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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최근 강원지역 실물경제동향

1. 산업활동

□ (생산) 2019.5월 강원도 제조업 생산은 증가폭이 축소(4월 +4.4% → 5월 +1.5%, 

전년동월대비)된 반면, 광업 생산은 증가폭이 확대(+0.7% → +2.6%)

□ (업황 BSI) 2019.6월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66) 대비 4p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62로 전월(56) 대비 6p 상승

(전년동월대비, %)

2018 2019

4월 5월 6월 4월 5월1) 6월

제 조 업

생     산2) -8.3 -5.2 -13.1 4.4 1.5 ..

출     하2) -5.2 0.0 -9.2 1.9 0.6 ..

재     고2) 17.1 14.4 11.8 4.2 5.7 ..

업황 BSI 3),4) 66 61 72 69 66 70

비제조업

광업 생산2) -7.3 -7.1 -14.1 0.7 2.6 ..

광업 출하2) -1.5 -11.2 -7.7 -6.3 8.8 ..

업황  BSI 3),4) 66 73 73 59 56 62
  주 : 1) 생산, 출하, 재고지수는 잠정치
     2)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2015=100)으로 연쇄지수 작성(가중치를 매년 직전연도 값으로 갱신) 

및 금액기반 환가방식을 도입하여 과거 시계열이 수정. 생산지수는 부가가치, 출하지수는 
출하액, 재고지수는 연말 재고액 기준

    3) ｢좋음 응답업체 구성비(%)－나쁨 응답업체 구성비(%)＋100｣으로 산출되며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수를 상회하는 경우 100 초과, 그 반대의 경우 
100 미만으로 표시됨

     4) 2019년 1월부터 표본개편후 신표본에 의해 조사된 결과치로 변경됨에 따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에 표본변경에 따른 시계열단절이 발생하게 되니 통계이용에 주의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수 요

가. 소 비

□ (소매판매) 2019.5월 강원도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폭이 축소(4월 –8.0% 

→ 5월 –2.4%,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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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2019.5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증가 전환(-5.9%

→ +6.8%)

□ (소비자심리) 2019.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8로 전월(95.4) 대비 0.4p 상승

□ (고속도로통행량) 2019.5월 강원도내 고속도로 이용 차량대수(출구 기준)는 

증가 전환(–1.6% → +1.3%)

(전년동월대비, %)

2018 2019

4월 5월 6월 4월 5월1) 6월

대형소매점2) 판매액지수 -1.3 -2.7 2.5 -8.0 -2.4 ..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3.6 -12.9 -11.1 -5.9 6.8 ..

소비자심리지수3),4) 106.8 109.7 106.7 98.8 95.4 95.8

고속도로 출구차량대수 -0.9 -2.0 4.1 -1.6 1.3 ..
  주 : 1)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015=100)는 실질기준이며 잠정치  
      2) 백화점 및 대형마트                    
      3)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

판단 및 향후경기전망)의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로서 
2003년~2015년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4) 2018.10월부터 개편된 표본으로 산출하였으며 표본개편으로 인한 표본내 구성비중 및 
응답성향 변화로 신·구 표본의 지수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2018.9월 이후 지수와 
2018.8월 이전 지수의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 

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나. 투 자

□ (건축허가·착공면적) 2019.5월 강원도 건축허가면적(4월 –53.8% → 5월 –29.3%, 전
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축소되고, 건축착공면적(+2.3% → -26.7%)은 감소 전환

□ (건설수주액) 2019.5월 건설수주액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90.2% → +9.8%)

□ (미분양주택) 2019.5월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106호 감소(+2,134호→ -106호, 

전월대비)

□ (산업기계 수입액) 2019.5월 산업기계 수입액은 감소 전환(+115.3% → 

-17.3%,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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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설비투자 BSI) 2019.6월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101로 전월(96) 대비 

5p 상승

(%, 호)

2018 2019

4월 5월 6월 4월 5월1) 6월

건설
투자

건축허가면적2) 76.5 46.7 -21.5 -53.8 -29.3 ..

건축착공면적2) 8.1 49.6 -27.6 2.3 -26.7 ..

건설수주액2) -36.0 71.4 -59.9 90.2 9.8 ..

미분양주택3) -177 -155 -154 2,134 -106 ..

설비
투자

산업기계 수입액2),4) -50.6 -23.1 27.5 115.3 -17.3 ..

제조업 설비투자 BSI5) 96 91 96 99 96 101
  주 : 1)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은 잠정치
      2)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 전월대비 증감
      4) 통관기준, 수입업체의 정정신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당초계획대비 수정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당초계획대비 수정감액 응답업체 구성비(%)+10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3. 고 용

□ (경제활동참가율) 2019.6월 강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6.1%로 상승폭이 

축소(5월 +2.2%p → 6월 +1.7%p, 전년동월대비)

□ (취업자수) 2019.6월 취업자수는 83.2만명으로 증가폭이 축소(+2.4만명 → 

+1.2만명*)

   * 전국 취업자수는 28.1만명 증가

□ (고용률) 2019.6월 고용률은 63.8%*로 상승폭이 축소(+1.7%p → +0.8%p)

   * 전국 고용률(61.6%)보다 2.2%p 높은 수준

□ (실업률) 2019.6월 실업률은 3.4%*로 상승폭이 확대(+0.7%p → +1.3%p)

   * 전국 실업률(4.0%)보다 0.6%p 낮은 수준

□ (인력사정 BSI) 2019.6월 제조업 인력사정 BSI는 84로 전월(85) 대비 1p 하락

한 반면, 비제조업은 78로 전월(74) 대비 4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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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 

2018 2019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경제활동참가율1) 63.8 64.3 64.4 66.1 66.5 66.1
<0.2> <-0.5> <-0.9> <2.3> <2.2> <1.7>

 취  업  자  수1) 804 815 819 831 840 832
<-1.8> <-8.3> <-7.3> <27.3> <24.3> <12.2>

 고    용    률1) 61.9 62.8 63.0 63.8 64.5 63.8
<-0.4> <-0.8> <-0.8> <1.9> <1.7> <0.8>

 실    업    률1) 3.0 2.4 2.1 3.5 3.1 3.4
<0.9> <0.6> <-0.1> <0.5> <0.7> <1.3>

인력사정
BSI 2)

제 조 업 89 96 94 89 85 84

비제조업 70 68 71 78 74 78
  주 : 1)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p, 천명)
      2)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의 수가 과잉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

보다 더 많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4. 수출입

□ (수출) 2019.5월 강원도 수출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4월 +2.2% → 5월 +1.7%, 

전년동월대비)

□ (수입) 2019.5월 수입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감소세 지속(-25.1% → -23.4%)

□ (수출입차) 2019.5월 상품수지(수출입차)는 전월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

   (–107.7백만달러 → –132.1백만달러)

(백만달러)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수       출
174.6 169.6 177.4 177.2 173.3 180.4

<15.8> <20.8> <39.4> <1.5> <2.2> <1.7>

수       입
395.5 375.4 407.9 274.8 281.0 312.6

<52.4> <64.4> <65.0> <-30.5> <-25.1> <-23.4>

수 출 입 차 -220.9 -205.8 -230.6 -97.6 -107.7 -132.1
  주 : 1)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2) 통관 기준, 수출입업체의 정정신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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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소비자물가) 2019.6월 강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확대(5월 +1.2% → 6월 +1.3%, 전년동월대비)

  ㅇ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 (부동산가격) 2019.6월 아파트 매매가격(–0.8% → –0.6%, 전월대비)과 전세가격

(–1.0% → –0.6%)은 하락폭이 축소

(전년동월대비, %)
2018 2019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소 비 자 물 가 1.6 1.5 1.5 1.0 1.2 1.3

식 료 품 · 비 주 류 음 료 2.3 0.9 -0.2 1.9 2.6 3.1

주 류 · 담 배 0.1 0.1 0.0 0.0 0.3 1.2

의 류 · 신 발 2.6 1.2 1.2 0.7 0.8 0.8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2.2 1.7 2.0 1.7 2.0 2.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8 2.7 1.5 2.3 0.8 1.2

보 건 0.3 0.3 0.0 -0.1 -0.2 -0.1

교  통 1.2 2.1 3.2 -0.7 0.3 0.1

통  신 0.1 0.0 -0.4 -2.6 -2.7 -2.8

오 락 · 문 화 0.3 1.4 1.6 0.0 -0.4 0.3

교  육 1.3 1.4 1.3 1.3 1.2 1.2

음 식 · 숙 박 2.4 2.6 2.8 2.9 2.7 2.7

기타상품 및 서비스 1.2 1.0 1.7 1.7 1.9 1.6

아  파  트   매  매1) -0.3 -0.4 -0.6 -0.5 -0.8 -0.6

아  파  트   전  세1) -0.3 -0.3 -0.5 -0.6 -1.0 -0.6
  주 : 1)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