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실물동향

◈ 충북경제는 투자가 부진하나 소비와 수출은 견조하고 제조업 생산도
꾸준히 늘어나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 2012년 12월중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비금속광물, 기타기계·장비,
음식료품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의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 시현 (전년동기대비, 11월 6.8% → 12월 4.0%)
□ 12월중 대형소매점 판매는 호조 지속
(전년동기대비, 11월 49.3% → 12월 34.9%)

□ 12월중 설비투자는 관련 지표인 내수용자본재수입(전년동기대비, 11월
∆13.0% → 12월 ∆44.3%)은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기계류수입(∆56.4%
→ ∆23.1%)도 감소세 지속
□ 12월중 건설활동을 보면,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 11월 3.4% → 12월
1.1%)은 공업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및 상업용 등의 감소로
인해 증가폭 축소
ㅇ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35.4% → 175.8%)은 증가폭 확대
□ 2013년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기대비)은 0.4%로 전월(0.3%)보다
0.1%p 상승하면서 안정세 지속
ㅇ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으로 전환 (전기대비, 12.12월 0.2% → 13.1월 ∆0.1%)
□ 2013년 1월중 수출(통관기준)은 1,010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3%
증가한 반면, 수입(통관기준)은 580백만달러로 14.5% 감소
→ 무역수지(429백만달러)는 48개월째 흑자 지속
□ 1월중 취업자수는 68.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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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동향

◈ 2012년 12월중 충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증가폭 확대, 여신은
증가폭 축소
◈ 2012년 12월중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감소로 전환
◈ 2013년 1월중 어음부도율(0.14%)은 전월(0.13%)보다 소폭 상승
□ 2012년 12월중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ㅇ 수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 확대 (11월중 +921억원 → 12월중 +1,488억원)
― 예금은행 수신은 전월 대비 669억원 증가하여 전월 감소에서
당월 증가로 전환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월 대비 819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
지속
ㅇ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 축소 (11월중 +3,100억원 → 12월중 +1,904억원)
― 예금은행 여신은 전월 대비 678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
갔으나 그 폭은 축소
―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전월 대비 1,226억원 늘어나 전월에 이어
꾸준히 증가
□ 2012년 12월중 충북지역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74억원 감소
(11월중 +128억원 → 12월중 ∆74억원)

□ 2013년 1월중 충북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전자결제 조정전)은
0.14%로 전월(0.13%)보다 0.01%p 상승
ㅇ 부도업체(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수는 2개로 전월(0개)보다 2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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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제 지 표>
제조업 생산 및 재고지수

제조업 생산 및 재고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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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 등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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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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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신

금융기관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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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도율

주 : 1) 2009년 6월 견질 당좌수표 부도처리, 계약불이행에 따른 사고접수로 상승.
동 특이부도 제외시 부도율은 0.39%임
2) 경기(성남) 소재 건설업체의 거액부도에 주로 기인. 동 요인 제외시 부도율은 0.74%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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