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
[지역통계과, 2019.2.20.]

□ (광공업생산) 충청권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대전(-5.0%)은 감소한 반면 세종(18.3%), 충북(17.1%), 충남(14.1%)은 증가
○ 대전(-5.0%)은 담배,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부진으로 감소한 반면,
충북(17.1%)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 충남(14.1%)은 기타기계
및 자동차 등의 호조 전년동기대비 증가

□ (서비스업생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대전(2.0%),
충북(2.7%), 충남(2.9%)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

□ (소매판매) 충북(0.2%)은 승용차 판매 호조로 소폭 증가한 반면, 대전
(-2.2%)은 대형마트, 충남(-1.3%)은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건설수주) 충청권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하였으며, 대전
(100.0%), 충남(46.8%)은 증가한 반면, 세종(-61.5%), 충북(-46.3%)은 감소

□ (고용) 충청권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8.0천명 증가하였으며, 대전
(-8.1천명)은 감소한 반면, 충남(32.6천명), 세종(23.0천명), 충북(10.5천명)은
증가
○ 실업자 수는 대전(6.8천명), 충북(2.7천명), 충남(0.6천명)은 증가한 반면,
세종(-0.9천명)은 감소

□ (인구이동) 충청권의 인구 순이동은 대전(-4,231명)은 순유출 된 반면,
세종(5,368명), 충남(2,942명), 충북(2,797명) 순유입되어 전체 6,876명 순
유입

2018년 4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
[지역통계과, 2019.2.20.]

대 전
□ 2018년 4분기 대전은 서비스업생산(2.0%), 건설수주(100.0%), 수출(23.4%),
수입(6.4%)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광공업생산(-5.0%), 소매판매
(-2.2%)는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 건설수주는
건축 및 토목수주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광공업생산은 담배,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부진, 소매판매는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 취업자 수는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취업자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8.1천명 감소, 실업자수는 30~59세 실업자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6.8천명 증가
○ 인구 순이동은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을 보여 4,231명 순유출

세 종
□ 2018년 4분기 세종은 건설수주(-61.5%)는 전년동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광공업생산(18.3%), 수출(34.0%), 수입(50.0%)은 증가
○ 건설수주는 건축 및 토목수주 모두 감소한 반면, 수출은 차량부품, 기타
일반기계류 등의 호조, 수입은 실리콘웨이퍼, 쌀, 가사용구 등의 호조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취업자 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광제조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3.0천명 증가, 실업자 수는 0.9천명 감소
○ 인구 순이동은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을 보여 5,368명 순유입

충 북
□ 2018년 4분기 충북은 건설수주(-46.3%), 수입(-2.3%)은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광공업생산(17.1%), 서비스업생산(2.7%), 소매판매(0.2%), 수출(8.6%)은
증가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증가,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건설수주는 건축 및 토목수주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분기대비 감소
○ 취업자 수는 광제조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0.5천명 증가, 실업자 수는 30~59세 실업자 증가로
2.7천명 증가
○ 인구 순이동은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을 보여 충북 전체 2,797명 순유입

충 남
□ 2018년 4분기 충남은 소매판매(-1.3%)는 전년동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광공업생산(14.1%), 서비스업생산(2.9%), 건설수주(46.8%), 수출(1.8%),
수입(23.3%)은 증가
○ 광공업생산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의 호조,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증가, 건설수주는 토목수주는 감소
하였지만, 건축수주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감소
○ 취업자 수는 광제조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취업자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32.6천명 증가, 실업자 수는 0.6천명 증가
○ 인구 순이동은 80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되어
2,942명 순유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