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
[지역통계과, 2021. 11. 22.]

□ (광공업생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생산 호조로
전년동분기대비

2.3%

증가

○ 충북(10.5%)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
대전(-9.9%)은 담배 등의 부진, 충남(-0.4%)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

□ (건설수주) 토목수주의 호조로 전년동분기대비

12.7%

증가

○ 대전(16.3%)은 건축수주의 호조, 충남(40.0%)은 토목수주의 호조로 증가,
세종(-45.4%), 충북(-15.3%)은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감소

□ (수출) 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32.5%

증가

○ 세종(16.4%)은 인쇄회로 등이 늘어, 충북(20.5%), 충남(39.4%)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늘어 증가, 대전(-9.4%)은 축전기와 전지 등이 줄어 감소

□ (수입) 원유, 석탄 등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53.5%

증가

○ 대전(15.0%)은 기타 경공업제품 등이 늘어, 세종(20.9%)은 쌀 등이 늘어,
충북(54.9%)은 의약품 등이 늘어, 충남(59.9%)은 원유 등이 늘어 증가

□ (고용) 충청권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

○ 대전(0.8%p), 충북(0.2%p), 충남(1.0%p)은 상승, 세종(-0.3%p)은 하락

□ (실업) 충청권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1.5%p

하락

○ 대전(-1.9%p), 세종(-1.2%p), 충북(-1.0%p), 충남(-1.6%p) 모두 하락

□ (인구이동)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3,288명

순유입

○ 세종(2,951명), 충남(1,454명)은 순유입, 대전(-1,055명), 충북(-62명)은 순유출

2021년 3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
[지역통계과, 2021. 11. 22.]

대 전
□ 전년동분기대비 건설수주(16.3%), 수입(15.0%), 소매판매(5.1%), 소비자물가(2.7%),
서비스업생산(1.6%)은 증가한 반면, 광공업생산(-9.9%), 수출(-9.4%)은 감소
○ 건설수주는 건축수주의 호조, 수입은 기타 경공업제품, 기타 장비 등의 증가,
소매판매는 백화점, 전문소매점의 호조, 소비자물가는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상승, 서비스업생산은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증가
○ 광공업생산은 담배,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부진, 수출은 축전기와
전지,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이 줄어 감소

□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3천 2백명

증가, 실업자수는 전 연령층의 실업자 감소로 1만 5천 8백명 감소

○ 고용률(0.8%p)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 실업률(-1.9%p)은 하락

□ 인구는
1,055명

대가 순유입을 보인 반면,

20

대,

50

대 등의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

60

순유출

세 종
□ 전년동분기대비 수입(20.9%), 수출(16.4%), 광공업생산(13.0%)은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45.4%)는 감소
○ 수입은 쌀, 초산에스텔 등이 늘어, 수출은 인쇄회로,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 등이 늘어 증가
○ 건설수주는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감소

□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3천 9백명

증가, 실업자수는 전 연령층의 실업자 감소로 2천 3백명 감소

○ 고용률(-0.3%p), 실업률(-1.2%p)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하락

□ 인구는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많이 나타나

2,951명

순유입

대,

30

대 순으로 순유입이

40

충 북
□ 전년동분기대비 수입(54.9%), 수출(20.5%), 광공업생산(10.5%), 소매판매(4.1%),
서비스업생산(3.1%), 소비자물가(2.8%)는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15.3%)는 감소
○ 수입은 의약품, 기타 무기화합물 등의 증가,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의 증가,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호조,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의 호조,
서비스업생산은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 소비자물가는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상승으로 증가
○ 건설수주는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감소

□ 취업자수는 건설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8천 7백명 증가,
실업자수는 전 연령층의 실업자 감소로 9천 3백명 감소
○ 고용률(0.2%p)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 실업률(-1.0%p)은 하락

□ 인구는 50대,

대 등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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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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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의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

10

62명 순유출

충 남
□ 전년동분기대비 수입(59.9%), 건설수주(40.0%), 수출(39.4%), 서비스업생산(3.9%),
소비자물가(2.8%), 소매판매(2.1%)는 증가한 반면, 광공업생산(-0.4%)은 감소
○ 수입은 원유, 석탄 등의 증가, 건설수주는 토목수주의 호조,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증가, 서비스업생산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호조, 소비자물가는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상승,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의 호조로 증가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부진으로감소

□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2만 3천 9백명

증가, 실업자수는 전 연령층의 실업자 감소로 2만 1백명 감소

○ 고용률(1.0%p)은 전년동분기대비 상승, 실업률(-1.6%p)은 하락

□ 인구는
나타나

대,

20

대 등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10

1,454명

순유입

대,

60

대 등의 순유입이 많이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