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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기종합지수 I

충북지역 경기종합지수는 상승 반전

0 2007년 7월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는 6월 상승 반전 후 연속 2개월 상승하여 122.4를 기록, 

전월대비 0.7% 상승

0 7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한 81.6을 기록

0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월 이후 연속 상승 하여 향후 경기전망을 

밝게 함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의 동향］
（2000=100,%, p）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동행 종합지수 119.9 120.6 121.2 121 120.9 120.8 121.5 122.4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0.3 0.6 0.5 -0.2 -0.1 -0.1 0.6 0.7

순환 변동치 82.5 82.6 82.6 82.1 81.6 81.2 81.3 81.6

순환변동치 전월차 0 0.1 0 -0.5 -0.5 -0.4 0.1 0.3

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동행종합지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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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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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동향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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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충북지 역 기업 경기실사지수의 하락세

■ 7월 전국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전월과 동일 비제조업의 경우 소폭 하락

0 제조업 BSI는 전월과 동일한 87로 부진 지속

0 비제조업 BSI는 전월 87에서 86을 Ip 하락하여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一 비제조업 BSI는 07년 5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 

충북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에 비하여 부진현상이 다소 심화됨

0 제조업 BSI는 전월에 비하여 2p 하락하여 78을 기록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 영상음향통신, 고무 플라스틱 등의 업종은 상승하였으나 비금속 광물등의 

업종은 하락, 대기업(+6p)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一6p)은 하락하였으며 수출기업(+llp)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내수기업(一6p)은 하락

0 비제조업의 7월 업황 BSI는 전월대비 6p하락 하여 84를 기록

- 운수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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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 국
제 조 업 77 83 85 87 87 87

비제조업 76 85 88 88 87 86

矢 td 
布节

제조업 66 74 78 78 80 78

비제조업 76 90 71 81 84 78

100 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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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조업 전국 제조업

충북 비제조업 전국 비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7월 중 충북지역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전국 7월 중 산업생산은 액정표시장치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활동 회복세 지속（전년동월비

14.3%, 전월비 2.1%）

0 전월대비 증가는 반도체 및 부품（반도체, LCD）, 영상음향통신（휴대용전화기）의 생산호조와 지난달 

부진했던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증가로 전환한데 주로 기인

충북 7월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7.7%의 증가세 시현

■브0 공업구조별로는 중공업, 경공업이 각각 8.9%, 4.2% 증가. 재별로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가

각각 9.7%, 8.6% 5.0% 증가하여 제조업 전체적 으로는 7.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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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동향

산업별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등은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감소함

0 전년동월대비 대부분의 산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40.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4.2%), 음식료품 제조업(7.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4%) 등이 증가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3.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3%),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2%). 섬유제품 제조업(2.1%)의 감소

〈표〉산업생산증감률추이 (단위:%)

주: (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통계표의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구 분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월 P 7월 P

전 국
4.9

(-4)

3.1

(14.9)

6.8

(-0.8)

6.7

(1)

7.7

(1.9)

14.3

(2.1)

충 북
2.2

(-7.7)

3.8

(20.9)

6.9

(-0.1)

7

(3.6)

5

(-0.9)

7.7

(-5.3)

음식료
-9.6

(-14.2)

-3.9

(20.1)

7.5

(2.0)

-3.9

(-2.7)

-9.3

(-4.7)

7.6

(1.7)

비금속
-15.4

(-32.7)

7.5

(69.9)

23.9

(14.9)

12.6

(-1.8)

10

(-7.2)

40.3

(-14.1)

전기전자
-15.9

(1.5)

-6.9

(14.5)

1.9

(4.5)

2

(10.2)

28

(9.1)

-2.2

(-22.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5 I----------------------------------------------------------------------------------------------------------------------- -------------------------------

20 . .・.

15 . . • . • . . . * .丰• . .

—10

-15 I-------- -J---------- L_—J______ I_______ I_______I_______ I______ L______ I_______ I_______" …

05/07 05/09 05/11 06/01 06/03 06/05 06/07 06/09 06/11 07/01 07/03 07/05 07/07

충북 전국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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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하-재고 丨

충북지역 출하와 재고 증가세 지속

■ 7월 전국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50.0(NSA, 2000二100)로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

0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30.6%), 자동차(39.0%), 화학제품(6.9%)은 증가하였으며 

섬유제품(—2.8%), 가죽 및 신발 (-7.0%) 등은 감소

- 내수용 출하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수출용 출하는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

■ 충북 7월 출하지수는 12.7로 전년동월대비 8.2%증가하면서 증가세 확대

0 전년동월대비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46.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1.1%), 음식료품 

제조업(11.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6.2%) 등이 증가

0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0.4%)의 감소

0 공업구조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8.9%, 5.8% 증가, 재별로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가 

각각 5.4%. 8.9%, 6.5% 증가

7월 중 전국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0.0 (NSA, 2000二100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0 전월대비로는 영상음향통신(19.4%), 제1차금속(2.5%), 의복 및 모피(7.6%)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3.7%), 석유정제(—6.0%)등은 감소

0 전년동월대비로는 저II차금속(187%), 기타전기기계(33.8%), 사무회계용기계(74.7%)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 및 부품(-6.1%), 섬유제품(—12.5%) 등은 감소

충북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면서 전국평균 3.1%를 크게 상회

0 전년동월대비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53.2%),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 등이 증가

0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4.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4.1%), 섬유제품 제조업(7.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1.4%) 감소

7월 재고순환을 보면 출하와 재고가 동시에 증가한 가운데 출하지수증가율이 재고지수의 증가율 

보다 높아 경기가 확장 됨

-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7.2로 전년동월대비 0.6%감소 (전국 평균 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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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2000=100)

구 분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월 P 7월 P

전 국
1.8 5.1 7.1 7.1 7.5 14.9

(-8) (14.6) (-2.2) (2) (-0.3) (-1.6)

충 북
-3.4 2.9 7.9 7.2 7 8.2

(-6.5) (17.9)
1 (-0.2)

(5.3) (-0.6) (-5.6)

음식료
너 0.1 -3.7 , 7 -3.6 -3.8

'11

(-9.8) (1L5) (-0.2) (3.7) (-17) (4.1)

비금속
-21.9 6.9 26 19.1 14.3 46.2

(-34.4) (64.2) (18.5) (-0.7) (-9.5) (-16)

전기전자
너 5.5 -3.4 6.8 10.8 16 0.9

(-3.7) (16.5) (2.6) (14.2) (12.4) (-16.3)

주 :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통계표의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표〉재고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2000=100)

구 분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월 P 7월 P

전 국

7.2

(1.6)

5.7

(-0.8)

5.9 

(0.2)

2.5

(-1.6)

2.8

(-0.6)

3.1

(2)

춛= ■북

16.9

(-0.6)

19.6

(3.9)

17.4

(2.5)

13.6

(-1.7)

8.6

(0.8)

7.5

(-1.7)

음식료

36.8

(-8.7)

42.1

(7.6)

29.1

(7.5)

9.2

(-11.3)

-6.3

(-2.2)

-0.3

(-2.9)

비금속
21.6

(8.3)

22.5

(5.2)

18.2

H.3)

-5.3

(-5.9)

-14.8

(-0.7)

-14.8

(8.3)

전기전자
46.9

(-9.1)

51.7

(3.1)

37.1

(7.9)

34.4

(10.5)

51

(0.4)

33.2 

(-19.8)

주 : (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통계표의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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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 증감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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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표〉재고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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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동향

재고

〈표〉재고순환지표 추이

제조업 재고순환

수축국면

20
06년 7월

25

5

10 •

07년 7월
5

확장국면

105
0
0

출하

주） 재고순환지표 :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지표

I 취업자쉬

충북지역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7월 전국 취업자수는 23,7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3천명 （1.3%） 증가

0 7월 15세이상인구는 39.2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5천명 （1.1%）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24,5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5천명（1.1%） 증가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一8。천명, 一4.1%）, 제조업（一53천명, 一1.3%）, 도소매 • 음식 

숙박업（一25천명, —0.4%）에서는 감소하였음,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40.6만명） 증가. 

임금근로자중에서는 상용근로자（54.6만명） 위주의 증가 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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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취업자수는 기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증가

0 7월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1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2%)증가하였으며, 경제 

활동참가율은 62.0%

0 산업별취업자 중 농림어업은 전년동월(10만 7천명)대비 4천명(3.5%)이 증가한 11만명, 광공업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25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전년동월(478천명)대비 

5천명(0.4%)이증가한 484천명

0 광공업중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4천명(3.4%) 증가한 124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건설업은 전년동월대비 8천명(15.6%)이 증가한 56천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3천명(2.0%)이 

증가한 161천명,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은 전년동월(64천명) 대비 0.5% 증가한 65천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은 전년대비 6천명(一2.7%) 감소한 202천명

■ 충북 고용률은 2월 이후 증가세 지속 됨

0 7월 중 고용률은 60.7%로 200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60.6%)을 상회함

〈표〉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2000더00)

구 분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 국
1.1

(-0.2)

1.2 

(2.0)

1.2

(1.7)

1.2

(1.0)

1.3

(0.2)

1.3

(-0.3)

天 t=i 
布

0.4

(0.1)

0.2

(4.0)

, 2.0

(4.3)

0.5

(0.2)

1.3

(0.7)

1.9

(0.7)

농림어업 '
-3.9

(-6.3)

6.7

(22.8)

12.7

(23.9)

-0.8

(4.1) I

0.4

(1.5)

3.5

(-3.4)

제 조 업
-2.8

(0.1)

1.9

(-4.7)

-0.6

(-1.2)

0.7

(-3.1)

-0.8 !

(3.4)

3.4

(4.3)

서비스업
2.4

(1.6)

-1.4

(3.5)

0.4

(2.1)

0.6 

(0.1)

2.0 ,

(0.0)

1.1

(0.7)

건설업
-1.0

(-2.8)

1.4

(16.0)

-2.3

(7.4)

-3.9

(1.3)

19.8

(5.7)

15.6 

(-6.2)

주 ：( )안은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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虹 지역경제 동향

〈그림〉취업자수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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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그림〉고용률 추이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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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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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업률 I

충북지역 실업률은 2.0%로 전월대비 0.3%p 하락

7월 중 전국 실업자는 7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천명(-3.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0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하였으며, 여자는 2.7%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7월 충북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0.3%p 하락한 2.0%이며, 실업자는 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

0 성별로는 남자 2.1%, 여자 2.0%로 전월대비 남자는 0.2%p 하락, 여자는 0.3%p 하락

〈 표〉실업률 추이

(단위: %, %p)

2006년 2007년 즈 감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월차 전년동월차

전 국 3.4 3.5 3.4 3.2 3.2 3.2 0.0 -0.2

층 북 2.1 2.4 2.2 2.0 2.3 2.0 -0.3 -0.1

남성 2.7 3.2 2.7 2.1 2.3 2.1 -0.2 -0.6

여성 1.3 1.4 1.5 1.8 2.3 <0 -0.3 0.7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그림〉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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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05/10 06/01 06/04 06/07 06/10 07/이 07/04 07/07

충북 전국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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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 제 동 향

I소비 I
충북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대형 마트 판매액의 증가폭 축소

7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 둔화

0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1%증가

- 음식료품. 의복 - 신발. 가전제품 등의 판매 증가

0 대형마트 판매액 또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7월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둔화

0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한 570억원 기록

0 7월 중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0%감소한 520억원을 기록

0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가운데 대형 마트 판매액은 5월 감소에서 6월 증가로 전환 

하였지만 7월 다시 하락하는 모습

■ 7월 중 충북의 자동차등록대수는 546,088대로 전년동월대비 4.3%증가

0 차종별로는 승용차(5.4%), 화물차(2.1%), 승합차(1.0%), 이륜차(0.7%), 특수차(4.6%)모두 증가

(단위 : 10억원 %)

〈표〉대형소매점 •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 국

대형소매점
3,632

(6.6)

3,887

(9.7)

3,838

(4.6)

3,919

(5.6)

3,666

(9.3)

3,781

(4.1)

대형 마트
2,228

(7.6)

2,240

(13.9)

2,199

(9.4)

2,304

(9.3)

2,226

(11.3)

2,349

(5.4)

矢 t=l
布节

대형소매점
55

(3.8)

-54

(8.6)

55

(9.9)

57 

(0.4)

54

(1.7)

57

(3.9)

대형 마트
53

(9.4)

48 

(7.0)

49

(9.9)

51 

(-1.1)

49

(5.9)

52 

(-2.0)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89
충북경제 lssue& Trend

http://koisis.nso.go.kr


〈그림〉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증감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50.0 --------------------------

40.0

30.0

20.0 시,… ..... •护、•…

10.0 八匚…二/二너£二■二'歹'..…户z二••…

0.0 • - %. ................................ \ r...........................................j....... J . • j...................... W••…辛.-'

-10.0 ................... .......... …V.....................Yi…

-20.0 ................. .....................

-30.0 -J-------  ------------1— -----------1- 一丄一」

05/07 05/09 05/11 06/01 06/03 06/05 06/07 06/09 06/11 07/01 07/03 07/05 07/07

충북 전국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그림〉자동차 등록대수

［충북 저 국

2.4

38.2 1,105

1,772 51

129.8 375.7
3,161

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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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동향

I 물가丨

충북의 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폭은 확대

7월 전국소비入厚가지수는 105.0(2005년二100)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

0 농축수산물은 축산물과 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장마의 영향으로 채소류의 출회감소로 농산물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1.8% 상승

0 공업제품은 커피 등 가공식품류가 올랐고, 경유, LPG(자동차용)등 석유류와 기타 공업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7월 중 충북소비入居가지수는 105.2(2005년二100)로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27% 각각 상승

0 식료품 및 비 주류음료 부문은 어개류(—1.1%), 육류(—1.0%)는 내렸으나 채소 • 해조(10.0%). 

과실 (2.1%), 유지 (2.0%)가 올라 전월대비 1.3% 상승함

0 교통부문은 엔진오일교체료(3.0%), LPG자동차용(2.7%). 중형승용차(1.1%), 경유(0.9%). 휘발유 

(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함

상품성질별로는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은 3.2%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

0 상품에서 농축수산물은 곡물, 축산물, 수산물 등이 하락한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가 올라 전월대비 

1.7% 상승함, 공업제품은 내구재 및 출판물 등이 내렸으나 석유류의 인상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0 서비스에서 집세는 보합을 보였으나 개인서비스와 및 공공서비스가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함

충북의 생활물가는 106.6로 전년동월대비 3.6%상승하였고 전월대비로는 0.5% 상승

0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106.9로 전월대비 4.9%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17.2%, 전년 동기대비 8.3% 각각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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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소비자물가 추이

(2005 더00, %)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저 구
102.4 104.1 104.5 104.6 104.6 105

선 국
(2.4) (2.2) (2.5) (2.3) (2.5) (2.5)

天 td
102.4 104.3 104.7 105 104.9 105.2

(2.4) (2.4) (2.5) (2.7) (2.7) (2.7)

사 n
101.5 102.4 102.9 103.3 103 103,6

o S
상 품____________

(1.7) (1.2) (1.7) (1.8)
‘ (1.8)

(2.1)

성질별
103.1 105.7 106.1 106.2 106.2 106.4

서비스
(2.9) (3.3) (3.3) (3.3) (3.3) (3.2)

102.9 105.1 105.8 106.3 106.1 106.6

생활물가지수
(2.7) (2.6) (3.0) (3.5) (3.3) (3.6)

주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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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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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동향

I 건축허가면적 I

충북의 건축허가면적은 7월중 전년동월 대비 29.1% 감소

■ 7월중 충북의건축허가면적은 연속 3개월 증가에서 감소로반전

0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은 주거용이 135.1%, 공공용이 2010% 증가하였지만 상업용. 공업용.

교육용 등이 모두 감소하여 7월 건축허가면적은 29.1% 감소

—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비중은 주거용이 2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가운데 교육사회용

25.0%, 공업용 16,2%, 상업용 11,7%, 공공용 11,0%, 농림수산용 3.7%%를 점유

〈표〉건축허가 면적 추이
(단위 천"%)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天 td
8,005 436 689 457 583 568

(216.4) (-50.5) (34.8) (75.9) (36.8) (-29.1)

주거용
64 100 72 104 268 151

(-39.0) (-79.6) (-73.5) (39.4) (80.3) (135.1)

고고요
O O O

3 

(-6.6)

2

(5.2)

2 

(-42.3)

9

(279.6)

7

(72.1)

62 

(2,010.0)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중북통계사무소

〈표〉건축허가면적 증감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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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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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용도별 건축허가 면적 (단위:천肝)

33.2

150.5
142.2

66.3
62.3

92.0 21・3

주거용 상업용 농림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교육/사회용 기타

I 건설발주액 I

7월 충북 건설발주액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 대비 큰폭 증가

■ 7월 전국의 건설발주액은 전월 대비 큰폭(-49.0%)으로 감소

0 전년동월대비 16,9% 감소한 6조 595억원 발주

■ 7월중 충북의 건설발주액은 2,072억원을 발주하여 전년동월대비 153.9% 증가

0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312억원, 민간부문 1,333억원 발주

0 공종별로는 건축 699억원, 토목 1,372억원 발주

(단위: 백만원, %)

2006년 2007년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월

전 국
7,291,294 

(10.0)

7,941,851

(30.9)

7,840,640

(48.2)

7,096,265

(-0.5)

11,901,631

(28.5)

6,059,512

(-16.9)

天 fed
布

81,614

(-14.2)

93,396

(-56.9)

114,555

(24.4)

82,101

(-32.4)

367,943

(47.5)

207,220

(153.9)

주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94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http://koisis.nso.go.kr


" 지역경제 동 향

〈표〉건설발주액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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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200.0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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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

자료 : 통계청, http：//koisis.nso.go.kr

〈그림〉발주자별 건설발주액 （단위:백만원

31295

133,328

민간

〈그림〉공종별 건설발주액 （단위백만원

69,980

137,207

건축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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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가격 I

충북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7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115.7로 전년동월대비 9.4%상승 （전월비 0.3% 상승）

0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종부세 기준일 전후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도세가 감소하고 방학 이사 

수요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04.1 로 전년동월대비 5.5%상승（전월대비 0.1% 상스

0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재개발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남

7월 중 충북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였으며, 전월비로는 0.1% 하락

0 지역별로는 청주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월비로는 0.1% 하락

0 충주는 전년동월대비 0.3%상승, 전월비로도 0.1%하락

충북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월 비로는 0.1% 하락

0 청주지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하였으나, 전월비로는 0.1% 상승

0 충주지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전월비로도 0.2% 하락

(2003.9 二 100,%)
〈표〉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률

7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매 매

전 국 105.8 115.1 115.2 115.3 115.4 115,7 0.3 9.4

충북 108.8 108.5 108.7 108.5 108.4 108.3 -0.1 -0.5

청주 111.2 111.6 111.9 111.6 111.6 111.5 -0.1 0.3

충주 104.3 101.6 101.3 104.7 104.7 104.6 -0.1 0.3

전 세

전 국 98.7 103.6 103.9 104.0 104.0 104.1 0.1 5.5

충북 104.3 104.8 105 104.7 104.7 104.6 -0.1 0.3

청 주 103.2 103.1 103.4 103.1 102.9 103.0 0.1 -0.2

충주 106.9 108.6 108.7 108.5 108.6 108.4 -0.2 1.4

자료: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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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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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f …' ........ 」、7二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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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 1--------—1---------- i——:——I----------- 1------------ 1----------- 1------------ 1-----------J------------ 1----------- 一 ——1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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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매매 충북전세 전국매매 전국전세

자료:국민은행

I 예금은행 예금 - 대출 I

충북의 예금은행 예금은 전월대비 감소, 대출은 전월대비 증가세 둔화

7월중 전국의 예금은행 예금과 대출은 전월대비 감소

0 예금은행 예금잔액은 58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증가하였으며, 전월비로는 2.0%감소

0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75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9%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1.0%증가

7월 중 충북의 예금은행 예금은 전월대비 3.5% 감소（전년동월대비 9.5증가）

0 예금은행 요구불예금은 전월 말일의 대기성 결제자금이 처리됨에 따라 전월대비 감소. 저축성예금은 

고수익 금융상품으로의 이동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큰폭 감소

충북의 예금은행 대출은 전월대비 0.4%증가（전년동월대비 15.3%증가）

0 산업대출은 부가세 납부등 계절적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 가계대출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 늘어 전월의 증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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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추이

단위10억, 말잔）

2006년 2007년 증감률

7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예

금

전 국 565,138 579,151 581,444.1 593,415.7 581,274.0 -2.0 2.9

天匕1 
布节 7,655 8,160 8,411.5 8,682.4 8,379.80 -3.5 9.5

요구불예금 1,216 1,366 1,234.7 1,334.5 1,259.8 -5.6 3.6

저축성예금 6,439 6,794 7,176.8 7,347.9 7,120.1 -3.1 10.6

대

출

전국 657,415 728,295 735,674.4 747,823.0 755,114.0 1.0 14.9

충북 9,499 10,583 10,720.0 10.911.6 10,952.80 0.4 15.3

산업대출 5,198 5,839 5,887.7 6,000.3 6,006.6 0.1 15.6

중소기업대출 4,296 4,912 5,221.9 4,978.4 4,962.6 -0.3 15.5

자료:한국은행

〈그림〉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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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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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중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하락하여 5.3을 기록

〈그림〉요구불예금 회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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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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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

자료:한국은행

2007년 7월 중 충북지역 예대율은 123.5로 전국평균 85.9를 크게 상회

〈그림〉예대율 추이

1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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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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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I
충북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은 증가세 유지

■ 전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은 증가세 유지

0 6월 전국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액은 921조로 전년동월대비 15.8% （전월비 2.9%） 증가

0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액은 전년동월대비 21,8% （전월비 1.9%） 증가한 334조

■ 6월 충북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및 수신은 증가규모가 확대

0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신탁계정은 고수익 펀드로 자금유입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특정금전신탁의 감소세 

지속. 상호저축은행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가로 전환, 신용협동조합은 만기 도래에 

따라 자금인출로 자유저축예탁금 및 정기예탁금이 줄어 증가폭 축소, 새마을금고는 정기예탁금 및 

정기적금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로 전환

0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신탁계정은 증가규모 축소, 상호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는 일반자금대출 및 자리예탁금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규모 확대. 상호금융은 일반대출 등이 늘어 증가폭 확대

〈표〉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추이
（단위 : 10억, %, 말잔）

2006년 2007년 증감률

6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수 신

전 국 795.856.7 881,819.2 880,163.4 894,956.6 921,237.9 2.9 15.8

충 북 11,507.2 12,487.2 12,453.6 12,394.3 12,480.2 0.7 8.5

여 신

전 국 275,050.6 312,401.2 318,338.6 328,559.2 334,962.7 1.9 21.8

충 북 6,370.1 6,850.7 6,952.9 7,024.2 7,136.5 1.6 12.0

자료:한국은행

〈그림〉비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액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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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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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음부도율 I
충북지역 어음부도율은 상승

7월 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전월보다 0.03%p 하락한 0.1%
0 어음 교환금액은 8.8%（137조 5,469억원） 증가한 데 비해 부도금액은 18.6%（841억원 감소

7월 중 충북의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0.09%p 상승한 0.22%
0 지역별로는 청주지역（0.12%p） 및 충주지（0.03%p） 역이 상승한반면 제천지역은 전월수준을 유지

0 업종별로는 도소매업（8.4억원）, 제조업（+6.8억원） 등이 전월보다 증가하였으나 운수업（一2.4억원） 

및 건설업（一1.7억원）은 전월보다 감소

〈표〉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p）

2006년 2007년 증 감

7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월차 전년동월차

어음부도율

전국 0.1 0.11 0.09 0.13 0.1 -0.03 0

夭 t=J
3节 0.28 2.46 0.2 0.13 0.22 0.09 - 0.06

청 주 0.32 2.94 0.2 0.15 0.27 0.12 -0.05

충주 0.15 0.51 0.24 0.01 0.04 0.03 ,-0.11

제 천 0.05 0.29 0.14 0.09 0.09 0 0.04

부도업체수
전국 211 169 197 173 214 41 3

天 t=j 
布HT 1 6 12 4 2 -2 1

자료:한국은행

〈그림〉어음부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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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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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출 I
충북지역 수출 두자리 증가세 지속

■ 7월 전국의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0 품목별 수출(산업자원부 추정)은 자동차(64.7%), 무선통신기기(30.5%), 철강제품(29.2%)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0 지역별로(산업자원부 추정)로는 대뗘(65.4%). 대중(30.4%), 대미(24.7%)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

07년 7월 중 충북 수출은 7억 9,6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18.7%(전국+17.8) 증가

0 1차산품 42.3% 증가, 경공업 29.2% 증가, 중화학공업 17.7% 증가

0 그간 부진을 보였던 반도체(9.1%)가 두자리수 증가율에 육박하면서 전자 전기(5.1%)수출이 상승 

했고, 자동차 부품(283%)이 호조세를 보임

0 지역별로는 중화권수출이 호조(20.2%)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세를 주도. 6월중 감소세를 기록했던 

미국(31.5%)이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고, 일본(17.3%), 중동(76.6%)지역도 호조세를 유지

〈표〉수출액 추이
(단위:백만불, %)

2006년 증 감2007년

전국 25,774 29,962 31,118 32,211 30,358

671 657 675 760 796

전월비

-5.8

4.7

충북
전기전자 485

61

53

389

130

58

400

134

60

473

135

62

510

142

59

7.8

5.2

-4.8

전년동월비

17.8

18.6

5.2

132.8

11.3

기 계

화 학

7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림〉수출증감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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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동향

I 수입 I
충북지역 수입은 증가세 감소

7월 중 전국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한 292.45억불

0 내수회복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 원자재 수이증가율이 크게 증가

07년 7월 중 충북 수입은 6억 3,300만불로 전년대비 7.8%(전국 +14.5%)증가

0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0%를 점유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2.5% 증가하였지만 

IC(—52.0%)와 컴퓨터부품(—57.7%)은 감소

0 자본재 수입은 25.0% 감소하였으며 전자부품(—35.8%), 산업용 전자(—33.4%), 산업기계 

(—30.5%)는 감소

。충북 주요 수입지역은 아시아가 60.1%이며 상대국별 총수입 비중을 금년 7월 누계로 보면 일본 

(32.2%), 중국(20.0%), 미국(18.7%), 독일(5.2%) 순으로 나타남

(단우I: 백만불, %)

〈표〉수입액 추이

2006년 2007년 증 감

7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국 25,550 29,326 29,724 28,453 29,245 2.8 14.5

587 614 636 676 633 -6.4 7.8

天 = 전기전자
5 =? ___________

167 168 156 161 123 -23.6 -26.3

화 학 129 154 148 136 174 27.9 34.9

플라스틱 58 81 94 96 94 -2.1 62.1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림〉수입증감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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