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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
◈ 지역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사례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경제지표 및 경제동향 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수요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매분기 온라인 간행물로 발간하는 지역경제동향 중 주요 경제
지표를 종합 ‧ 분석하여 보도함으로써 대구 ‧ 경북 ‧ 강원 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고 지자체의 지역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작성한 “2014년 1/4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동북지역 경제동향」은 대구 ‧ 경북 ‧ 강원지역의 경제

❏

상황에 대한 지역민의 올바른 이해와 지자체의 지역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매분기(2, 5, 8, 11월) 작성하여 발간(공표)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생산, 소비, 고용, 물가,
건설수주* 및 인구이동과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를
지역별로 종합 ‧ 분석한 것입니다.

* 2013.2/4분기부터 ‘지역별 건설수주통계(통계청 산업동향과)’가
작성·공표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착공면적통계’를 대체함. ‘지역별
건설수주통계’는 주요 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금액을 공사지역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것임
❏ 통계표 전반에 사용되는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숫자 없음

p : 잠정치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북지방통계청(http://kostat.go.kr/dbro) → 보도자료 → 동북지역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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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 (요약)
▣ 201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생산) 광공업생산은 대구(6.8%), 경북(3.1%), 강원(5.8%) 모두 증가
□ (소비) 대형소매점판매는 강원(1.3%)은 증가하고, 대구(-1.7%)와
경북(-0.4%)은 감소
□ (고용) 취업자 수는 대구(0.6%)와 경북(4.2%)은 증가한 반면,
강원(-0.9%)은 감소
□ (물가) 소비자물가는 대구(1.3%), 경북(1.1%), 강원(0.6%) 모두 상승
□ (건설) 건설수주는 대구(333.7%)는 증가, 경북(-20.3%),
강원(-36.7%)은 감소
□ (무역) 수출은 대구(22.1%)와 경북(2.0%)은 증가하였으며,
강원(-11.7%)은 감소
□ (인구) 인구이동은 대구(-2,270명), 경북(-2,898명), 강원(-1,067명)
모두 순유출

부문별 동향
◯ (생산) 전년동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대구(6.8%)는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경북(3.1%)은 1차 금속,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강원(5.8%)은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생산 호조로 증가
◯ (소비) 대형소매점판매는 강원(1.3%)은 운동․오락용품, 음․식료품 등의

판매 호조로 증가, 대구(-1.7%)는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등, 경북(-0.4%)은
의복, 가전제품 등의 판매 부진으로 감소
◯ (고용) 취업자 수는 대구(0.6%)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등,

경북(4.2%)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 늘어 증가한
반면, 강원(-0.9%)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줄어 감소
- 1 -

◯ (물가)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의류․신발, 음식․숙박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대구(1.3%), 경북(1.1%), 강원(0.6%) 모두 상승하였으며,
대구는 전국 평균(1.1%)보다 높은 수준, 강원은 낮은 수준
◯ (건설) 건설수주는 대구(333.7%)는 건축수주가 늘어 증가, 경북(-20.3%),

강원(-36.7%)은 토목수주가 줄어 감소
◯ (무역) 수출은 대구(22.1%)는 유선통신기기, 폴리에스테르, 경북(2.0%)은

무선통신기기, TV 등의 호조로 증가한 반면, 강원(-11.7%)은 기타 중화학
공업품, 차량 부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
- 수입은 대구(5.8%)와 강원(8.9%)은 증가, 경북(-5.5%)은 감소
◯ (인구) 인구이동은 대구(-2,270명)는 25~29세(-1,104명), 경북(-2,898명)과

강원(-1,067명)은 20~24세(각각 –1,831명, -1,426명)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이 나타남

지역별 동향
◯ 대구의 광공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증가폭 감소, 취업자 수는 보합에서

증가로 전환, 소비자물가는 4분기 연속 전국 평균 상회
- 광공업생산은 2013년 4/4분기 10.1%에서 2014년 1/4분기 6.8%로 증가폭
감소, 취업자 수는 보합(0.0%)에서 증가(0.6%), 소비자물가는 1.5%에서
1.3%로 상승폭은 감소하였으나 오름세 지속
◯ 경북의 광공업생산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 광공업생산은 –2.5%에서 3.1%로 증가세로 전환, 취업자 수는 0.2%에서
4.2%로 큰 폭으로 증가, 소비자물가는 1.1%로 전국 평균(1.1%)과 유사
◯ 강원의 광공업생산은 증가세 소폭 상승, 취업자 수는 감소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1.1%)보다 낮은 수준
- 광공업생산은 5.5%에서 5.8%로 증가세 소폭 상승, 취업자 수는 –2.5%에서
–0.9%로 감소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0.8%에서 0.6%로 오름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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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지역 주요지표 》

전국

’13.4/4분기 ’14.1/4분기

․생산*(2010=100) 112.5(1.7) → 106.4(0.7)
․고용*(만명) 2,535(2.2) → 2,491(3.0)
․수출(억달러) 1,464(4.7) → 1,382(2.2)

강원 ’13.4/4분기 ’14.1/4분기
․생산 116.2( 5.5) → 108.5( 5.8)
․고용 69(-2.5) → 64(-0.9)
․수출
5(-7.8) → 5(-11.7)

* 생산은 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 취업자 수이며
( )의 숫자는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경북 ’13.4/4분기 ’14.1/4분기
․생산 102.6(-2.5) → 97.9(3.1)
․고용 139( 0.2) → 136(4.2)
․수출 145(-0.9) → 130(2.0)

대구 ’13.4/4분기 ’14.1/4분기
․생산 115.4(10.1) → 110.4( 6.8)
․고용 120( 0.0) → 120( 0.6)
․수출 19(13.3) → 19(22.1)

< 분기별 주요 지역경제지표 >

생 산

소 비

고 용

[전년동분기비, %]

물 가

<광공업생산지수 1)> <대형소매점판매지수2)> <취 업 자 수>
<소비자물가지수>
시 도 ’13.
’13. ’13. ’14. ’13. ’13. ’13. ’14. ’13. ’13. ’13. ’14. ’13. ’13. ’13. ’14.
2/4 3/4 4/4 1/4p 2/4 3/4 4/4 1/4p 2/4 3/4 4/4 1/4 2/4 3/4 4/4 1/4
전국 0.0 0.2 1.7 0.7 0.6 1.4 0.7 1.3 1.3 1.7 2.2 3.0 1.2 1.4 1.1 1.1
대경권 -6.6 -5.1 -0.8 3.5 1.2 -1.8 -2.0 -1.3 0.1 -0.7 0.1 2.5 1.2 1.5 1.3 1.2
대구 0.8 2.6 10.1 6.8 1.8 -2.4 -1.4 -1.7 -1.4 -2.1 0.0 0.6 1.4 1.6 1.5 1.3
경북 -7.9 -6.2 -2.5 3.1 -0.3 -0.6 -3.5 -0.4 1.4 0.4 0.2 4.2 0.9 1.3 1.0 1.1
강원 -0.8 2.7 5.5 5.8 5.3 0.3 1.1 1.3 1.5 -1.0 -2.5 -0.9 0.8 1.3 0.8 0.6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포함
2)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의 불변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작성

시 도 ’13.
전국

대경권
대구
경북
강원

2/4
-29.5
46.2
117.2
19.1
17.4

건 설

<건설수주>
’13. ’13.
3/4 4/4
-10.6 22.4
-37.2 58.7
-33.2 92.6
-40.5 43.5
-69.3 4.6

수

출

[전년동분기비, %],[명]

인구순이동

’14. ’13. ’13. ’13. ’14. ’13. ’13. ’13. ’14.
1/4p 2/4 3/4 4/4p 1/4p 2/4 3/4 4/4 1/4
13.4 0.7 2.8 4.7 2.2 - - - 43.4 8.7 -2.1 0.6 4.2 -2,945 -3,109 -1,281 -5,168
333.7 5.7 -8.3 13.3 22.1 -2,713 -1,979 -3,571 -2,270
-20.3 9.1 -1.2 -0.9 2.0 -232 -1,130 2,290 -2,898
-36.7 2.8 -5.8 -7.8 -11.7 1,443 778 1,436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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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문별 경제동향

1. 생 산 동 향
□ 2014년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6.8%), 경북(3.1%),
강원(5.8%)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0.7%)을 상회

◯ 대구(6.8%)는 식료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생산 호조로 증가하였으며, 4분기 연속 증가세 유지

◯ 경북(3.1%)은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생산이 부진한 반면, 1차 금속,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강원(5.8%)은 화약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등의 호조로
전분기에 이어 증가하였으며, 3분기 연속 증가

《 광공업생산 증감률 》

2013. 2013. 2013. 2014.p
시․도 2013.
1/4 2/4 3/4 4/4 1/4 1월 2월p
-0.8
0.0
0.2
1.7
0.7 -4.3
4.1
전국
-1.3
0.8
2.6 10.1
6.8
3.8 13.3
대구
-8.9 -7.9 -6.2 -2.5
3.1 -3.4
7.5
경북
-4.9 -0.8
2.7
5.5
5.8
0.9
8.1
강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4 -

[전년동분기(월)비, %]
2014. 1/4p
3월p 출하
2.7
0.1
3.9
6.3
5.8
0.4
8.6
0.6

2. 소 비 동 향
□ 2014년 1/4분기 대형소매점판매는 전년동분기에 비해 대구(-1.7%)와
경북(-0.4%)은 감소, 강원(1.3%)은 증가

◯ 대구(-1.7%)는 신발․가방, 가전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의복,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하여 전분기 1.4% 감소에서 1.7% 감소로 감소세 소폭 확대
- 백화점판매는 전년동분기 대비 2.3% 감소

◯ 경북(-0.4%)은 2013년 1/4분기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식료품,

화장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가전제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

◯ 강원(1.3%)은 가전제품, 의복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동․오락용품,

음․식료품 등이 증가하여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 유지

《 대형소매점판매1) 증감률 》

[전년동분기(월)비, %]
2013 2013 2013 2014p
2014. 1/42) p
시․도 2013
1/4 2/4 3/4 4/4 1/4
1월 2월p 3월p 백화점
-2.0
0.6
1.4
0.7
1.3 13.4 -9.0 -0.2
-1.8
전국
-3.9
1.8 -2.4 -1.4 -1.7 10.3 -12.8 -2.9
-2.3
대구
-6.2 -0.3 -0.6 -3.5 -0.4 25.8 -21.9 -2.1
경북
7.9
5.3
0.3
1.1
1.3 20.8 -13.6 -1.8
강원
1) 매장면적 3,000㎡이상인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의 불변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작성
2) 경북, 강원의 경우 백화점 수가 적어 백화점판매액지수를 작성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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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용 동 향
□ 2014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0.6%), 경북(4.2%)은
증가, 강원(-0.9%)은 감소
◯ 대구(0.6%)는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늘어 소폭 증가
- 고용률*은 57.6%로 전년동분기보다 0.1%p 증가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경북(4.2%)은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 늘어 큰 폭으로 증가
- 고용률은 60.4%이며, 전년동분기에 비해 2.0%p 증가
◯ 강원(-0.9%)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

하였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줄어 감소
- 고용률은 51.3%이며, 전년동분기 대비 0.9%p 감소

< 취업자 수 주요 증감 업종 및 증감률 >
․ 대구( 0.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4.3%), 건설업(5.9%),
제조업(-6.4%), 도소매 음식숙박업(-0.8%)
․ 경북( 4.2%) : 도소매 음식숙박업(8.1%),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12.5%),
건설업(-1.7%)
․ 강원(-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0%), 도소매 음식숙박업(-4.3%),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9.4%), 제조업(8.6%)
《 취업자 수 증감률 》

[전년동분기(월)비, %, %p]
2014. 1/4

2013 2013 2013 2014
시․도 2013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고용률 증감1)
1.1
1.3
1.7
2.2
3.0
2.9
3.5
2.6 58.8 1.1
전국
0.6 -1.4 -2.1
0.0
0.6 -0.3
1.1
0.8 57.6 0.1
대구
0.3
1.4
0.4
0.2
4.2
4.7
4.3
3.6 60.4 2.0
경북
5.1
1.5 -1.0 -2.5 -0.9 -1.3 -1.2 -0.1 51.3 -0.9
강원

1) 전년동분기의 고용률 차이(%p)를 의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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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 가 동 향
□ 20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1.3%), 경북(1.1%),
강원(0.6%) 모두 상승
◯ 대구(1.3%)는 전국 평균(1.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교통(-1.4%),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의 가격은 내렸으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7%), 의류․신발(4.1%), 음식․숙박(1.8%) 등이 올라 상승
◯ 경북(1.1%)은 전국 평균(1.1%)과 유사한 수준이며, 교통(-1.3%), 식료품‧

비주류음료(-0.9%) 등의 가격은 내렸으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7%),
음식․숙박(2.4%), 의류․신발(4.0%) 등에서 올라 상승
◯ 강원(0.6%)은 전국 평균(1.1%)을 하회하며, 식료품․비주류음료(-1.8%),

교통(-0.6%) 등의 요금은 내렸으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2.2%),
의류․신발(4.1%) 등에서 올라 상승

□ 생활물가*는 대구(0.7%)의 경우 전국 평균(0.6%)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경북(0.5%)과 강원(0.1%)은 낮은 상승률을 보임

*생활물가 : 구입 빈도가 높고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쌀, 배추 등 14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13 2013 2013 2014
시․도 2013
1/4 2/4 3/4 4/4 1/4 1월 2월
1.6
1.2
1.4
1.1
1.1
1.1
1.0
전국
2.1
1.4
1.6
1.5
1.3
1.3
1.3
대구
1.4
0.9
1.3
1.0
1.1
1.1
1.1
경북
1.4
0.8
1.3
0.8
0.6
0.7
0.4
강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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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분기(월)비, %]
2014. 1/4
3월 생활물가
1.3
0.6
1.4
0.7
1.0
0.5
0.8
0.1

5. 건 설 동 향
□ 2014년 1/4분기 건설수주는 전년동분기에 비하여 대구(333.7%)는 증가,
경북(-20.3%)과 강원(-36.7%)은 감소

◯ 대구(333.7%)는 건축수주(사무실 및 점포, 주택 등)에서 189.8% 증가, 토목

수주(댐, 도로 및 교량 등)에서 707.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487.4% 증가, 민간부문은 200.3% 증가

◯ 경북(-20.3%)은 건축수주(관공서, 주택 등)에서 23.5% 증가하였으나, 토목

수주(조경공사, 농림 및 수산 등)에서 40.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14.0% 감소, 민간부문은 28.4% 감소

◯ 강원(-36.7%)은 건축수주(주택, 사무실 및 점포 등)에서 51.7% 증가

하였으나, 토목수주(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등)에서 69.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6.7% 감소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57.6% 감소, 민간부문은 7.2% 감소

《 건설수주 증감률 》

시․도 2013
1/4
전 국 -40.8
대 구 -48.8
9.1
경북
강 원 -42.1

2013 2013 2013 2014p
2/4 3/4 4/4 1/4

-29.5 -10.6
117.2 -33.2
19.1 -40.5
17.4 -69.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2.4
92.6
43.5
4.6

1월

13.4 49.5
333.7 2,953.7
-20.3 202.9
-36.7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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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p

17.1
-35.2
-48.2
496.0

[전년동분기(월)비, %]
2014. 1/4p

3월p 건축 토목

-13.0 7.9 24.0
258.2 189.8 707.7
-40.6 23.5 -40.7
-83.7 51.7 -69.4

6. 무 역 동 향
□ 2014년 1/4분기 수출은 전년동분기에 비하여 대구(22.1%)와 경북(2.0%)은
증가, 강원(-11.7%)은 감소
◯ 대구(22.1%)의 수출액은 1,891백만 달러로 회로보호 접속기,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등은 감소하였으나, 유선통신기기, 폴리에스테르, 정밀기기
등의 호조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
◯ 경북(2.0%)의 수출액은 13,042백만 달러로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액정

디바이스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 TV, 비철금속 등의
호조로 증가
◯ 강원(-11.7%)의 수출액은 493백만 달러로 기타 일반기계류, 주류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타 중화학 공업품, 차량 부품, 시멘트 등의 부진으로
감소
□ 2014년 1/4분기 수입은 전년동분기에 비하여 대구(5.8%)와 강원(8.9%)은
증가, 경북(-5.5%)은 감소
◯ 대구(5.8%)의 수입액은 888백만 달러로 항공기, 기타 수지, 사료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타 전기기기, 봉강‧형강 등에서 증가하여 증가
◯ 경북(-5.5%)의 수입액은 4,109백만 달러로 철강, 무쇠 등에서 증가

하였으나, 유리 및 유리제품, 은, 석탄 등에서 감소하여 감소
◯ 강원(8.9%)의 수입액은 377백만 달러로 비철금속 광, 기타 철강재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탄, 어류, 기타 석유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증가
《 수출1) 증감률 》

2013 2013 2013p 2014p
시․도 2013
1/4 2/4 3/4 4/4 1/4 1월p 2월p
0.3
0.7
2.8
4.7
2.2 -0.2
1.4
전국
-8.8
5.7 -8.3 13.3 22.1 16.7 32.4
대구
6.7
9.1 -1.2 -0.9
2.0
0.4
4.1
경북
20.3
2.8 -5.8 -7.8 -11.7 -8.2 -9.5
강원

1) 수출․수입금액에는 지역불명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관세청「한국무역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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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분기(월)비, %]
p
2014. 1/4
p
1)
3월
수입
5.1
2.1
18.7
5.8
1.8
-5.5
-16.4
8.9

7. 인 구 이 동
□ 2014년 1/4분기 인구순이동(전입-전출)은 대구(-2,270명), 경북(-2,898명),
강원(-1,067명) 모두 순유출

◯ 대구의 이동자수는 2,270명 순유출, 순이동률은 –0.09%

- 0~4세 인구가 최다 순유입(291명), 25~29세가 최다 순유출(-1,104명)
- 15~29세는 2,153명 순유출, 0~14세는 562명 순유입

◯ 경북의 이동자수는 2,898명 순유출, 순이동률은 –0.11%

- 55~59세가 최다 순유입(618명), 20~24세 인구가 최다 순유출(-1,831명)
- 45~79세는 순유입 된 반면, 0~44세, 80세 이상은 순유출

◯ 강원의 이동자수는 1,067명 순유출, 순이동률은 –0.07%

- 15~19세 인구가 최다 순유입(982명), 20~24세가 최다 순유출(-1,426명)
- 45~80세 이상 등은 순유입 된 반면, 5~14세, 20~34세 등은 순유출

《 국내 순이동인구1)》

2013
시․도 2013
1/4 2/4
전국 대 구 -3,088 -2,713
경 북 -2,793 -232
-671 1,443
강원

2013
3/4

2013
4/4

2014
1/4

1월

2월

-1,979 -3,571 -2,270 -276 -1,544
-1,130 2,290 -2,898 -1,389 -1,213
778 1,436 -1,067 -1,557 -1,388
1) 순이동자 수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
주2) 순이동률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주민등록인구*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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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2014. 1/4
3월 순이동률2)
-450 -0.09
-296 -0.11
1,878 -0.07

지역별 경제동향

Ⅱ
1. 대 구

□ 2013년 4/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증가세 둔화,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
유지, 취업자 수는 보합에서 증가로 전환,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증가폭 확대, 수출은 증가폭 상승, 인구이동은 순유출 지속
◯ 광공업생산은 2013년 4/4분기 10.1%에서 2014년 1/4분기 6.8%로 증가세

소폭 감소, 대형소매점판매는 –1.4%에서 –1.7%로 감소세 유지

◯ 취업자 수는 보합(0.0%)에서 증가(0.6%)로 전환, 고용률 증감은 –0.1%p

에서 0.1%p로 증가세로 전환
◯ 소비자물가는 1.5%에서 1.3%로 오름세 소폭 감소, 건설수주는 92.6%에서

333.7%로 증가폭 확대
◯ 수출은 13.3%에서 22.1%로 증가세 확대, 인구순이동은 전분기 3,571명

순유출에 이어 2,270명 순유출

주 요 지 표
광공 업 생산 지 수 *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취 업 자 수
( 고용률 증감)
소 비 자 물 가
건 설 수 주*
수
출*
인 구 순 이 동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3 2013 2014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1.3
0.8
2.6 10.1
6.8 3.8 13.3 3.9
-3.9
1.8 -2.4 -1.4 -1.7 10.3 -12.8 -2.9
0.6 -1.4 -2.1
0.0
0.6 -0.3 1.1 0.8
0.1 -0.9 -1.2 -0.1
0.1 -0.2 0.5 0.4
2.1
1.4
1.6
1.5
1.3 1.3 1.3 1.4
-48.8 117.2 -33.2 92.6 333.7 2,953.7 -35.2 258.2
-8.8
5.7 -8.3 13.3 22.1 16.7 32.4 18.7
-3,088 -2,713 -1,979 -3,571 -2,270 -276 -1,544 -450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1/4분기와 2~3월, 수출은 ’13. 4/4,, ’14. 1/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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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북
□ 2013년 4/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증가로 전환,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
둔화,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감소로 전환, 수출은 증가로 전환, 인구이동은 순유출로 전환
◯ 광공업생산은 –2.5%에서 3.1%로 증가로 전환, 대형소매점판매는 –3.5%에서

-0.4%로 감소세 둔화
◯ 취업자 수는 0.2%에서 4.2%로 큰 폭으로 증가, 고용률 증감은 –0.3%p에서

2.0%p로 증가로 전환
◯ 소비자물가는 1.0%에서 1.1%로 소폭 상승, 건설수주는 43.5%에서

-20.3%로 감소로 전환
◯ 수출은 –0.9%에서 2.0%로 증가로 전환, 인구순이동은 전분기 2,290명

순유입에서 2,898명 순유출로 순유출인구 증가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3 2014
주 요 지 표 2013
1/4
2/4
3/4
4/4
1/4 1월
광공 업 생산 지 수 * -8.9 -7.9 -6.2 -2.5
3.1 -3.4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6.2 -0.3 -0.6 -3.5 -0.4 25.8
취 업 자 수
0.3
1.4
0.4
0.2
4.2 4.7
( 고용률 증감)
-0.7
0.1 -0.3 -0.3
2.0 2.4
소 비 자 물 가
1.4
0.9
1.3
1.0
1.1 1.1
건 설 수 주 * 9.1 19.1 -40.5 43.5 -20.3 202.9
수
출 * 6.7
9.1 -1.2 -0.9
2.0 0.4
인 구 순 이 동 -2,793 -232 -1,130 2,290 -2,898 -1,389

2월 3월
7.5 5.8
-21.9 -2.1
4.3 3.6
2.2 1.8
1.1 1.0
-48.2 -40.6
4.1 1.8
-1,213 -296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1/4분기와 2~3월, 수출은 ’13. 4/4,, ’14. 1/4분기가 잠정치
- 12 -

3. 강 원
□ 2013년 4/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 대형소매점판매는 증가폭 소폭 상승,
취업자 수는 감소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둔화, 건설수주는 감소로
전환, 수출은 감소세 유지, 인구이동은 순유출로 전환
◯ 광공업생산은 5.5%에서 5.8%로 증가세 소폭 상승, 대형소매점판매는

1.1%에서 1.3%로 증가세 유지
◯ 취업자 수는 –2.5%에서 –0.9%로 감소세 둔화, 고용률 증감은 –2.1%p에서

–0.9%p로 감소세 둔화

◯ 소비자물가는 0.8%에서 0.6%로 오름세 둔화, 건설수주는 4.6%에서

-36.7%로 감소로 전환
◯ 수출은 –7.8%에서 –11.7%로 감소세 확대, 인구순이동은 1,067명 순유출로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3 2014
주 요 지 표 2013
1/4
2/4
3/4
4/4
1/4 1월
광공 업 생산 지 수 * -4.9 -0.8
2.7
5.5
5.8 0.9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7.9
5.3
0.3
1.1
1.3 20.8
취 업 자 수
5.1
1.5 -1.0 -2.5 -0.9 -1.3
( 고용률 증감)
1.0 -0.5 -1.6 -2.1 -0.9 -1.2
소 비 자 물 가
1.4
0.8
1.3
0.8
0.6 0.7
건 설 수 주 * -42.1 17.4 -69.3
4.6 -36.7 -91.0
수
출 * 20.3
2.8 -5.8 -7.8 -11.7 -8.2
인 구 순 이 동 -671 1,443 778 1,436 -1,067 -1,557

2월
8.1
-13.6
-1.2
-1.1
0.4
496.0
-9.5
-1,388

3월
8.6
-1.8
-0.1
-0.5
0.8
-83.7
-16.4
1,878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1/4분기와 2~3월, 수출은 ’13. 4/4,, ’14. 1/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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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경권(대구․경북)
□ 2013년 4/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증가세로 전환,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 둔화, 취업자 수는 증가폭 상승,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증가세 유지, 수출은 증가폭 상승, 인구이동은 순유출 지속
◯ 광공업생산은 3.5%로,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대형소매점

판매는 –2.0%에서 –1.3%로 감소세 둔화
◯ 취업자 수는 0.1%에서 2.5%로 증가폭 확대, 고용률 증감은 –0.2%p에서

1.2%p로 증가로 전환
◯ 소비자물가는 1.3%에서 1.2%로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58.7%에서

43.4%로 증가세 둔화
◯ 수출은 0.6%에서 4.2%로 큰 폭으로 증가, 인구순이동은 전분기 1,281명

순유출에서 5,168명 순유출로 순유출인구가 증가하였으며, 5분기 연속
순유출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3 2014
주 요 지 표 2013
1/4
2/4
3/4
4/4
1/4 1월
광공 업 생산 지 수 * -7.9 -6.6 -5.1 -0.8
3.5 -2.4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4.7
1.2 -1.8 -2.0 -1.3 14.5
취 업 자 수
0.5
0.1 -0.7
0.1
2.5 2.3
( 고용률 증감)
-0.4 -0.3 -0.7 -0.2
1.2 1.1
소 비 자 물 가
1.8
1.2
1.5
1.3
1.2 1.2
건 설 수 주 * -9.3 46.2 -37.2 58.7 43.4 554.9
수
출 * 4.8
8.7 -2.1
0.6
4.2 2.1
인 구 순 이 동 -5,881 -2,945 -3,109 -1,281 -5,168 -1,665

2월 3월
8.3 5.5
-15.4 -2.7
2.8 2.3
1.4 1.1
1.2 1.2
-45.7 14.1
7.1 3.7
-2,757 -746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1/4분기와 2~3월, 수출은 ’13. 4/4,, ’14. 1/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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