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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한 115.1을 기록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한 114.2를 기록
✔ 10월 BSI는 제조업 하락, 비제조업 상승
․ BSI: 제조업 94(9월)⇒92(10월), 비제조업 76(9월)⇒79(10월)
✔ 11월 전망 BSI는 제조업 업황 둔화, 비제조업 경기 전월 수준 전망
✔ 9월 산업생산활동 상승세 주춤(전년동월 생산,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생산지수는 152.5(전년동월비 -2.7%, 전국 +3.9%)
․ 출하지수는 165.4(전년동월비 -1.0%, 전국 +3.7%)
․ 재고지수는 184.0(전년동월비 +10.7%, 전국 +18.1%)
* 전월대비 생산 -2.2%, 출하 -0.2%, 재고 -1.4%
․ 재고율: 111.2로 전년동월비 11.8% 증가(전국 +13.9%)
✔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전국 +1.0%)
․ 농림어업 -8.3%, 제조업 +4.0%, 서비스업 +3.0%
* 건설업 부문 취업자 5.3% 증가(전국 +2.8%)
․ 실업률은 2.0%(전국 3.4%), 고용률 61.0%(전국 59.1%)
* 성별 실업률은 남자 1.7%, 여자 2.4%
✔ 9월 중 충북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전국 +3.6%)
․ 생활물가지수: 120.3(전년동월대비 +3.8%)
✔ 9월 중 어음부도율은 0.24%로 전월에 비해 0.06%p 하락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청주 하락, 충주, 제천 지역 상승
․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건설업(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9.8억원), 도소매업(1.4억원) 순으로 감소
✔ 8월말 충북 금융기관 수신 전월대비 감소, 여신 증가 지속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전국 +16.5%)
․ 1차산품(4.5%) 감소, 중화학제품(29.0%), 경공업(19.9%) 증가
✔ 9월 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전국 +17.5%)
✔ 9월 무역수지는 4억 5천 8백만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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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하락한 113.3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동
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한 115.3을 기록
▶ 10월 중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 BSI(92) 하락, 비제조업 BSI(79) 상승
․ 11월 전망BSI은 제조업 91로 전월대비 하락, 비제조업 전월대비 보합

○ 8월 충북경기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하락한 113.3을 기록

- 경기전환점 예측보조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S12M)는 전월대비 1.4%p 하락한 4.0%
를 기록
○ 8월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한 115.3을 기록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한 101.5를 기록
- 구성 지표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표 감소, 수입액 보합, 비농가 취업자 수, 광공업생
산지수, 전력판매량 등 3개 지표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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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충북 도내 기업체감경기는 제조업(92)이 하락하였으며, 비제조업
(79)은 상승

- 제조업 BSI는 재고, 채산성, 인력사정, 생산설비수준 BSI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매출, 수출,
내수판매, 생산, 신규수주, 가동률, 원자재구입가격, 설비투자 BSI 등 지표가 하락하면서
전월(94)대비 2p 하락한 92를 기록
․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영상음향통신
․
등의 업황에서 경기가 부진을 체감
․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전월대비 9p 상승하면서 중소기업(-4p)보다 경기 개선을
크게 체감
․ 수출기업은 전월대비 8p 상승하였으며, 내수기업은 전월대비 6p의 하락하며 경기
부진을 체감
- 비제조업 업황 BSI는 채산성 BSI가 하락하였으나, 매출, 자금사정, 인력사정 BSI가 동반
상승하면서 전월(76)대비 3p 상승한 79를 기록
․ 업종별로는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체감
○ 2010년 11월 전망 BSI로 보면, 제조업은 전월보다 6p 하락하여 부진할 것
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제조업은 업황이 전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업황전망은 원자재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인력사정 BSI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매
출, 채산성, 설비투자 BSI가 다소 크게 하락하면서 전월(97)대비 6p 하락한 91을 기록
․ 업종별로는 중화확공업 부문에서는 상승,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에서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채산성, 자금사정 BSI가 하락하였으나 매출, 인력사정 BSI가 상
승하면서 전월대비 보합

주 : 1) 괄호 안은 전국BSI
2) P는 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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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 충북지역 광공업산업생산활동 증가세 주춤
․ 광공업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7% 감소(전국 평균 +3.9%)
․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0% 감소(전국 평균 +3.7%)
․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전국 평균 +18.1%)
▶ 9월 재고순환을 보면 출하지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재고는 증가세가 전월에 이
어 확대되어 생산활동 확장세가 주춤하는 것으로 보임

○ 9월 충북 광공업산업생산지수는 152.5(원지수,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전국 +3.9%), 전월비 2.2% 감소(전국 +0.1%)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산업(12.7%)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제품(-28.3%), 화학제품
(-26.5%), 식료품(-3.3%)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지수는 전국 평균 3.9%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전국 평균을 하회
․ 경기도(12.6%), 전라북도(8.3%), 대구광역시(6.6%), 경상남도(3.5%) 등 지역에
서 상승하였으며, 대전광역시(-1.9%), 충청북도(-2.7%) 등 지역에서 감소함
※ 충북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은 16개 시도 중 10번째

주: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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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충북 출하지수는 165.4(원지수,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전국 평균 +3.7%)

- 전월대비 0.2% 감소(전국 평균 +0.3%)
○ 9월 충북 재고지수는 184.0(원지수, 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
가(전국 평균 +18.1%)

- 전월대비로는 1.4% 감소(전국 평균 -0.2%)
○ 9월 재고순환을 보면 출하지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재고는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확대되어 생산활동 확장세가 주춤하는 것으로 보임

- 9월 재고율1)은 111.2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전국 평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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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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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충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전국 +1.0%)
․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8.3%) 감소, 제조업(4.0%), 서비스업(3.0%) 증가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3% 증가(전국 +2.8%)
▶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고용률은 61.0%(전국 59.1%)

○ 9월 도내 전체 취업자는 75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74만 7천명)대비 1.2%
증가, 전월대비 0.5% 감소

-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이 1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 감소, 제조
업은 15만명으로 4.0% 증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4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건설업 부문 취업자 수는 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전국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주: 괄호 안은 전국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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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충북 고용률은 전월대비 0.4%p 하락한 61.0%(전국 59.1%)

- 전년동월(61.1%)대비로는 0.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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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 9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한 2.0%(전국 3.4%)이며, 실업자는
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0% 증가

- 성별 실업률은 남자 1.7%, 여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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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소비자물가(CPI)는 전월대비 1.1% 상승, 전년동월대비 3.4% 상승(전국 +3.6%)
․ 생활물가지수는 120.3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9(2005=100)로 전월대비 1.1%(전국 +1.1%) 상
승, 전년동월대비로는 3.4% 상승(전국 +3.6%)

- 상품 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1.3% 상승, 공업제품은 0.1% 하락, 서비스 부문은
0.2%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농축수산물 21.1%, 공업제품 2.1% 상승하여 상품부문이 5.9% 상승하였
으며, 서비스는 1.5% 상승
○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120.3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상
승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5% 상승
○ 충북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국 수준을 하회

- 청주와 충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0%, 0.9% 상승

주: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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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 어음부도율은 0.24%로 전월에 비해 0.06%p 하락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청주 하락, 충주, 제천 지역 상승
․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건설업(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9.8억원), 도소
매업(1.4억원) 순으로 감소
▶ 8월말 충북 금융기관 수신 전월대비 감소, 여신 증가 지속

○ 9월 충북어음부도율은 전월(0.30%)에 비해 0.06%p 하락한 0.24%로 나타남

- 지역별 어음부도율을 보면 청주는 전월대비 0.16%p 하락한 0.19%로 나타났고, 충주는
0.49%p 상승한 0.66%, 제천은 0.02%p 상승하여 0.05%를 기록
- 9월 총 부도금액 19억 1천만원 중 제조업이 5억 9천만원(3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가운데, 도소매업이 4억 5천만원(23.7%), 건설업이 3억 3천만원(17.5%)으로 나타남
3.2
2.8

CB_ALL
CHEONGJU
CHUNGJU
JECHEON

2.4
2.0
1.6
1.2
0.8
0.4
0.0

M9 M10 M11 M12
2009

주 : 1) 금액기준
충북개발연구원

M1

M2

M3

M4

M5
2010

M6

M7

M8

M9

- 업종별 어음부도금액은 전월대비 건설업(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9.8억원), 도소
매업(1.4억원) 순으로 감소
- 9월 신규부도업체는 6개로 전월 4개 보다 2개 증가하였으며, 신설법인수는 전월 102개에
서 금월 98개로 4개 감소
․ 업종별 신설법인 수는 건설업이 26개(26.5%)로 가장 많고, 제조업 24개(24.5%),
도소매업 17개(17.3%) 순으로 나타남

○ 8월말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1조 3,909억 원, 비은행기관 19조 4,567억 원
으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 잔액은 30조 8,4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
월 1,970억 원 감소에서 금월 92억 원 감소하며 감소폭 축소

- 예금은행 수신 :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이 증가(-571억 원 → +498억 원) 전환한 가운
데, 단기시장성 수신이 감소(-192억 원 → -211억 원)하며 예금은행 총수신은 전월 571억 원
감소에서 금월 287억 원 증가 전환
- 비은행기관 수신 : 자산운용회사(-838억원 → -808억원)와 신탁계정(-12억원 → -663억
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증가(+766억 원 → +925억 원)하면서
비은행기관의 총 수신은 전월 1,399억 원 감소에서 금월 379억 원 감소하며 감소폭 축소
○ 8월말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13조 3,716억 원, 비은행기관 9조 3,994억 원으
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여신 잔액은 22조 7,7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110억 원 증가에서 금월 37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 축소

- 예금은행 여신 : 기업대출(-85억 원 → -266억 원)과 가계대출(+141억 원 → -276억
원)이 모두 감소하며 예금은행 대출금은 감소폭 확대(-234억 원 → -514억 원)
- 비은행기관 여신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증가
(+387억 원 → +463억 원)하면서 비은행기관의 총 여신은 전월 344억 원 증가에서 금월
551억 원 증가폭 확대
○ 8월 금융기관 예대율(총여신잔액/총수신잔액)은 73.8%로 전월대비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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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 충북 수출은 9억 2,338만 달러(전년동월대비 27.2% 증가, 전국 +16.5%)
․ 경공업(19.9%), 중화학제품(29.0%) 증가, 1차산품(-4.5%) 감소
․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주요 지역 수출 증가
▶ 9월 중 충북 수입은 4억 6,468만 달러(전년동월대비 1.6% 감소, 전국 +17.5%)
․ 원자재(-1.6%), 소비재(-10.6%) 감소, 자본재(+1.6%) 증가
▶ 9월 중 무역수지는 4억 5천 8백만 달러 흑자

○ 9월 중 충북 수출은 9억 2,338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전국 +16.5%)

- 주요수출품목인 반도체가 IT경기 호황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증가를 견인하였고,
화공품도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차산품(-4.5%) 감소, 중화학제품(29.0%), 경
공업(19.9%) 증가
○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북미(143.5%), 유럽(70.0%), 아시아(19.3%) 지역
증가

- 아프리카(-87.0%), 중동(-16.9%), 대양주(-6.1%) 등 지역 감소
○ 이에 따라 2010년 수출 누계는 73억 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

자료: 무역협회
충북개발연구원

○ 9월 중 충북 수입은 4억 6,468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전국
+17.5%)

- 원자재 수입은 2억 7,54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 자본재 수입은 1억 4,591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소비재 수입은 4,264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6% 감소
○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중동(138.9%), 아프리카(112.8%), 중남미(93.6%),
북미(13.7%) 지역 증가

- 대양주(-22.5%), 유럽(16.3%), 아시아 (-7.6%) 지역 감소
○ 이에 따라 2010년 수입 누계는 44억 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

자료: 무역협회

○ 2010년 9월 중 충북 무역수지는 4억 5천 8백만 달러 흑자 기록
○ 2010년 충북 누계 무역수지는 28억 9천 6백만 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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