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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한 119.9를 기록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한 116.9를 기록
✔ 5월 BSI는 제조업 하락, 비제조업 상승
․ BSI: 제조업 92(4월)⇒89(5월), 비제조업 73(4월)⇒75(5월)
✔ 6월 전망 BSI는 제조업, 비제조업 경기 위축 전망
✔ 4월 광공업생산활동 상승 지속(전년동월 생산, 출하, 재고 증가)
․ 생산지수는 169.5(전년동월비 +7.7%, 전국 +6.9%)
․ 출하지수는 176.1(전년동월비 +6.6%, 전국 +7.3%)
․ 재고지수는 170.3(전년동월비 +8.1%, 전국 +8.9%)
* 전월대비 생산 +0.5%, 출하 +0.8%, 재고 +3.0%
․ 재고율: 96.7로 전년동월비 1.4% 증가(전국 +1.6%)
✔ 4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전국 +1.6%)
․ 농림어업 +4.8%, 제조업 -0.3%, 서비스업 +1.4%
* 건설업 부문 취업자 3.3% 감소(전국 -3.2%)
․ 실업률은 2.3%(전국 3.7%), 고용률 61.4%(전국 59.3%)
* 성별 실업률은 남자 2.0%, 여자 2.7%
✔ 4월 중 충북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전국 +4.2%)
․ 생활물가지수: 123.1(전년동월대비 +4.0%)
✔ 4월 중 어음부도율은 0.27%로 전월에 비해 0.72%p 하락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청주 하락, 충주 상승, 제천 지역 보합
․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제조업(120.5억원)이 가장 크게 감소하
였으며, 건설업(20.6억원)은 증가
✔ 3월말 충북 금융기관 전월대비 수신, 여신 모두 증가
✔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8.7% 증가(전국 +25.1%)
․ 1차산품(77.1%), 중화학제품(45.5%), 경공업(37.2%) 증가
✔ 4월 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6.9% 증가(전국 +23.9%)
✔ 4월 무역수지는 4억 6백만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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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한 116.9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동
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한 119.9를 기록
▶ 5월 중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89) 전월대비 하락, 비제조업(75) 상승
․ 6월 전망BSI는 제조업 87, 비제조업 74로 전월대비 하락

○ 3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8% 상승한 116.9를 기록

- 경기전환점 예측보조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S12M)는 전월대비 1.8%p 상승한 4.2%
를 기록
○ 3월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한 119.9를 기록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한 102.1을 기록
- 구성 지표 중 수입액, 전력판매량, 비농가 취업자 수,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등 5개 지표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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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충북 도내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89) 전월대비 하락, 비제조업(75)
상승

- 제조업 BSI는 재고수준 BSI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매출, 수출, 생산, 신규수주, 가동률,
원자재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채산성, 자금사정, 인력사정, 생산설비수준, 설비투자
BSI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하면서 전월(92)보다 하락한 89를 기록
․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영상음향통신,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등에서는 부진 의
견이 증가함
․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월대비 각각 1p, 3p 하락
․ 수출기업은 전월대비 5p 하락하면서, 1p 상승한 수출기업보다 경기부진 의견이 크
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업황 BSI는 자금사정, 인력사정 BSI가 하락하였으나 매출 BSI가 상승하며
전월보다 2p 상승한 75를 기록
․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체감
○ 6월 전망 BSI로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은 모두 전월보다 2p 하락하며 경기
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기타중화학공업, 음식료품 등에서 부진할 것
으로 예상

주 : 1) 괄호 안은 전국BSI
2) P는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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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 충북지역 광공업산업생산활동 증가
․ 광공업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전국 평균 +6.9%)
․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6.6% 증가(전국 평균 +7.3%)
․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전국 평균 +8.9%)
▶ 4월 재고순환을 보면 출하지수와 재고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소폭의 생산활동 증가
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 4월 충북 광공업산업생산지수는 169.5(원지수,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전국 +6.9%), 전월비 0.5% 증가(전국 -2.7%)

- 산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제품(-7.6%), 식료품(-0.7%)이 감소한 가운데, 전기전자제품
(16.5%), 화학제품(8.1%)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지수는 전국 평균 8.7%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상회
․ 광주광역시(18.5%), 울산광역시(10.8%), 충청남도(9.2%), 경기도(9.0%) 등 지역
에서 상승하였으며, 대전광역시(-9.9%), 서울특별시(-8.5%), 경상북도(-2.1%)
등 지역에서 감소함
※ 충북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은 16개 시도 중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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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충북 출하지수는 176.1(원지수,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전국 평균 +7.3%)

- 전월대비 0.8% 증가(전국 평균 -3.3%)
○ 4월 충북 재고지수는 170.3(원지수, 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8.1% 증
가(전국 평균 +8.9%)

- 전월대비로는 3.0% 증가(전국 평균 +0.1%)
○ 4월 재고순환을 보면 출하지수와 재고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소폭의 생산활동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 4월 재고율1)은 96.7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전국 평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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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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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충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전국 +1.6%)
․ 산업별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농림어업(4.8%) 증가, 제조업(0.3%) 감소, 서비스업(1.4%) 증가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 감소(전국 -3.2%)
▶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고용률은 61.4%(전국 59.3%)

○ 4월 도내 전체 취업자는 76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75만 6천명)대비 1.3%
증가, 전월대비 4.5% 증가

-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이 1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제조
업은 15만 1천명으로 0.3% 감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건설업 부문 취업자 수는 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 전국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주: 괄호 안은 전국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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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충북 고용률은 전월대비 2.6%p 상승한 61.4%(전국 59.3%)

- 전년동월(61.3%)대비로는 0.1%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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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2.3%(전국 3.7%)이며, 실업자는
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 증가

- 성별 실업률은 남자 2.0%, 여자 2.7%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충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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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소비자물가(CPI)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4.1% 상승(전국 +4.2%)
․ 생활물가지수는 123.1로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8(2005=100)로 전월대비 보합(전국 0.0%), 전년
동월대비로는 4.1% 상승(전국 +4.2%)

- 상품 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2% 하락, 공업제품은 0.2% 상승, 서비스 부문은
0.3%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농축수산물 9.1%, 공업제품 6.1% 상승하여 상품부문이 6.7% 상승하였으
며, 서비스는 2.1% 상승
○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123.1로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하였고, 전월대비로는 0.2% 하락
○ 충북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국 수준을 하회

- 청주와 충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0.0%, 0.2% 상승

주: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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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 어음부도율은 0.27%로 전월에 비해 0.72%p 하락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청주 하락, 충주 상승, 제천 지역 보합
․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제조업(120.5억원)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20.6억원)은 증가
▶ 3월말 충북 금융기관 전월대비 수신, 여신 모두 증가

○ 4월 충북어음부도율은 전월(0.99%)에 비해 0.72%p 하락한 0.27%로 나타남

- 지역별 어음부도율을 보면 청주는 전월대비 1.14%p 하락한 0.06%로 나타났고, 충주는
1.48%p 상승한 1.64%, 제천은 0.11%로 보합
- 4월 총 부도금액 23억 6천만원 중 건설업이 20억 8천만원(8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가운데, 제조업이 1억 7천만원(7.2%)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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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제조업(120.5억원)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20.6억원)은 증가
- 4월 신규부도업체는 1개 발생하였으며, 신설법인 수는 전월 139개에서 금월 136개로 3개
감소
․ 업종별 신설법인 수는 제조업이 35개(25.7%)로 가장 많고, 건설업 28개(20.6%),
도소매업 19개(14.0%) 순으로 나타남

○ 3월말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2조 1,559억 원, 비은행기관 20조 740억 원으
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 잔액은 32조 2,2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3,491억 원 증가에서 금월 2,153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 축소

- 예금은행 수신 :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이 증가폭이 크게 감소(+4,529억 원 →
+598억 원)하면서, 예금은행 총수신은 전월 4,787억 원 증가에서 금월 853억 원 증가하며 증
가폭 축소
- 비은행기관 수신 : 상호금융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증가 전환
(-2,026억 원 → +777억 원)되면서 비은행기관의 총 수신은 전월 1,297억 원 감소에서 금월
1,300억 원 증가 전환
○ 3월말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13조 8,068억 원, 비은행기관 9조 8,250억 원으
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여신 잔액은 23조 6,3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1,122억 원 증가에서 금월 1,145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 지속

- 예금은행 여신 : 가계대출(-483억 원 → +262억 원)이 증가 전환하였으나, 기업대출
(+1,366억 원 → +622억 원)이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예금은행 대출금은 증가폭 축소
(+1,086억 원 → +858억 원)
- 비은행기관 여신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증가세가 확대(+70억 원 → +297억 원)된 가
운데 수출입은행이 증가 전환(-77억 원 → +80억 원)되며 비은행기관의 총 여신은 전월
36억 원 증가에서 금월 287억 원 증가
○ 3월 금융기관 예대율(총여신잔액/총수신잔액)은 73.3%로 전월대비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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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 충북 수출은 11억 6,086만 달러(전년동월대비 38.7% 증가, 전국 +25.1%)
․ 1차산품(77.1%), 중화학제품(45.5%), 경공업(37.2%) 증가
․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역 수출 증가
▶ 4월 중 충북 수입은 7억 5,401만 달러(전년동월대비 36.9% 증가, 전국 +23.9%)
․ 자본재(+83.2%), 소비재(+26.4%), 원자재(+12.6%) 증가
▶ 4월 중 무역수지는 4억 6백만 달러 흑자

○ 4월 중 충북 수출은 11억 6,086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8.7% 증가(전국 +25.1%)

-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65.4%), 화공품(36.5%), 정보통신기기(158.0%), 철강
제품(21.4%) 큰 폭으로 증가, 정밀기기(-16.5%) 수출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차산품(77.1%), 중화학제품(45.5%), 경공업
(37.2%) 증가
○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북미(95.4%), 중남미(52.3%), 유럽(39.1%), 아시
아(35.6%), 대양주(31.5%), 아프리카(20.8%) 등 대부분 지역 증가

- 중동(-8.5%) 지역 감소
○ 2011년 수출 누계는 42억 4천 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9% 증가

자료: 무역협회
충북발전연구원

○ 4월 중 충북 수입은 7억 5,401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9% 증가(전국
+23.9%)

- 원자재 수입은 3억 7,214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자본재 수입은 2억 9,57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83.2% 증가
- 소비재 수입은 8,571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6.4% 증가
○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중동(189.2%), 유럽(139.5%), 아프리카(82.6%), 중남
미(53.0%), 북미(20.7%), 아시아(15.2%), 대양주(3.1%) 등 대부분 지역 증가
○ 2011년 수입 누계는 28억 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4% 증가

자료: 무역협회

○ 2011년 4월 중 충북 무역수지는 4억 6백만 달러 흑자 기록
○ 2011년 충북 누계 무역수지는 14억 4천만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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