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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4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시 지역통계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별 경제지표 및 경제동향 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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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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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 (요약)
▣ 201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생산) 광공업생산은 대구(2.8%), 경북(4.8%)은 증가, 강원(-2.5%)은 감소
□ (소비) 대형소매점판매는 대구(-4.7%)와 경북(-4.4%), 강원(-1.1%)
모두 감소
□ (고용) 취업자 수는 대구(1.4%), 경북(1.5%), 강원(1.7%) 모두 증가
□ (물가) 소비자물가는 대구(1.7%), 경북(1.4%), 강원(1.0%) 모두 상승
□ (건설) 건설수주는 대구(0.4%)는 증가, 경북(-23.4%), 강원(-9.2%)은 감소
□ (무역) 수출은 대구(8.6%)는 증가하였으며, 경북(-6.0%),
강원(-3.6%)은 감소
□ (인구) 인구이동은 대구(-4,333명)와 경북(-427명)은 순유출,
강원(434명)은 순유입

부문별 동향
◯ (생산) 전년동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대구(2.8%)는 금속가공제품, 섬유

제품 등, 경북(4.8%)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생산
호조로 증가, 강원(-2.5%)은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부진으로 감소
◯ (소비) 대형소매점판매는 대구(-4.7%)는 의복, 신발․가방 등, 경북(-4.4%)은

의복, 기타상품, 가전제품 등, 강원(-1.1%)은 의복, 가전제품, 신발․가방
등의 판매 부진으로 감소
◯ (고용) 취업자 수는 대구(1.4%)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등,

경북(1.5%)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 강원(1.7%)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늘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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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의류․신발 등의 가격이 올라

대구(1.7%), 경북(1.4%), 강원(1.0%) 모두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1.6%)
보다 대구는 높은 수준, 경북과 강원은 낮은 수준
◯ (건설) 건설수주는 대구(0.4%)는 도로 및 교량, 사무실 및 점포 등이

늘어 증가, 경북(-23.4%)은 주택, 기계설치 등, 강원(-9.2%)은 철도 및
궤도, 발전 및 송전 등이 줄어 감소
◯ (무역) 수출은 대구(8.6%)는 정밀기기, 폴리에스테르, 차량 부품 등의

호조로 증가한 반면, 경북(-6.0%)은 전기․전자 기타제품, 액정디바이스
등의 부진으로 감소, 강원(-3.6%)은 기타 중화학 공업품, 차량 부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
- 수입은 대구(9.9%)와 강원(23.1%)은 증가, 경북(-1.8%)은 감소
◯ (인구) 인구이동은 대구(-4,333명)는 25~29세(-887명), 경북(-427명)은

20~24세(-941명)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강원(434명)은
50~54세(301명)에서 순유입이 가장 많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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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폭 상승, 소비자물가는 4분기 연속 전국 평균 상회
- 광공업생산은 2014년 1/4분기 6.5%에서 2/4분기 2.8%로 증가폭 감소,
취업자 수는 증가세 소폭 상승, 소비자물가는 1.7%로 전국 평균(1.6%) 상회
◯ 경북의 광공업생산은 증가세 유지, 취업자 수는 증가세 둔화,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 심화
- 광공업생산은 3.5%에서 4.8%로 증가세 유지, 취업자 수는 4.2%에서
1.5%로 증가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1.1%에서 1.4%로 상승세 심화
◯ 강원의 광공업생산은 감소로 전환,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 소비자

물가는 오름세 확대
- 광공업생산은 증가(5.9%)에서 감소(–2.5%)로 전환, 취업자 수는 감소(–0.9%)
에서 증가(1.7%)로 전환, 소비자물가는 0.6%에서 1.0%로 오름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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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지역 주요지표 》

전국

’14.1/4분기 ’14.2/4분기

․생산*(2010=100) 106.4(0.7) → 109.2(0.3)
․고용*(만명) 2,491(3.0) → 2,579(1.8)
․수출(억달러) 1,376(1.7) → 1,457(3.3)

강원 ’14.1/4분기 ’14.2/4분기
․생산 108.7( 5.9) → 114.9(-2.5)
․고용 64( -0.9) → 74( 1.7)
․수출 5(-11.9)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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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14.1/4분기 ’14.2/4분기
․생산 98.4( 3.5) → 100.1( 4.8)
․고용 136( 4.2) → 145( 1.5)
․수출 130( 2.0) → 128(-6.0)

대구 ’14.1/4분기 ’14.2/4분기
․생산 110.1( 6.5) → 112.7( 2.8)
․고용 120( 0.6) → 122( 1.4)
․수출 19(22.1) → 20( 8.6)

< 분기별 주요 지역경제지표 >

생 산

소 비

고 용

[전년동분기비, %]

물 가

<광공업생산지수 1)> <대형소매점판매지수2)> <취 업 자 수>
<소비자물가지수>
시 도 ’13.
’13. ’14. ’14. ’13. ’13. ’14. ’14. ’13. ’13. ’14. ’14. ’13. ’13. ’14. ’14.
3/4 4/4 1/4 2/4p 3/4 4/4 1/4 2/4p 3/4 4/4 1/4 2/4 3/4 4/4 1/4 2/4
전국 0.2 1.7 0.7 0.3 1.4 0.7 1.3 -0.6 1.7 2.2 3.0 1.8 1.4 1.1 1.1 1.6
대경권 -5.1 -0.8 3.8 4.5 -1.9 -1.9 -1.2 -4.7 -0.7 0.1 2.5 1.5 1.5 1.4 1.2 1.6
대구 2.6 10.1 6.5 2.8 -2.4 -1.4 -1.5 -4.7 -2.1 0.0 0.6 1.4 1.6 1.5 1.3 1.7
경북 -6.2 -2.7 3.5 4.8 -0.6 -3.5 -0.4 -4.4 0.4 0.2 4.2 1.5 1.3 1.0 1.1 1.4
강원 2.7 5.5 5.9 -2.5 0.3 1.1 1.3 -1.1 -1.0 -2.5 -0.9 1.7 1.3 0.8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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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0.6
-37.2
-33.2
-40.5
-69.3

건 설

<건설수주>
’13. ’14.
4/4 1/4
22.4 15.5
58.7 42.4
92.6 327.1
43.5 -20.1
4.6 -17.0

수

출

[전년동분기비, %],[명]

인구순이동

’14. ’13. ’13. ’14. ’14. ’13. ’13. ’14. ’14.
2/4p 3/4 4/4 1/4p 2/4p 3/4 4/4 1/4 2/4
23.7 2.8 4.7 1.7 3.3 - - - -13.6 -2.1 0.6 4.2 -4.2 -3,109 -1,281 -5,168 -4,760
0.4 -8.3 13.3 22.1 8.6 -1,979 -3,571 -2,270 -4,333
-23.4 -1.2 -0.9 2.0 -6.0 -1,130 2,290 -2,898 -427
-9.2 -5.8 -7.8 -11.9 -3.6 778 1,436 -1,067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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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문별 경제동향

1. 생 산 동 향
□ 2014년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2.8%)와 경북
(4.8%)은 증가, 강원(-2.5%)은 감소
◯ 대구(2.8%)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 등의 호조로 증가
◯ 경북(4.8%)은 금속가공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이 부진하였

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차금속 등의 호조로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 유지
◯ 강원(-2.5%)은 식료품, 음료 등의 생산이 활발하였으나,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부진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 주요 증감 업종 및 증감률 >
․ 대구( 2.8%) : 금속가공제품(6.1%), 섬유제품(8.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13.1%),
화학물질·화학제품(-23.0%)
․ 경북( 4.8%)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10.5%), 1차금속(4.6%),
금속가공제품(-9.2%), 고무·플라스틱제품(-6.2%)
․ 강원(-2.5%) : 식료품(6.7%), 음료(7.8%),
1차금속(-25.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10.7%)
《 광공업생산 증감률 》

2013. 2013. 2014. 2014.
시․도 2013.
2/4 3/4 4/4 1/4 2/4p 4월 5월p
0.0
0.2
1.7
0.7
0.3
2.5 -2.1
전국
0.8
2.6 10.1
6.5
2.8
5.0 -0.7
대구
-7.9 -6.2 -2.7
3.5
4.8
8.5 -0.1
경북
-0.8
2.7
5.5
5.9 -2.5 -0.9 -3.5
강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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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분기(월)비, %]
2014. 2/4p
p
출하
6월
0.6
-0.1
4.3
3.6
6.2
-0.2
-3.0
-3.8

2. 소 비 동 향
□ 2014년 2/4분기 대형소매점판매는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4.7%)와
경북(-4.4%), 강원(-1.1%) 모두 감소
◯ 대구(-4.7%)는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의복, 신발․

가방, 화장품, 운동․오락용품 등에서 감소하여 전분기 –1.5%에서
-4.7%로 감소세 심화
- 백화점판매는 전년동분기 대비 8.6% 감소

◯ 경북(-4.4%)은 신발․가방,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의복, 기타 상품, 가전제품 등에서 감소하여 전분기 –0.4%에서 –4.4%로
감소세 심화

◯ 강원(-1.1%)은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의복,

가전제품, 신발․가방 등에서 감소하여 전분기 증가(1.3%)에서 감소
(-1.1%)로 전환
《 대형소매점판매1) 증감률 》

2013 2013 2014 2014p
시․도 2013
2/4 3/4 4/4 1/4 2/4
0.6
1.4
0.7
1.3 -0.6
전국
1.8 -2.4 -1.4 -1.5 -4.7
대구
-0.3 -0.6 -3.5 -0.4 -4.4
경북
5.3
0.3
1.1
1.3 -1.1
강원

4월

[전년동분기(월)비, %]
2014. 2/42) p
5월p 6월p 백화점

-0.5

2.8

-4.1

-5.2

-6.3

-1.5

-6.6

-8.6

-5.6

-1.1

-7.0

-

-3.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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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1.4%), 경북(1.5%),
강원(1.7%) 모두 증가
◯ 대구(1.4%)는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늘어 소폭 증가
-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분기보다 0.6%p 증가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경북(1.5%)은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 늘어 증가
- 고용률은 64.0%이며, 전년동분기에 비해 0.5%p 증가
◯ 강원(1.7%)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고용률은 58.8%이며, 전년동분기 대비 0.5%p 증가

< 취업자 수 주요 증감 업종 및 증감률 >
․ 대구(1.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6.9%), 건설업(2.8%),
제조업(-2.9%),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3.8%)
․ 경북(1.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8%),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13.7%),
농업 임업 및 어업(-6.0%), 건설업(-10.2%)
․ 강원(1.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5%), 건설업(11.3%)
도소매 음식숙박업(-7.8%)
《 취업자 수 증감률 》

[전년동분기(월)비, %, %p]
2014. 2/4

2013 2013 2014 2014
시․도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고용률 증감1)
1.3
1.7
2.2
3.0
1.8
2.3
1.6
1.6 60.8 0.6
전국
대 구 -1.4 -2.1 0.0 0.6 1.4 1.3 1.5 1.5 58.4 0.6
1.4
0.4
0.2
4.2
1.5
2.5
0.6
1.6 64.0 0.5
경북
1.5 -1.0 -2.5 -0.9
1.7
3.3 -0.5
2.4 58.8 0.5
강원

1) 전년동분기의 고용률 차이(%p)를 의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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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 가 동 향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분기 대비 대구(1.7%), 경북(1.4%),
강원(1.0%) 모두 상승
◯ 대구(1.7%)는 전국 평균(1.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교통(-0.8%)

등의 가격은 내렸으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3%), 의류․신발(5.0%),
식료품‧비주류음료(2.0%) 등이 올라 상승
◯ 경북(1.4%)은 전국 평균(1.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교통(-0.8%),

주류 및 담배(-0.02%) 등의 가격은 내렸으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3.0%), 의류․신발(4.5%) 등이 올라 상승
◯ 강원(1.0%)은 전국 평균(1.6%)보다 낮은 수준이며, 교통(-0.5%),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의 요금은 내렸으나, 의류 및 신발(4.6%),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9%) 등에서 올라 상승

□ 생활물가*는 대구(1.3%)의 경우 전국 평균(1.3%)과 유사한 수준이며,
경북(1.0%)과 강원(0.7%)은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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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13 2013 2014 2014
시․도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1.2
1.4
1.1
1.1
1.6
1.5
1.7
전국
1.4
1.6
1.5
1.3
1.7
1.6
1.8
대구
0.9
1.3
1.0
1.1
1.4
1.2
1.5
경북
0.8
1.3
0.8
0.6
1.0
0.9
1.1
강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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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분기(월)비, %]
2014. 2/4
6월 생활물가
1.7
1.3
1.9
1.3
1.4
1.0
1.1
0.7

5. 건 설 동 향
□ 2014년 2/4분기 건설수주는 전년동분기에 비하여 대구(0.4%)는 증가,
경북(-23.4%)과 강원(-9.2%)은 감소

◯ 대구(0.4%)는 건축수주(관공서, 공장 및 창고 등)에서 0.5% 감소하였으나,

토목수주(도로 및 교량, 치산 및 치수 등)에서 4.2% 늘어 증가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6.5% 증가, 민간부문은 0.1% 증가

◯ 경북(-23.4%)은 건축수주(주택, 관공서 등)에서 19.5% 감소 및 토목수주

(기계설치, 항만 및 공항)에서 28.5% 감소하여 감소세 유지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53.2% 감소, 민간부문은 7.5% 감소

◯ 강원(-9.2%)은 건축수주(주택, 사무실 및 점포 등)에서 157.5% 늘었으나,

토목수주(철도 및 궤도, 발전 및 송전 등)에서 50.2% 줄어 감소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32.8% 감소, 민간부문은 92.6% 증가

《 건설수주 증감률 》

[전년동분기(월)비, %]
2014. 2/4p

2013 2013 2014 2014p
시․도 2013
2/4 3/4 4/4 1/4 2/4 4월
전 국 -29.5 -10.6 22.4 15.5 23.7 47.4

5월p
4.8

23.3

43.5 -11.7

대구

117.2

-33.2

92.6

327.1

0.4

1.3

-81.9

666.3

-0.5

경북

19.1

-40.5

43.5

-20.1

-23.4

-38.0

-37.4

-11.2 -19.5 -28.5

17.4 -69.3
4.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7.0

-9.2

-84.4

126.2

185.3 157.5 -50.2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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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p 건축 토목

4.2

6. 무 역 동 향
□ 2014년 2/4분기 수출은 전년동분기에 비하여 대구(8.6%)는 증가, 경북
(-6.0%)과 강원(-3.6%)은 감소
◯ 대구(8.6%)의 수출액은 2,012백만 달러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타

인조프라스틱 및 동 제품 등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정밀기기,
폴리에스테르, 차량 부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
◯ 경북(-6.0%)의 수출액은 12,771백만 달러로 TV, 철강관 등에서 증가

하였으나, 전기․전자 기타제품, 액정디바이스 등에서 부진하여 감소
◯ 강원(-3.6%)의 수출액은 530백만 달러로 시멘트, 기타 일반기계류 등

에서 증가하였으나, 기타 중화학 공업품, 차량 부품, 전기․전자 기타제품
등에서 부진하여 감소
□ 2014년 2/4분기 수입은 전년동분기에 비하여 대구(9.9%)와 강원(23.1%)은
증가, 경북(-1.8%)은 감소
◯ 대구(9.9%)의 수입액은 981백만 달러로 강판, 코크 및 밸브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기타 무기화합물, 금속공작기계 등의 호조로 증가
◯ 경북(-1.8%)의 수입액은 4,320백만 달러로 재압연용 코일, 무쇠 등에서

늘었으나, 회로보호접속기, 은, 액정디바이스 등에서 부진하여 감소
◯ 강원(23.1%)의 수입액은 462백만 달러로 비철금속 광, 완구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가스, 석탄, 어류 등에서 늘어 증가
《 수출1) 증감률 》

2013 2013 2014p 2014p
시․도 2013
2/4 3/4 4/4 1/4 2/4 4월p 5월p
0.7
2.8
4.7
1.7
3.3
8.9 -1.4
전국
5.7 -8.3 13.3 22.1
8.6 11.3
3.6
대구
9.1 -1.2 -0.9
2.0 -6.0
3.0 -13.5
경북
2.8 -5.8 -7.8 -11.9 -3.6
7.8 -18.6
강원

1) 수출․수입금액에는 지역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자료가 일부 포함
자료: 관세청「한국무역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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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분기(월)비, %]
p
2014.
2/4
6월p 수입1)
2.5
3.2
11.4
9.9
-6.8
-1.8
3.5
23.1

7. 인 구 이 동
□ 2014년 2/4분기 인구순이동(전입-전출)은 대구(-4,333명)와 경북(-427명)은
순유출, 강원(434명)은 순유입

◯ 대구의 이동자수는 4,333명 순유출, 순이동률은 –0.17%

- 0~4세 인구가 최다 순유입(85명), 25~29세가 최다 순유출(-887명)
- 0~14세(120명)는 순유입, 15세 이상(-4,453명)은 순유출

◯ 경북의 이동자수는 427명 순유출, 순이동률은 –0.02%

- 50~54세가 최다 순유입(454명), 20~24세 인구가 최다 순유출(-941명)
- 40~79세에서는 순유입, 0~39세에서는 순유출, 80세 이상은 보합

◯ 강원의 이동자수는 434명 순유입, 순이동률은 0.03%

- 50~54세가 최다 순유입(301명), 25~29세가 최다 순유출(-800명)
- 0~9세, 35~79세 등은 순유입, 20~34세, 80세 이상 등은 순유출

《 국내 순이동인구1)》

시․도 2013
2/4
전국 대 구 -2,713
-232
경북
강 원 1,443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4월

5월

-1,979 -3,571 -2,270 -4,333 -1,597 -1,917
-1,130 2,290 -2,898 -427
76
-39
778 1,436 -1,067
434
44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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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6월 순이동률2)
-819 -0.17
-464 -0.02
-289
0.03

지역별 경제동향

Ⅱ
1. 대 구

□ 2014년 1/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증가세 둔화,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 심화, 취업자 수는 증가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증가세 대폭 둔화, 수출은 증가세 둔화, 인구이동은 순유출 지속
◯ 광공업생산은 2014년 1/4분기 6.5%에서 2014년 2/4분기 2.8%로 증가세

둔화, 대형소매점판매는 –1.5%에서 –4.7%로 감소세 심화
◯ 취업자 수는 0.6% 증가에서 1.4% 증가로 증가세 확대, 고용률 증감은

0.1%p에서 0.6%p로 증가세 소폭 상승
◯ 소비자물가는 1.3%에서 1.7%로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327.1%에서

0.4%로 증가세 대폭 둔화
◯ 수출은 22.1%에서 8.6%로 증가세 둔화, 인구순이동은 전분기 2,270명

순유출에 이어 4,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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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0.8
2.6 10.1
6.5
2.8 5.0 -0.7 4.3
1.8 -2.4 -1.4 -1.5 -4.7 -6.3 -1.5 -6.6
-1.4 -2.1
0.0
0.6
1.4 1.3 1.5 1.5
-0.9 -1.2 -0.1
0.1
0.6 0.6 0.7 0.6
1.4
1.6
1.5
1.3
1.7 1.6 1.8 1.9
117.2 -33.2 92.6 327.1
0.4 1.3 -81.9 666.3
5.7 -8.3 13.3 22.1
8.6 11.3 3.6 11.4
-2,713 -1,979 -3,571 -2,270 -4,333 -1,597 -1,917 -819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2/4분기와 5~6월, 수출은 ’14. 1/4, 2/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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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북
□ 2014년 1/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증가세 유지,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 심화, 취업자 수는 증가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감소세 지속, 수출은 감소로 전환, 인구이동은 순유출인구
감소
◯ 광공업생산은 3.5%에서 4.8%로 증가세 유지, 대형소매점판매는 –0.4%

에서 -4.4%로 감소세 심화
◯ 취업자 수는 4.2%에서 1.5%로 증가세 둔화, 고용률 증감은 2.0%p에서

0.5%p로 증가세 하락
◯ 소비자물가는 1.1%에서 1.4%로 오름세 유지, 건설수주는 –20.1%에서

–23.4%로 감소세 지속
◯ 수출은 증가(2.0%)에서 감소(–6.0%)로 전환, 인구순이동은 전분기

2,898명 순유출에서 427명 순유출로 순유출인구 감소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4 2014
주 요 지 표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광공 업 생산 지 수 * -7.9 -6.2 -2.7
3.5
4.8 8.5 -0.1 6.2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0.3 -0.6 -3.5 -0.4 -4.4 -5.6 -1.1 -7.0
취 업 자 수
1.4
0.4
0.2
4.2
1.5 2.5 0.6 1.6
( 고용률 증감)
0.1 -0.3 -0.3
2.0
0.5 1.1 -0.1 0.5
소 비 자 물 가
0.9
1.3
1.0
1.1
1.4 1.2 1.5 1.4
건 설 수 주 * 19.1 -40.5 43.5 -20.1 -23.4 -38.0 -37.4 -11.2
수
출 * 9.1 -1.2 -0.9
2.0 -6.0 3.0 -13.5 -6.8
인 구 순 이 동 -232 -1,130 2,290 -2,898 -427
76 -39 -464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2/4분기와 5~6월, 수출은 ’14. 1/4, 2/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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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 원
□ 2014년 1/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로 전환,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소폭 상승, 건설수주와 수출은
감소세 둔화, 인구이동은 순유입으로 전환
◯ 광공업생산은 5.9%에서 –2.5%로 감소로 전환, 대형소매점판매는 1.3%

에서 –1.1%로 감소로 전환
◯ 취업자 수는 –0.9%에서 1.7%로 증가로 전환, 고용률 증감은 –0.9%p에서

0.5%p로 증가로 전환

◯ 소비자물가는 0.6%에서 1.0%로 오름세 소폭 상승, 건설수주는 –17.0%

에서 –9.2%로 감소세 둔화
◯ 수출은 –11.9%에서 –3.6%로 감소세 둔화, 인구순이동은 1,067명 순유출

에서 434명 순유입으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4 2014
주 요 지 표 2013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광공 업 생산 지 수 * -0.8
2.7
5.5
5.9 -2.5 -0.9 -3.5 -3.0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5.3
0.3
1.1
1.3 -1.1 -3.7 0.8 -0.9
취 업 자 수
1.5 -1.0 -2.5 -0.9
1.7 3.3 -0.5 2.4
( 고용률 증감)
-0.5 -1.6 -2.1 -0.9
0.5 1.4 -0.8 0.9
소 비 자 물 가
0.8
1.3
0.8
0.6
1.0 0.9 1.1 1.1
건 설 수 주 * 17.4 -69.3
4.6 -17.0 -9.2 -84.4 126.2 185.3
수
출 * 2.8 -5.8 -7.8 -11.9 -3.6 7.8 -18.6 3.5
인 구 순 이 동 1,443 778 1,436 -1,067 434 448 275 -289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2/4분기와 5~6월, 수출은 ’14. 1/4, 2/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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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경권(대구․경북)
□ 2014년 1/4분기 대비 광공업생산은 증가세 유지, 대형소매점판매는
감소세 심화, 취업자 수는 증가폭 둔화, 소비자물가는 오름세 상승,
건설수주와 수출은 감소로 전환, 인구이동은 순유출 지속
◯ 광공업생산은 3.8%에서 4.5%로 증가세 유지, 대형소매점판매는 –1.2%

에서 –4.7%로 감소세 심화
◯ 취업자 수는 2.5%에서 1.5%로 증가폭 둔화, 고용률 증감은 1.2%p에서

0.6%p로 증가세 둔화
◯ 소비자물가는 1.2%에서 1.6%로 오름세 상승, 건설수주는 42.4%에서

-13.6%로 감소로 전환
◯ 수출은 4.2%에서 –4.2%로 감소로 전환, 인구순이동은 4,760명 순유출로

전분기에 이어 순유출 지속

[전년동분기(월)비, %, %p],[명]

2013 2013 2014 2014
주 요 지 표 2013
2/4
3/4
4/4
1/4
2/4 4월
광공 업 생산 지 수 * -6.7 -5.1 -0.8
3.8
4.5 8.1
대형소매점판매지수 * 1.1 -1.9 -1.9 -1.2 -4.7 -6.2
취 업 자 수
0.1 -0.7
0.1
2.5
1.5 1.9
( 고용률 증감)
-0.4 -0.7 -0.2
1.2
0.6 0.8
소 비 자 물 가
1.2
1.5
1.4
1.2
1.6 1.4
건 설 수 주 * 46.2 -37.2 58.7 42.4 -13.6 -15.6
수
출 * 8.7 -2.1
0.6
4.2 -4.2 4.0
인 구 순 이 동 -2,945 -3,109 -1,281 -5,168 -4,760 -1,521

5월 6월
-0.3 5.9
-1.4 -6.7
1.0 1.5
0.3 0.6
1.7 1.6
-64.3 35.7
-11.5 -4.6
-1,956 -1,283

* 광공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건설수주는 ’14. 2/4분기와 5~6월, 수출은 ’14. 1/4, 2/4분기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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