +4.4%)
․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전국 평균 +11.9%)
▶ 8월 재고순환을 보면 상승세가 위축되었으며, 출하지수는 반등 전환하며 소폭 생산활동
소폭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8월 충북 광공업산업생산지수는 156.2(원지수,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전국 +4.8%), 전월비 5.8% 감소(전국 -3.9%)

-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13.0%)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6.1%), 비금속광물
제품(5.5%), 식료품(4.2%)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지수는 전국 평균 4.8%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하회
․ 울산광역시(11.5%), 강원도(8.4%), 경기도(7.1%), 인천광역시(6.1%) 등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며, 서울특별시(-8.5%), 경상남도(-4.5%) 지역에서 감소함
※ 충북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은 16개 시도 중 12번째

주: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충북발전연구원

○ 8월 충북 출하지수는 164.3(원지수, 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전국 평균 +4.4%)

- 전월대비 2.7% 감소(전국 평균 -2.4%)
○ 8월 충북 재고지수는 185.0(원지수, 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전국 평균 +11.9%)

- 전월대비로는 3.2% 감소(전국 평균 +2.2%)
○ 8월 재고순환을 보면 상승세가 위축되었으며, 출하지수는 반등 전환하며 소폭
생산활동 소폭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8월 재고율1)은 112.6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전국 평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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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충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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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충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전국 +2.0%)
․ 산업별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농림어업(2.6%) 증가, 제조업(-3.7%) 감소, 서비스업(1.9%) 증가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전국 -0.1%)
▶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고용률은 61.1%(전국 59.6%)

○ 8월 도내 전체 취업자는 76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76만명)대비 0.8% 증가,
전월대비 0.5% 감소

-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이 1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제조
업은 14만 5천명으로 3.7% 감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건설업 부문 취업자 수는 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전국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주: 괄호 안은 전국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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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충북 고용률은 전월대비 0.4%p 하락한 61.1%(전국 59.6%)

- 전년동월(61.4%)대비로는 0.3%p 하락

주: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 8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2.4%(전국 3.1%)이며, 실업자는
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2% 증가

- 성별 실업률은 남자 2.4%, 여자 2.4%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충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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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소비자물가(CPI)는 전월대비 0.9% 상승, 전년동월대비 5.2% 상승(전국 +5.3%)
․ 생활물가지수는 124.8로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2005=100)로 전월대비 0.9% 상승(전국
+0.9%), 전년동월대비로는 5.2% 상승(전국 +5.3%)

- 상품 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5.8% 상승, 공업제품은 0.8% 상승, 서비스 부문은
0.2%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농축수산물 15.8%, 공업제품 7.2% 상승하여 상품부문이 9.0% 상승하였
으며, 서비스는 2.4% 상승
○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124.8로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2% 상승
○ 충북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

- 청주와 충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0%, 0.8% 상승

주: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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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 어음부도율은 0.12%로 전월에 비해 0.11%p 하락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청주, 충주 하락, 제천 지역 상승
▶ 7월말 충북 금융기관 전월대비 수신 감소, 여신 증가

○ 8월 충북어음부도율은 전월(0.23%)에 비해 0.11%p 하락한 0.12%로 나타남

- 지역별 어음부도율을 보면 청주는 전월대비 0.10%p 하락한 0.12%로 나타났고, 충주는
0.21%p 하락한 0.14%, 제천은 0.12%p 상승한 0.19%
- 8월 총 부도금액 10억 8천만원 중 도소매업이 4억 5천만원(4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 가운데, 제조업이 4억 4천만원(40.7%), 광업 1억원(9.2%)으로 나타남

주 : 금액기준
충북발전연구원

-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제조업(8.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광업(1억원), 제조업
(9천만원)은 증가
- 8월 신규부도업체는 1개 발생하였으며, 신설법인 수는 전월 125개에서 금월 136개로
11개 증가

○ 7월말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2조 4,544억 원, 비은행기관 20조 3,717억 원
으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 잔액은 32조 8,2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
월 3,752억 원 증가에서 금월 1,093억 원 감소하며 감소 전환

- 예금은행 수신 :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이 감소(+2,527억원 → 1,900억원)하면서, 예금
은행 총수신은 전월 2,221억 원 증가에서 금월 1,985억 원 감소하며 감소 전환
- 비은행기관 수신 : 자산운용회사(+198억 원 → +61억 원)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943억
원 → +709억 원) 증가세가 축소되고 신탁계정이 감소 전환(+165억 원 → -78억 원)하면서
비은행기관의 총 수신은 전월 1,531억 원 증가에서 금월 892억 원 증가하며 증가세 축소
○ 7월말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14조 1,714억 원, 비은행기관 10조 384억 원으
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여신 잔액은 24조 2,0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1,406억 원 증가에서 금월 2,025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 예금은행 여신 : 가계대출(+860억 원 → +588억 원)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
(+531억 원 → +1,008억 원)이 증가 확대하면서, 예금은행 대출금은 증가세 지속확대
(+1,309억 원 → +1,422억 원)
- 비은행기관 여신 :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증가세
가 확대(+374억 원 → +589억 원)되며 비은행기관의 총 여신은 전월 97억 원 증가에서
금월 603억 원 증가로 증가폭 확대
○ 7월 금융기관 예대율(총여신잔액/총수신잔액)은 72.8%로 전월대비 0.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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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 충북 수출은 9억 3,744만 달러(전년동월대비 8.0% 증가, 전국 +25.9%)
․ 1차산품(47.8%), 경공업(38.6%), 중화학제품(4.2%) 증가
․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주요 지역 수출 증가
▶ 8월 중 충북 수입은 8억 6,338만 달러(전년동월대비 66.2% 증가, 전국 +28.9%)
․ 자본재(+207.8%), 소비재(+37.8%), 원자재(10.0%) 증가
▶ 8월 중 무역수지는 7천 4백만 달러 흑자

○ 8월 중 충북 수출은 9억 3,744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전국 +25.9%)

-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6.8%), 정밀기기(9.5%), 철강제품(6.8%)의 수출은 감
소하였으나, 축전지 및 전지(116.0%), 화공품(26.7%)은 수출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차산품(47.8%), 경공업(38.6%), 중화학제품
(4.2%) 증가
○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아프리카(79.8%), 중동(48.5%), 대양주(19.7%),
아시아(11.7%), 중남미(4.8%) 등 주요 지역 증가

- 북미(-15.0%), 유럽(-11.0%) 지역 감소

○ 2011년 수출 누계는 82억 1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9% 증가

자료: 무역협회
충북발전연구원

○ 8월 중 충북 수입은 8억 6,338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6.2% 증가(전국
+28.9%)

- 원자재 수입은 3억 5,965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 자본재 수입은 4억 3,297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07.8% 증가
- 소비재 수입은 7,013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7.8% 증가
○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중동(164.2%), 아시아(89.1%), 대양주(64.1%), 유럽
(60.0%), 중남미(17.5%), 북미(16.5%) 등 대부분 지역 증가

- 아프리카(-34%) 지역 감소
○ 2011년 수입 누계는 59억 1천 9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

자료: 무역협회

○ 2011년 8월 중 충북 무역수지는 7천 4백만 달러 흑자 기록
○ 2011년 충북 누계 무역수지는 22억 9천 1백만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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