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

인천 2020-46호

이 자료는 9월 29(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8일(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제목: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0년 9월호) 발간
□ 한국은행은 9.25일(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0년 9월호*를 발간
* 한국은행의 15개 지역본부가 2020년 8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권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였으며 모니터링
기간 중에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23~8.29일) 및 강화된 사회적 거
리두기(8.30~9.13일, 2.5단계)가 시행됨

ㅇ 2020년 3/4분기중 지역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도 대부분 권역의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권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수 회복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인천경제에 대한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모니터링 결과 2020년 3/4
분기중 인천지역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ㅇ 상기 보고서에는 현장리포트 “인천항,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도 수록됨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1.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1부.
2.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3. 현장리포트(“인천항,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 1부.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김아현 과장
Tel: 032-880-0047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경기 개황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지역경제는 코로나

대경권은 내수 부문의 자동차부품, 수출용 섬

19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권역의

유 및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강원권은 라면류와 유제품, 수출용 자동차

제주권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수 회복에 힘입어

부품이 호조를 보였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은 반도체가 서버 수요 둔화 및 모바일
권역별 경기

수요 회복이 상쇄되면서 보합에 그친 가운데

1)

의약품과 기계장비도 2/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
다. 동남권은 전반적인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기계장비, 철강, 석유화학·정제, 금속
가공 등이, 충청권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
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2/4분기 수준에 머
물렀다. 호남권은 철강이 전방산업 부진에 따
른 생산량 조절로, 조선이 LNG선 신규 수주와
양호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악
화 등의 영향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제주
권은 관광객수 회복으로 알콜음료가 소폭 늘었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고용 및 금융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으나, 비알콜음료가 감소하고 식료품이 보합세

모니터링 결과 향후 권역별 경기 전망에는 국

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는 2/4분기 수준에 머

내외 수요회복 기대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물렀다.

지속의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권역별 제조업 생산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생산

◇

◇

◇

◇

▲

▲

◇

주: 1) 2/4분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증가, 보합을 나타냄

(제조업 생산 보합)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대경권과 강원권이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충청권과

소폭 증가하였고,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은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3/4분

2/4분기 수준에 그쳤다.

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충청권은

디스플레이가

주요

스마트폰의

이 증가하였으나 긴 장마와 해수욕장 조기 폐

OLED패널 탑재 비중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은

장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및 운수업이

일부 생산시설 재가동으로, 자동차부품은 해외

부진하였다. 호남권은 국내외 여행수요 부진과

생산과 판매 회복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

수출입 물동량 위축으로 도소매업 및 운수업이

로 조사되었다. 제주권은 음료 및 식료품을 중

부진하였다. 강원권은 저비용항공사들의 영동

심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노선 확대로 운수업이 증가하였으나 일기
불순 등에 따른 피서객 감소로 숙박·음식점업

수도권은 자동차와 석유화학·정제가 소폭 늘

은 부진하였다.

겠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장비 등 대부
분의 주력업종 생산이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

한편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주택

로 보인다. 동남권도 자동차 및 부품의 소폭

거래가 늘며 부동산업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관

증가 또는 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 기

광지 폐쇄 및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도소매업과

계장비,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은 생산이 정

숙박·음식점업이 부진하였다. 대경권은 국내선

체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권은 철강과 조

이용객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운수업이 증가했으

선, 대경권은 자동차부품과 기계장비 등을 중

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 및 도

심으로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권의 경우

소매업이 2/4분기의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시멘트와 라면류가 각각 수해복구 수요 및 국
내외 판매 호조로 증가하겠으나, 의료기기와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1)

알콜음료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4분기 수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

◇

▼

◇

▼

▲

주: 1) 2/4분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권이 2/4분기

높은 불확실성으로 전 권역에서 3/4분기 수준

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동남권,

에 머물 전망이다.

호남권 및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고 충청권 및
대경권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은 사회적 거리두
기 장기화에 따른 외출 자제와 가계의 소득여

제주권은 내국인 관광객수가 회복세를 보이면

건 악화로, 운수업은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의

서 숙박·음식점업 및 렌터카업을 중심으로 소

부진 지속으로, 교육서비스업은 대면 수업 제

폭 증가하였다.

한 등으로 3/4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각종

한편 3/4분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조를 보

시설 운영이 제한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및 교

였던 부동산업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소폭 감

육서비스업이 부진하였다. 동남권은 부동산업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은 소폭 감소,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은 3/4

수요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 소폭 감소)
(설비투자 보합)
3/4분기 중 소비는 대경권 및 제주권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수도권 등 여타 권역은 소폭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충청권이 소폭 증가한

감소하였다.

반면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은 2/4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대경권은 지역화폐 도입,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비 촉진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

충청권은 반도체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디스플

였으나 긴 장마로 하절기 의류 및 레저용품 판

레이가 QD-OLED 분야에서, 제약·바이오는

매가 부진하면서, 제주권은 음식점, 숙박 등

바이오시밀러 및 유산균 분야에서 투자가 증가

관광 관련 소비가 늘었으나 대형마트 등 도소

하였다.

매업의 부진으로 2/4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수도권은 디스플레이가 증가하였으나 반
한편 수도권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야외활

도체가 상반기 중 큰 폭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

동 위축으로 의복, 신발·가방 등이 감소하였

로 감소하였다. 동남권은 자동차가 신차 및 전

다. 동남권은 여름철 긴 장마와 저온으로 여름

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변경 투자로 증가하였으

상품 및 냉방가전 판매가 부진하였다. 충청권

나 석유정제는 업황 부진 장기화로 감소하였

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축소와 정부와 지

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이 사업구조 변경 차원

자체의 이전지출 영향 감소로 자동차, 가구가

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2/4

부진하였다. 호남권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통신

분기에 이어 지속하였다. 대경권은 철강, 휴대

기기 및 서비스 등이 감소하였다. 강원권은 외

폰 및 디스플레이에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부활동 축소로 레저용품, 의류·잡화 및 화장

투자에 그쳤다. 강원권은 의료기기가 개인위생

품 소비가 부진하였다.

및 방역용품 관련 투자가 늘었으나 자동차부품
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보류하면서 감
소하였다. 제주권은 음식료품이 신제품 출시를

권역별 소비1)

위해 투자를 늘렸으나 렌터카업, 숙박업 등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투자여력 감소로 부진하였다.

◇

주: 1) 2/4분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보합, 감소를 나타냄

권역별 설비투자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향후 소비는 정부의 추경 편성 등이 긍정적 영

◇

향을 미치겠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

▲

◇

◇

◇

주: 1) 2/4분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증가, 보합을 나타냄

주체의 소비심리 위축과 소득여건 악화로 호남

3

◇

향후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

으로 2/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전 권역에서
3/4분기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권역별 건설투자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대부분의 권역에서 석유화학·정제, 철강, 조

▼

선 및 자동차부품 등의 업황 회복 불확실성 지

◇

◇

◇

◇

◇

◇

주: 1) 2/4분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보합, 감소를 나타냄

속으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그칠 전망이
다. 다만 수도권의 반도체와 충청권의 디스플

향후 건설투자는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이 소

레이 등 IT업종에서는 증가가 예상된다.

폭 감소하고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
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동남권은 건축허가면적 감소,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

3/4분기 중 건설투자는 수도권이 소폭 감소하

었다. 충청권은 대규모 착공계획 지연, 재정여

고 동남권 등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인 것으

력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로 조사되었다.

호남권은 토목건설이 증가하겠으나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부진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토목건설은 집중호우, 코로나19 장기화

수도권은 토목건설 수주 부진, 민간 주택사업

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위축 등으로 3/4분기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대경권은 상업용 건물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동남권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2/4분기

SOC투자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준을 유지하였다. 충청권은 주거용과 비주거

강원권은 토목건설이 수해 지역 보수공사를 중

용 건물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토목건설이 SOC

심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건물건설은 감소할

예산집행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호남

것으로 보인다. 제주권은 민간부문의 부진이

권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이 부진하였으나,

지속되겠으나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토목건설은 각 지자체의 공사발주가 늘어나면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서 증가하였다. 대경권은 상업용 건물이 소폭
감소한 반면, 주거용 건물 부진이 다소 완화되
고 지자체의 SOC 투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수출 소폭 감소)

강원권은 건물건설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토목
건설은 장마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사

3/4분기 중 수출(전년동기대비)은 모든 권역이

지연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제주권은 민

부진하였다. 다만 2/4분기에 비해 감소폭은 축

간부문의 부진을 공공부문이 상쇄하며 전체적

소되었다.

4

동남권은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기계

전반적인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호남권은 대

장비, 철강금속,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선박

부분의 수출품이 전년동기대비 소폭의 감소세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였다.

를 이어가겠으며, 대경권과 강원권은 철강, 자
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수도권은 의약품, 반도체 등이 늘어났으나 자

조사되었다.

동차, 석유화학‧정제품, 디스플레이, 철강 등 여
타 주력제품의 부진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

고용: 취업자수 감소폭 축소

소하였다. 충청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선박, 자

7~8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동차 등이 늘어났으나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

27.4만명 감소하여 2/4분기(-40.9만명)보다 감소

품, 철강이 큰 폭 감소하였다. 대경권은 디스

폭이 축소되었다. 충청권, 호남권은 증가하였

플레이가 전년동기 수준을 보인 가운데 휴대폰

으며 나머지 권역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다

및 부품, 철강 등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였다.

만 강원권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강원권은 자동차부품, 합금철, 의료기기, 알콜
음료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제주권은
취업자수 증가1)

반도체 설계와 농수산물 수출이 부진하였다.

20.2/4분기

권역별 수출1)

30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20.7~8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

▼

▼

(전년동기대비, 만명)

30

20

20

10

10

0

0

▼

주: 1)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수출은 수도권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부
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수도권은 반도체, 석유화학‧정제,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제주권은 반도체 설계 수출이 늘어나겠으나 농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수산물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 전환)

동남권은 선박 수출이 늘어나겠으나 나머지 주
력 수출품의 부진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의

7~8월 중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월평균)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권도 컴퓨터

대경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2/4분기의

및 주변기기, 의약품, 전기장비를 제외하고는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5

는 농산물 가격이 장마·집중호우로 큰 폭 오
른 데 주로 기인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20.2/4분기

1

(전년동기대비, %)

20.7~8월
(전년동기대비, %)

0.5

1

0.5

0

0

-0.5

-0.5

-1

-1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7~8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제주권이 감

소세가 지속된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2/4분
기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1)
20.2/4분기
(전분기말월대비, %)

1.2

20.7~8월
(전분기말월대비, %)

1.2

0.9

0.9

0.6

0.6

0.3

0.3

0.0

0.0

-0.3

-0.3

-0.6

-0.6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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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개황: 보합

생산

3/4분기중 인천지역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제조업 생산 보합)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
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보합수준으로 조사되었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의 수준을 유

다. 수요 동향을 보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모두

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기계장비가 증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가한 가운데 의약품은 보합수준을 나타냈으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철강, 석유화학‧정제 및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

감소하였다.

향통신은 감소하였다.

7~8월중 취업자수는 2/4분기보다 감소폭이 축

자동차는 완성차업체1)의 신차 등이 북미 지역

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에서 호응을 얻으면서2) 증가하였으며, 기계장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비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건설 등의 경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

기부양책으로 중국 건설기계 시장이 빠르게 회

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3)되면서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올해 초 유럽
및 미국에서 출시된 바이오시밀러 제품4) 판매

경기 레이더1)

가 지속되면서 2/4분기의 수준을 이어갔다. 반
면 철강은 장마의 장기화5)에 따른 건설공사
지연으로 봉·형강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업체가 하절기 보수를 실시6)하면서 감소하였
다. 석유화학‧정제는 수요 회복 둔화7)와 수익
성 악화8)로 감산에 들어가면서 감소하였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도 국내외 수요

1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수출은 전년동
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 ~ +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
소), -0.5 ~ +0.5는 보합,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1) 한국GM의 부평공장 자동차 생산대수는 7월중 2.8만대로 전기(월평균)대비 57.1%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2) 한국GM은 올해 초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준중형SUV)를 출시하였는데, 미국 자동차 리서치업체 아이씨카(iSeeCars)는 트레일블레
이저를 2분기중 미국 출시된 신차 중에 가장 빠르게 판매된 차량(대리점 입고 후 고객 인도까지의 기간이 평균 19일로 짧음)
으로 선정하였다.
3) 중국내 굴삭기 판매량이 7월중 1.6만대(전년동기대비 +59.8%), 8월중 1.8만대(+56.6%)를 기록하였다.(중국공정기계협회)
4) 셀트리온은 2월중 유럽에서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출시하였는데 2분기중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에 대한 승인을 추가로 획득함에 따라 하반기에 판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은 3월중 허쥬마(유
방암·위암 치료제)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4월중 온트루잔트(유방암·위암 치료제)를 미국에서 각각 출시하였다.
5) 금년 장마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54일(중부지방 기준)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2013년, 49일)을 경신하였다.
6) 동국제강은 7~8월중 전 공장 하절기 보수를 실시하였다.
7) 긴 장마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7월중 국내 석유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7.4%로 감소한 7,310만 배럴에 그쳤다.(한국석유공사)
8)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9.11일 배럴당 39.27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4.22일보다 19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중 국
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4.6%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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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9)은 코로나19로

제조업 생산지수1)2)

인해 방문객 급감이 지속되면서 휴가철 성수기

인천

20

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이 지연되며 2/4분기

전국

(전분기대비, %)

(전분기대비, %)

수준에 머물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름 휴

20

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증가한
반면, 운수업은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의 국제선

보합
10

10

운항편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운항 회복이 지
연10)되고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11)이 감소하
0

0

-10

면서 부진하였다.

-10
16.3/4

17.3/4

18.3/4

19.3/4

서비스업 생산지수1)2)

20.3/4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임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인천

6

전국

(전분기대비, %)

(전분기대비, %)

3

보합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석유화학‧정제는 석유제

0

6

3

0

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
향통신은 코로나19로 부진했던 5G 사업이 회

-3

-3

복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계장비
-6

도 부진했던 북미 및 유럽 건설기계 시장이 개

-6
16.3/4

선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의

17.3/4

18.3/4

19.3/4

20.3/4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임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약품은 해외에서의 판매 호조가, 자동차는 신
차 판매가 지속되면서 3/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도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수요 둔화가 계속되면서 보합수준을 나타낼 것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로나19 2차 대유

으로 기대되었다.

행 우려 등으로 도소매업은 전분기의 부진한
수준을 유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소폭 감
소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운수업은 소폭 증가

(서비스업 생산 보합)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도 2/4분기와 유사한

9) 인천상공회의소의 소매유통업경기조사(124개 업체 대상, 6.2~24일)에 따르면 업태별로 3/4분기중 편의점은 하절기 성수기 및 판
촉행사 등으로 매출 상승을 예상한 반면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의무휴업 등의 규제로 부정적 전망을 하였으며 슈
퍼마켓은 온라인구매 확대로 인해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0) 인천공항의 7~8월중 운항편은 16,607편으로 전분기(월평균)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76.5%로 크게 감소하
였다.
11)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7월중 1,142만톤으로 전분기(월평균)대비 –7.5%, 전년동월대비 –11.3%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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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

수요

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3/4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코로나

(소비 보합)

19의 확산세와 방역지침 변화 여부가 소비심리
3/4분기중 소비는 8월 중순까지는 코로나19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확산세 진정 및 이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개선되었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설비투자 보합)

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 등으
로 2/4분기의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중 설비투자도 2/4분기와 유사한 수준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13)가 자

을 보였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제조

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축소14)로 둔화되고 냉

업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투자로, 철강 제조

방가전 등의 가전제품 판매도 긴 장마로 인해

업은 하절기 보수 실시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준내구재는 의복, 신발‧

편 기계장비, 자동차 및 의약품 제조업은 보합

가방 등이 부진하였으나 기타 준내구재가 증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석유화학‧정제업은 건설업,

하면서 2/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내구재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부진으로 신규투자가 제

도 음식료품과 의약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화

약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장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설비투자실행BSI1)
소매판매액지수

1)2)

인천

10

전국

(전분기대비, %)

120
(전분기대비, %)

보합
5

120

10

100

5

100
보합

0

0

-5

80

80

-5
60

60
16.3/4

-10

17.3/4

18.3/4

19.3/4

20.3/4

-10
16.3/4

17.3/4

18.3/4

19.3/4

20.3/4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임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12) 정부는 8.30~9.6일중 수도권에 대하여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일반음식점 등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을
허용,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매장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 수
업만 허용, 정부 및 공공기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포함)를 실시하였다.
13) 인천지역의 7~8월중 신규승용차 등록대수는 월평균 15,962대로 전분기(월평균)대비 11.0% 감소하였다.
14)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3~6월중 1.5%로 인하되었다가 7~12월중에는 3.5%로 인하폭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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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소폭 감소)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영
상음향통신 및 의약품 제조업은 3/4분기와 비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나 석유화학‧정제업,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미국 및 유럽시장

철강 및 기계장비 제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와 판매확대로

업황 악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
신도 5G 확산과 웨어러블 제품 판매확대로 반

(건설투자 소폭 증가)

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업체의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

신차 출시로 완성차 수출물량이 증가18)하면서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개발사업15)의

보합수준을 보였다. 한편 철강은 코로나19로

착공 등으로 주거용 건물16)의 건설 부진이 완

인한 전방산업 부진으로, 기계장비는 글로벌

화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건설기계 시장의 회복 지연으로, 석유화학‧정제
는 석유제품 수요위축 지속 등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100

수출1)

100

인천

증가
(소폭)

80

80
40

60

60

40

40

20
17.3/4

18.3/4

19.3/4

(전년동기대비, %)

20
감소
(소폭)

-20

20.3/4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40

20

0

20
16.3/4

전국

(전년동기대비, %)

0

-20

-40

-40
16.3/4

17.3/4

18.3/4

19.3/4

20.3/4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금년 들어
건축 및 토목부문 수주액17)이 모두 감소한 것
을 감안하여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5) DCRE(OCI의 자회사)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작년 10월 OCI의 옛 인천공장 및 인근 부지 155만m2에 1만2천여세대 공
동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공사비 총 2조 8천억원)을 수주하여, 금년 4월 착공에 들
어갔으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사업 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16) 인천지역의 주거용 건물 착공면적은 2분기중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한데 이어 7월중에도 55.3% 증가하였다.
17) 1~7월중 인천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23.3%(건축부문 –19.8%, 토목부분 –56.7%)로 감소하였다.
18) 인천지역의 완성차 수출대수는 7월중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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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취업자수 증가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철강은 전방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자동차는 코
로나19 확산에도 신차 판매 효과로 전년과 비

6

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기

(만명)

(만명)

6

4

4

2

2

0

0

계장비는 주요국의 건설 등 경제활동 재개 등
으로, 석유화학‧정제는 전년도 정기보수 및 생
산중단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전자부품‧컴퓨터
-2

-2

‧영상음향통신도 각각 해외 판매확대 지속과
-4

5G 확산 본격화 및 비대면 사회 전환 관련 반

16.3/4

도체 수요 확산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17.3/4

18.3/4

19.3/4

-4
20.7~8월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었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고용: 취업자수 감소폭 축소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7~8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9만명 줄
어 2/4분기(월평균 -3.2만명)에 비해 감소폭

7~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숙박·음

0.8%로 2/4분기(0.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

식점업의 감소폭은 전분기대비 소폭 확대되었

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으나 건설업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이 증

폭이 확대되었고 내구재, 화장품, 기타공업제

가로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품 등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의 가격 하락폭은

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소폭 축소(2/4분

크게 축소되었다. 아울러 서비스의 가격 상승

기 -2.8만명 → 7~8월 -2.6만명)되었고 임

폭도 학원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

금근로자수는 임시근로자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로 소폭 확대되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 가격

일용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증가로 전

은 도시가스 가격 인하로 하락 전환되었다.

환(-0.3만명 → +1.7만명)되었다.

19) SK인천석유화학은 설비 안정성 확보 및 운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기보수(3~4년 주기)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총40일
(9.25~11.3일)간 가동을 정지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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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

인천

3

주택매매가격

전국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2

2

3

주택전세가격
(전분기말월대비, %)

(전분기말월대비, %)

2

2

1

1

0

0

-1
16.3/4

17.3/4

18.3/4

19.3/4

1

1

0

0

-1

-1
20.7~8월

16.3/4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7.3/4

18.3/4

-1
20.7~8월

19.3/4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기업자금사정: 개선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자부품‧컴퓨

7~8월중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

터‧영상음향통신, 자동차, 기계장비 등 모든 업

기말월대비 각각 0.33%, 0.18% 오르며 2/4분기

종에서 개선되었으며, 비제조업도 운수업은 소

(0.81%, 0.4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폭 악화되었으나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이 나아

매매가격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지면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17일, 7.10일)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업자금사정BSI1)

(8.4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서 상승을 지속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전세가격도 입주물량 증가20) 등

100

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100

90

90

80

개선

80

70

70

60

60

50

50

40

40
16.3/4

17.3/4

18.3/4

19.3/4

20.3/4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20) 인천지역의 3/4분기중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5,808호로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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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인천항,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
2020년 1~7월 중 인천항 물동량은 수출입 물

화종별로는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미‧중 무

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역분쟁, 경기 둔화, 지정학적 갈등

23)

등의 영향

8,861만RT(Revenue Ton) 를 기록하였다. 이

으로 2020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는 전국 주요 항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

2/4분기 이후 신규항로 를 통한 아시아 국가

호한 실적이다.

와의 교역량 증가 , 공컨테이너 수출 증가

21)

24)

25)

26)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1~7월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1~7월 중 주요 항만별 물동량

27)

2019.1~7월중 물동량(좌축)

2.5% 증가한 182.9만TEU 를 기록하였다.

2020.1~7월중 물동량(좌축)

2020.1~7월중 증감률(우축)
(만RT)

(전년동기대비, %)

30,000

0

인천항 물동량
25,000

(만RT, 만TEU, %)

-3

20,000

2018

-6
15,000

총물동량

-9
10,000

(만RT)
-12

5,000
0

-15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16,360 15,745 8,861 4,016 3,703 1,142
(-1.2) (-3.8) (-2.2)

(2.6) (-4.1) (-11.3)

2,988 2,874 1,551

717

(만RT)

(11.1) (-3.8) (-9.1) (-3.3) (-8.5) (-18.3)

(만RT)

부문별로는 연안 물동량이 바다모래 채취 재개

7월

수출
부 수입
문
별 (만RT)
연안

자료: 해양수산부

2019 1~7월

2020
1/4
2/4

635

10,703 10,516 5,693 2,604 2,341

200

749

(1.1) (-1.8) (-6.6) (-3.3) (-8.5) (-11.3)

2,617 2,270 1,557

680

692

184

(-18.8) (-13.1) (27.6) (35.5) (30.8) (-2.5)

컨테이너 312.1 309.2 182.9 69.6 84.2 29.2
화 (만TEU)
(2.4) (-0.9) (2.5) (-2.1) (4.0) (10.3)
종
비컨테이너11,187
10,304 5,979 2,853 2,421
705
별
(-6.3) (-7.9) (-0.7) (4.3) (-1.0) (-16.2)
(만RT)

22)

로 큰 폭(27.6%) 증가 하였다. 그러나 코로
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유류, 자동차 등의 교역
이 줄면서 수출 및 수입 물동량은 각각 9.1%,

주: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해양수산부

6.6% 감소하였다.

21) 해상운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무게 단위로 용적톤(화물부피 1.133㎡를 1톤으로 환산한 무게 단위)과 중량톤(1,000kg을 1톤으
로 환산한 단위)중 높은 쪽을 선택하여 산출되며, 전체 및 비컨테이너 물동량 표시 단위로 사용된다.
22) 정부가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규제함에 따라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서해상의
바다모래 채취가 2019년 10월부터 향후 3년 간 허용되면서 인천항의 바다모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2019.3/4분기 0.2만
RT → 4/4분기 191.6만RT → 2020.1/4분기 194.1만RT → 2/4분기 248.8만RT).
23) 미국의 이란 제재(2018.8월)에 따른 항로 단절로 이란 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였다.
24)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인천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두 개의 컨테이너 항로(IA8 및 IA88)를 신설하였다.(2020.2월)
25)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3.4%(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물동량은 자국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및 경제활동 재
개로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어 1~7월 중 전년동기대비 0.9% 늘어났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물동량도 동 기간 중 각각
3.9%, 11.3% 증가하였다.
26) 2020년 1~7월 중 인천항의 공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52.5만RT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다.
27) 컨테이너 물동량 표시 단위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가 1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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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1~7월 중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

주요 품목별 인천항 비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만RT %)

량(5,979만RT)은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

품목

1)

비중

였다. 이는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석유가스

25.6

전 수요 둔화로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 물량도

석유정제

18.0

위축된 데 기인하였다.

유연탄

14.9

등) 및 유연탄 교역량이 유류 제품 소비와 발

주요 교역대상국별 인천항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추이
(만TEU, %)

국가
중국
(홍콩포함)

베트남

비중1) 2018
63.4
10.7

태국

3.8

대만

3.1

말레이시아

2.7

인도네시아
기타
전체

2.3
14.0
100.0

2019

2020
1~7월

193.7 195.7 113.7

1/4

2/4

7월

40.4

54.5

18.9

(-9.0)

(5.7)

(12.2)

(0.9)

(1.0)

(0.9)

31.8

33.1

19.5

8.0

8.4

3.1

(16.5)

(4.0)

(3.9)

(2.6)

(2.3)

(12.6)

12.9

11.7

7.0

2.8

3.3

1.0

(7.7)

(-9.4)

(-4.0)

(-8.1)

(-2.0)

(1.9)

11.6

9.4

5.6

2.7

2.2

0.7

(3.1) (-18.8)

(5.3)

(26.1)

(-9.7)

(-6.0)

2.4

1.9

0.7

(23.0) (-16.0)

(-5.7)

8.9

8.3

4.9

(13.2)

(-6.9)

(1.0)

6.9

7.1

4.5

1.8

2.1

0.6

(12.5)

(3.3)

(11.3)

(10.4)

(16.4)

(-0.5)

45.6

43.2

27.2

11.3

11.7

4.2

(4.2)

(-5.1)

(8.3)

(13.0)

(3.6)

(10.0)

311.3 308.5 182.4

69.4

83.9

29.1

(-2.2)

(3.9)

(10.3)

(3.7)

(-0.9)

(2.4)

원유

6.2

차량 및
그 부품

5.8

모래

1.9

기타

27.6

전체

100.0

2020
1/4
2/4

7월

950

136

2018

2019

2,902

2,638

1,553

(6.2)

(-9.1)

(-2.0)

1,939

1,859

1,100

485

(3.0)

(-4.1)

(-1.6)

(5.4)

1,578

1,535

752

323

(-1.9)

(-2.7)

838

643

(-3.9) (-23.3)

1~7월

(17.1) (-18.4) (-32.3)

(-10.6) (-19.1)

339

466
464

151

(-4.4) (-12.6)

319

111

(2.8) (-16.4)

144

56

(-24.6) (-38.2) (-20.3)

(29.0)

518

596

293

(-6.2)

(15.1)

(-20.5)

560

192

443

140
153

100

40

(-1.2) (-38.6) (-21.4)

194

249

1

(-56.5) (-65.7) (16,319.8) (20,768.4) (14,795.8) (400.0)

2,852

2,841

(-5.0)

(-0.4)

11,187 10,304
(-6.3)

(-7.9)

1,499
607
(-9.6) (-10.9)
5,979 2,853

2,421

(-0.7)

(-1.0) (-16.2)

(4.3)

680

211

(-7.5) (-12.4)

705

주: 1) 2019년 기준
2)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남
항에 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여 송도 중고차
단지를 대체할 새로운 중고차 수출단지로 활용
29)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을

주: 1) 2019년 기준
2)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해양수산부

30)

이용한 콜드체인

31)

물류센터를 구축 하는 한

편, 아암물류2단지에는 對중국 카페리 운송서
향후 인천항 물동량은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32)

비스, 인천공항과의 Sea&Air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미‧중 간

통관시스템

갈등 재점화 등으로 현재의 감소세가 이어질

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33)

연계, 해상특송

등의 기반을 갖춘 전자상거래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중고
28)

차

등 전략 화물의 주도권 강화와 더불어 신

성장 산업의 화물 유치를 위한 중장기 육성사
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28)
29)
30)
31)

인천항은 2019년 전국 중고차 수출의 89.5%를 담당하였다.
송도 중고차단지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폐쇄가 임박한 상황이다.
신선식품 및 의약품 등 온도, 습도 등에 민감한 상품의 유통에 활용되는 저온 유통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내 약 23만㎡ 지역을 콜드체인 특화구역(2020.6.3일)으로, 아암물류2단지내 약 25만㎡ 지역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8.6일)으로 지정하였으며 두 시설 모두 2021년 하반기 중 착공 예정이다.
32)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연계하여 운반하는 복합운송방식을 의미한다.
33) 2023년 중 준공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내 세관 통합검사장은 컨테이너 검색센터, 세관검사장, 특송‧압수창고 등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세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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