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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경제

(1) 주요국 동향 

●  미국은 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비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실업률과 일자리 등 고용지

표들이 호전세를 이어가고, 경제주체들의 체감지표들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실물경기 여건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시사

●  일본은 연초 생산과 소비가 전월보다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회복을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유로권은 역내 생산 감소 및 소비 반등이 나타

나면서 부문 간 혼조세가 이어지는 양상

●  중국은 지난 2월 중 생산과 소비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춘

절 연휴에 따른 식료품 수요 증대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전년동월비 3.2%)하고, 수출이 전달

에 이어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주요국의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미국

실질GDP1) 1.8 2.2 1.3 3.1 0.1 

산업생산 4.1 3.9 0.6 0.1 0.7 1.5 0.3 0.0 0.7 

소매판매 8.0 5.0 -0.1 1.3 1.5 0.5 0.5 0.2 1.1 

무역수지2) -559.9 -539.5 -137.7 -124.8 -128.4 -48.2 -38.1 -44.4 -

일본

실질GDP -0.6 2.0 -0.2 -0.9 0.0 

광공업생산 -2.3 -1.0 -2.0 -4.2 -1.9 -1.4 2.4 0.3 -

소매판매 -1.0 1.5 0.3 -0.9 -0.2 0.5 0.0 -0.2 -

무역수지2) -2,565 -6,941 -1,370 -1,865 -2,159 -957 -646 -1,631 -

유로

실질GDP 1.4 -0.5 -0.2 -0.1 -0.6 

산업생산 3.4 -2.3 -0.5 0.1 -2.1 -0.8 0.9 -0.4 -

소매판매 -0.2 -1.7 -0.6 0.0 -1.6 0.2 -0.8 1.2 -

무역수지2) -14.7 79.9 18.5 24.6 26.7 10.0 10.3 9.0 -

중국3)

실질GDP 9.3 7.8 7.6 7.4 7.9 

산업생산 13.8 13.4 9.5 9.1 10.0 10.1 10.3 - 9.9 

소매판매 17.1 14.3 13.9 13.5 14.9 14.9 15.2 - 21.2 

수  출 21.0 8.4 10.5 4.5 9.5 2.9 14.1 25.0 21.8 

자료 :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기준

Ⅰ. 실물경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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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금융·유가 

 일본 엔화 및 유가 급락세 전환

●  유로존의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합의(3.25일) 이후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 무산에 따른 정

치적 불확실성 우려로 유로화는 제한적 반등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확대 조치

(4.4일) 이후 엔화는 급락 시현

●  시리아와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속에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에 따른 시장 불확실

성 해소에 힘입어 유가는 일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미국 원유 재고량(23년 만에 최고) 발표(4.3일) 

이후 다시 급락세로 전환

▶ 주요 국제가격 변수

단위 :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2 201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9일

엔/달러 78.12 78.39 77.96 79.77 82.48 86.75 91.71 92.56 94.22 99.02

달러/유로 1.2304 1.2579 1.2860 1.2960 1.2986 1.3193 1.3579 1.3057 1.2819 1.3083

미 국채(10년만기) 1.47 1.55 1.63 1.69 1.62 1.76 1.98 1.88 1.85 1.75

WTI유 88.06 96.47 92.19 86.24 88.91 91.82 97.49 92.05 97.23 94.20

Dubai유 102.44 110.47 110.84 106.83 107.92 106.67 110.46 107.23 106.83 103.35

자료 : 한국은행,「국제금융속보」

   2. 중국 산업동향

  1~2월 중국 공업부문, 회복세 둔화

●  2013년 1~2월 중국 공업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9.9%를 기록하여 작년 11월 이

후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

    -  2013년 1~2월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모두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특히 소매판매가 크게 부진

    -  중공업, 경공업 모두 회복세가 둔화

     *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 (경공업) 9.1(10월)→9.2(11월)→9.6(12월)→9.1(1~2월)

                                                 (중공업) 9.7(10월)→10.5(11월)→10.6(12월)→10.2(1~2월)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부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접대금지 등 반부패조치의 영향으로 음식숙박

업이 크게 부진

     *  도소매업의 매출 증가율 추이(%) : 14.6(10월)→15.0(11월)→15.2(12월)→12.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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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1분기 상반기 1~12월 10월 11월 12월 1~2월

섬유

섬유사 12.4 13.1 13.2 15.2 18.2 17.7 18.9 11.3 

방직 11.6 16.2 11.7 11.5 9.7 13.7 15.0 8.4 

화학섬유 13.9 13.5 14.6 11.8 9.7 12.7 11.5 3.7 

화학

에틸렌 7.4 -0.9 -3.3 -2.5 2.5 -1.2 -1.3 2.3 

플라스틱원료 9.3 9.3 9.4 5.5 3.4 1.9 4.2 7.5 

플라스틱제품 22.4 8.3 10.8 9.0 8.9 -4.5 -0.1 -5.7 

철강

선철 8.4 3.2 2.9 3.7 5.1 10.7 5.0 7.8 

조강 8.9 2.5 1.8 3.1 6.0 13.7 7.7 10.6 

강재 12.3 6.5 6.1 7.7 11.7 16.5 13.5 14.2 

비철금속 10.6 5.8 6.7 9.3 14.0 15.2 16.7 13.5 

기계

금속절삭기계 15.3 -3.2 -9.0 -13.4 -19.5 -6.8 -1.4 3.5 

소형 트랙터 5.1 -11.4 -7.1 -13.0 -3.8 0.6 17.2 15.3 

대기오염방지설비 7.6 10.7 12.3 25.8 27.9 105.3 37.0 104.7 

발전설비 14.0 -18.5 -7.3 -7.5 17.0 -21.0 20.0 -

자동차 3.0 0 6.7 6.3 3.8 3.9 5.3 12.4 

조선 25.4 -8.1 2.5 -13.4 20.3 -29.4 -20.3 -13.2 

전자

세탁기 11.5 -1.9 -1.0 1.4 -0.2 5.7 -1.2 6.9 

냉장고 20.3 6.9 -7.4 -3.1 3.4 5.3 6.7 7.6 

에어컨 24.6 -1.2 1.5 4.9 31.0 17.9 25.2 -3.7 

컬러TV 8.5 14.5 11.1 7.5 18.9 6.2 -2.7 6.8 

컴퓨터 35.9 15.7 14.1 11.7 30.7 41.0 10.8 7.3 

반도체 6.5 0.7 2.8 9.3 25.8 21.7 14.0 33.1 

휴대폰 17.6 2.3 5.5 0.8 -17.5 2.8 8.8 35.1 

경공업 13.0 13.2 11.1 10.1 9.1 9.2 9.6 9.1 

중공업 14.3 11.0 10.1 9.9 9.7 10.5 10.6 10.2 

공업 전체 13.9 11.6 10.5 10.0 9.6 10.1 10.3 9.9 

서비스

화물운수 13.7 11.8 12.2 11.7 - - - 9.5 

여객운수 7.6 8.4 8.4 7.6 - - - 5.9 

우편 25.0 - - - - - - -

통신 15.5 - - - - - - -

도소매업 17.2 15.0 14.5 14.4 14.6 15.0 15.2 12.8 

음식숙박업 16.9 13.3 13.2 13.6 14.0 14.2 15.1 8.4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 1) 경공업, 중공업,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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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실물경제

(1) 생산, 소비, 투자

 2월 산업생산, 부진한 모습 지속

● 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8% 감소(전년동월 대비 9.3% 감소)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금속가공,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부진으로 전월

대비 감소

    -  내수소비재 출하는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 출하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전월대비 4.5% 감소, 전

년동월 대비로는 5.4% 감소, 소매판매액은 비내구재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 감소

    -  설비투자는 전월 부진했던 일반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투자 증가로 전월대비 6.5% 증가, 전년동

월 대비로는 18.2%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7.0% 증가(전년

동월 대비 5.1%)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은 전년대비 2.0% 성장

(2) 고용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 실업률(SA) 3.5%

●  2월 취업자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청년층 실업률 상승(8.2%, 전월대비 1.2%포인트 상승)으로 2개월 연속 상승

한 3.5% 기록

     *  음식숙박업의 매출 증가율 추이(%) : 14.0(10월)→14.2(11월)→15.1(12월)→8.4(1~2월)

     *  작년의 경우 춘절이 포함된 1~2월 도소매업은 전년동기 대비 14.9%, 음식숙박업은 13.3%의 매

출 증가율을 기록

    -  당초 2013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공업부문의 실적 회복과 소비의 확대 흐름을 반영하여 8% 이

상을 낙관하는 흐름이었으나, 향후 소비 부진의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

●  자동차와 반도체는 양호, 조선은 부진 지속

    -  자동차, 철강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기계업종 중 대기오염방지설비가 큰 폭의 증

가율을 기록

    -  전자업종의 경우 반도체와 핸드폰이 전년동기 대비 33.1%, 35.1%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가

전업종은 전반적 부진과 불안정한 추이가 지속되는 모습

    -  한편, 조선은 업종 불황의 지속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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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제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GDP성장률
3.7 2.0* 2.3*

(0.3)*
1.6*
(0.0)*

1.5*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내수소비재 출하

2.4

0.9

1.7*

0.2

1.0*
(0.4)*
1.8

(-0.4)

1.7*
(0.7)*
-0.3
(0.1)

2.7*
(0.8)*
0.1

(-1.4)

-

2.1
(1.4)

-

-0.5
(-1.7)

-

3.7*
(2.7)*

-

-5.4*
(-4.5)*

설비투자(국민계정)

설비투자 추계

3.6

4.0

-1.9*

-2.0

-3.5*
(-7.8)*
-2.7
(-5.0)

-6.9*
(-5.2)*
-8.2
(-6.8)

-5.2*
(-1.8)*
-6.9
(0.8)

-

-10.8
(0.1)

-

-6.3
(6.3)

-

-15.6*
(-8.7)*

-

-18.2*
(6.5)*

건설투자(국민계정)

건설기성액

-4.7

-6.4

-2.2*

-5.8*

-3.1*
(-1.3)*
-9.7
(-0.9)

-0.3*
(0.7)*
-2.3
(1.0)

-4.2*
(-1.2)*
-5.6*
(1.4)*

-

1.5*
(1.3)*

-

-8.3*
(2.2)*

-

8.9*
(-0.2)*

-

5.1*
(7.0)*

전 산업 생산지수 3.3 1.0* 0.6
(-0.2)

0.7
(-0.0)

0.1*
(0.9)*

1.4*
(1.1)*

-0.2*
(1.0)*

3.1*
(-1.0)*

-1.9*
1.2*

광공업 생산지수 

광공업 출하지수 
광공업 재고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

5.9

5.6
14.9
80.2

0.8

0.8
3.2
78.1

1.1
(-0.5)
1.4
4.7
79.0

-1.0
(-2.2)
-0.5
1.7
76.2

-0.1
(2.9)
-0.7
3.2
77.8

2.1
(2.1)
1.2
2.1
78.0

-0.4
(1.6)
-1.2
3.2
78.4

7.6*
(-1.2)*
5.0*
7.2*
78.7*

-9.3*
(-0.8)*
-8.5*
4.7*
77.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제조업 가동률은 당기수치,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 산업 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3)  산업활동동향 통계가 개편됨에 따라 과거 통계가 변경됨.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2013.2.28)를 참조

▶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11
2012 2013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전 산업 취업자 수(천명) 24,244 24,681 25,003 24,989 24,804 24,941 24,402 24,054 23,984

전년동기 대비(%) 1.7 1.8 1.8 2.1 1.4 1.4 1.1 1.4 0.8 

제조업 1.6 0.3 -1.6 2.1 3.5 4.0 2.8 3.9 1.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2.1 2.4 2.8 2.2 1.1 0.9 0.9 1.0 0.7 

건설업 -0.1 1.3 1.9 0.9 -2.2 -1.9 -4.5 -2.8 -5.6 

도소매 . 음식숙박업 0.4 1.9 2.6 2.1 1.1 1.4 0.5 -0.1 -0.5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및 기타

2.9 3.2 3.4 3.5 2.3 1.7 3.0 2.9 3.3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4.3 1.4 2.0 -0.4 -0.4 -0.7 -0.6 -0.3 -0.4 

실업률(계절조정, %) 3.4 3.4 3.2 3.1 3.1 3.0 3.0 3.2 3.5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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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 대비 1.3% 상승

●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부문의 가격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 대비로는 1.3% 상승

(4) 금융·외환

 3월 은행의 기업대출 전월 수준의 증가, 4월 초(3.29~4.5) 국고채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3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를 보인 가운데(2월 3.2조원 → 3월 3.0조원) 중소기업대출

은 은행들의 대출태도 완화가 지속되며 증가폭 확대, 대기업대출은 경기 불확실성 지속,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

    -  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및 기관투자가의 투자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확대, CP는 에너

지 관련 공기업의 만기 상환 및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부

진 지속

●  3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로 증가 전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소비회복 지연,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미 국채 금리하락,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 국내 주식시장 약세 등으로 하락하

였으며(3.29일 2.52% → 4.5일 2.44%, 0.08%포인트 하락),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 지속과 외

국인의 코스피 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 등으로 상승(3.29일 1,111.10원 → 4.5일 1,131.80원, 20.7

원 상승)

▶ 소비자 물가

단위 : %

2011
2012 2013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기대비) 4.0 2.2 0.2 0.3 0.3 -0.4 0.2 0.6 0.3 -0.2 

(전년동월 대비) 4.0 2.2 2.4 1.6 1.7 2.2 1.4 1.5 1.4 1.3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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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자금조달

단위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1 2012 2013 13.3월 말
잔액연중 3월 연중 3월 1월 2월 3월

은행 원화대출 39.1 2.8 32.9 3.2 4.7 3.2 3.0 599.9

(대 기 업) 27.8 0.8 27.1 1.1 1.6 0.8 0.1 144.8

(중소기업) 11.3 2.0 5.8 2.1 3.1 2.3 2.9 455.1

   <개인사업자> 13.0 0.8 15.0 1.5 0.4 1.3 1.4 176.5

사모사채 인수 -5.0 -0.5 -2.4 -0.3 -0.1 -0.2 -0.2 8.5

CP순발행 3.9 -2.7 5.4 -0.8 6.6 0.6 -0.7 33.2

회사채순발행 19.5 0.2 17.5 0.03 -0.1 1.0 1.2 ‥

주식발행 9.2 0.4 2.8 0.2 0.2 0.3 0.2 ‥ 

은행 가계대출 23.9 1.7 11.5 -0.4 -3.5 -1.6 0.1 461.6

(주택담보대출) 21.4 2.1 10.9 1.1 -2.3 -0.8 0.9 314.8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2.4 -0.4 0.7 -1.5 -1.2 -0.8 -0.7 145.9

자료 : 한국은행

▶ 주요 금리 및 환율 추이

단위 : %, 원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2월 말 3.8일

국고채(3년) 3.38 3.34 3.55 3.30 2.79 2.82 2.63 2.66

회사채(3년, AA-) 4.27 4.21 4.35 3.87 3.30 3.29 2.99 3.01

CD(91일) 2.80 3.55 3.55 3.54 3.09 2.89 2.82 2.82

CP(91일) 3.03 3.71 3.69 3.56 3.20 3.00 2.90 2.89

원/달러 1,134.80 1,151.80 1,133.00 1,145.40 1,111.40 1,070.60 1,083.00 1,090.30

원/100엔 1,397.08 1,485.16 1,380.74 1,453.79 1,441.12 1,247.50 1,176.20 1,144.5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 기말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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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입

 3월 수출 0.4% 증가, 수입 2.0% 감소, 무역수지 흑자 34억 달러

●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0.4% 증가한 475억 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44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EU 재정위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IT제품 수출호조 및 신흥국에 대한 수출확대에 힘입어 총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은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21억 1,000만 달러 기록

    -  수입은 원자재·자본재 수입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소비재 수입이 크게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115.9달러/배럴)가 전년동월 대비 5.4% 하락한데다 도입물량도 2.1% 감소

함에 따라 금액으로는 7.3%가 감소한 83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의 변화를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국 경기 둔화, 기저효

과 등으로 수출단가는 2012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하락세

    -  세계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물량도 3월 이후 8개월 연속 한 자릿수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으며, 12월에는 통관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

▶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1~3월

수출

5,552 5,479 1,401 1,331 1,398 449 457 423 475 1,355

(19.0) (-1.3) (-1.7) (-5.8) (-0.4) (-6.0) (10.9) (-8.6) (0.4) (0.5)

수입

5,244 5,196 1,304 1,257 1,298 431 452 403 441 1,297

(23.3) (-0.9) (-2.9) (-6.9) (-1.0) (-5.3) (3.9) (-10.6) (-2.0) (-3.0) 

무역수지 308 283 97 75 99 18 5 20 34 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3월 실적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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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단가 상승률 및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주요 국가들과의 수출증가율을 비교하면, 2013년 들어와 EU 재정위기 해결 지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통관일수 증가 및 미국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 중국, 유로권 국가들은 증가세로 

전환

▶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 : 달러 기준, %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2010년 31.3 28.3 32.6 21.0 12.4 15.3 8.0

2011년 20.3 19.0 6.8 15.8 16.9 15.1 13.9

2012년 7.9 -1.4 -2.9 4.5 -4.5 -1.6 -4.5

2013년 1월 25.0 10.9 -7.6 4.3 6.3 8.4 3.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WTO 통계 참고)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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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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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5
-10
-15

11.4 5 6 7 8 9 10 11 12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23.5 21.7 11.1 21.1 25.5 18.0 7.6 11.5 8.2 -7.3 20.4 -1.5 -5.0 -0.9 0.9 -8.7 -6.0 -2.4 1.0 3.9 -5.7

11.8 12.2 9.5 12.2 12.7 17.3 3.8 5.0 5.7 -2.4 20.7 1.2 0.5 6.2 6.8 4.7 3.9 3.8 6.9 11.8 -1.8

8.8 10.0 10.2 10.4 10.0 7.9 7.2 7.3 5.0 1.9 1.3 0.5 -2.9 -4.7 -5.6 -7.5 -6.3 -2.8 -2.7 -3.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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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

          생산 : 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9.8% 감소, 전월비 1.2% 감소

●  제조업생산(95.1)은 반도체(7.2%), 의료 . 정밀 . 광학(1.0%), 화학(0.3%)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컴퓨터 및 주

변장치(-54.9%), 통신 및 방송장비(-26.8), 기계 . 장비(-20.7%), 자동차(-16.5%)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

년동월비 9.8%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7.2%)와 중공업(-9.9%) 및 경공업(-8.9%) 모두 감소

    -  전월 대비 생산이 증가한 업종은 의료 . 정밀 . 광학(6.1%), 화학(0.4%) 등이며, 반도체(-6.7%), 선박(-5.7%), 

섬유(-1.8%)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1.2% 감소

▶ 산업별 생산 추이

단위 : 2010=100,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2 2013

3/4 4/4 12월 1월 2월*

광공업 105.9 106.8 102.9 109.6 109.7 109.6 96.0

증감률 5.9 0.8 -1.0 -0.1 -0.4 7.6 -9.3

S.A.전월(기)비 - - -2.2 2.9 1.6 -1.2 -0.8

제조업 106.0 106.9 103.1 109.6 109 108.9 95.1

증감률 6.0 0.8 -1.1 -0.2 -0.5 8.0 -9.8

섬유 1.6 -2.6 -1.4 -3.9 -4.8 8.8 -12.7

화학 3.0 4.0 5.3 3.6 4.3 8.7 0.3

철강 7.9 0.6 3.8 -3.6 -2.5 5.3 -10.8

반도체 27.0 8.1 1.2 20.2 30.0 27.2 7.2

컴퓨터, 주변장치 -0.7 -32.9 -55.7 -50.7 -54.6 -60.5 -54.9

통신, 방송장비 -7.5 -12.9 -23.2 -14.0 -13.3 -14.5 -26.8

의료, 정밀, 광학 5.3 3.4 -1.0 2.1 2.9 12.9 1.0

기계, 장비 9.1 -2.2 -2.6 -9.9 -12.9 -6.9 -20.7

자동차 14.6 -0.1 -11.6 -2.3 -4.6 18.7 -16.5

조선 2.9 4.9 8.9 6.4 7.7 31.8 -6.8

S.A.전월(기)비 - - -2.3 3.0 1.5 -0.9 -1.2

중공업 6.7 1.0 -1.3 0.0 0.2 8.1 -9.9

경공업 2.4 -0.2 0.1 -1.4 -5.0 7.4 -8.9

제조업ICT 6.7 0.4 -5.5 5.3 11.3 6.7 -7.2

자료 : 통계청

    주 :  * 는 잠정치

Ⅱ. 산업별 동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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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07.1/4분기~2013.1~2월)                                                   (2008.1/4분기~2013.1~2월)

12.1Q

12.4Q

13.1~2M

13.1~2M
12.4Q

11.1Q

08.1Q

0.0

25.0

2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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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10.0

-15.0

-20.0

-25.0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12.1Q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주 : 2013년 1~2월은 기간 중 평균                               주 : 2013년 1~2월은 기간 중 평균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7.9)는 화학제품, 반도체 및 부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 전월 대비는 보합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4.1%로 전월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재고출하순

환도를 보면 출하의 감소폭(-0.5% → -2.1%)은 확대되었으나, 재고의 증가폭(6.5% → 5.1%)은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8%로 전월에 비해 0.9%포인트 하락

 수출 : IT제품과 석유화학은 호조, 자동차 . 철강 . 조선은 감소세 지속(3월)

●  글로벌 수요 증가와 국내 제품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에 힘입어 IT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석유

화학과 석유제품의 수출도 증가세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는 전략 스마트폰의 수출호조와 기저효과 등으로, 반도체는 D램 및 낸드 단가의 상승과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호조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 출하량 증가와 대형 LCD 수출단가 상

승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

    -  석유화학도 국내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물량 확대에 힘입어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

●  반면, 철강, 선박은 전반적인 세계경기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조업일수 감소와 

노사협상 타결 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

    -  철강은 산업 시황 악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선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선가 하락, 건조 지연, 선주 금융사정으로 인한 인도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두 자릿

수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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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1~3월

반도체 -1.1 0.6 -1.0 -1.4 6.8 1.0 7.2 0.9 6.5 4.9 

자동차 28.0 4.2 6.2 -10.2 -3.1 -6.3 23.3 -16.3 -10.4 -3.2 

자동차부품 21.8 6.6 9.1 2.3 4.1 -1.2 22.7 -4.2 2.9 6.1 

무선통신기기 -1.1 -16.7 -31.2 -14.9 17.7 12.6 32.2 15.1 22.9 23.6 

일반기계 26.9 4.6 9.2 2.7 -3.6 -10.4 6.2 -12.4 -1.2 -3.0 

철강 33.3 -3.9 3.3 -14.8 -9.3 -24.5 -7.6 -12.8 -13.2 -11.3 

석유화학 27.6 0.7 -2.8 -4.7 6.0 5.5 15.6 4.9 8.1 9.3 

석유제품 63.6 8.7 -3.2 2.3 11.4 -1.5 11.1 -1.5 3.9 4.4 

조선 15.2 -29.7 -14.8 -46.9 -37.3 -38.1 -22.1 -42.0 -12.5 -26.4 

디스플레이 -7.0 1.3 -1.4 6.0 6.8 11.9 17.4 6.6 5.0 9.5 

컴퓨터 0.4 -7.6 0.3 -12.4 -11.5 -20.0 11.4 -14.1 0.8 -0.9 

가전 4.0 -5.2 -4.1 -4.9 2.2 -1.5 20.6 1.5 4.1 8.3 

섬유 14.6 -2.1 -4.3 0.0 -3.3 -6.6 17.2 -9.8 0.1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 3월 실적은 추정치

       주요 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생산 부진

●  2월 주요 생산 관련 지수는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소비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

    -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면서 생산지수는 16.5% 감소하였으며, 출하(-16.2%) 및 가동률(-19.9%)도 높은 감

소세를 기록

●  3월 내수는 완성차업체들의 가격인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에도 소비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이 이어

져 0.3%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게 완화

    -  반면 수입차는 2000cc 미만급의 판매가 25.5% 증가하면서 13.3% 증가

●  수출도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와 2012년 하반기 가동된 중국 제3공장의 영향으로 

6.2% 감소

    -  완성차의 경우 EU시장 위축과 중국 제3공장 본격 가동으로 디젤승용차와 SUV 수출이 감소

    -  수입의 경우 완성차는 독일업체들의 선전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부품은 수입부품 사

용비중이 높은 외국계 완성차업체의 생산부진과 국산화 진전으로 큰 폭의 하락세 기록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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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14.6 -0.1 3.2 -11.6 -2.3 -4.6 18.7 -16.5 -

생산(전기비) - - -2.3 -10.8 12.4 1.8 1.9 -1.3 -

출하 15.4 0.3 3.1 -10.7 -2.6 -4.1 12.4 -16.2 -

재고 17.2 -10.9 5.9 -1.4 -10.0 -10.0 2.7 1.5 -

가동률 6.5 -3.4 -1.9 -17.3 -1.5 -4.7 24.2 -19.9 -

내수판매동향 1.5 -2.4 -0.7 -8.6 11.0 6.5 10.3 -10.3 -0.3 

교역동향
수출 25.8 5.0 7.1 -5.7 -0.8 -4.7 23.1 -12.3 -6.2 

수입 19.0 0.5 0.6 -4.6 16.4 38.7 14.4 1.9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주 : 1)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수입차 판매 포함)

             수주잔량의 지속적 감소 및 인도 연기로 생산 및 교역지표 모두 하락

●  건조량 대비 수주량 부족의 누적 및 호황기 대비 56.1% 감소한 수주잔량의 영향으로 생산동향 지표 하

락세 전환   

    -  선박 수요증가율이 공급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한 가운데 낮은 선가에 발주하려는 주문이 증가하고 있

고 도크가 비기 시작한 조선업체들도 적극 수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

    -  그러나 선박 수요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3월 중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900대

를 돌파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하락 반전, 4월 4일 기준 866.0으로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은 상태

    -  컨테이너선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HR 지수 역시 4월 4일 기준 478.4로서 2012년 상반기 이후 400 후

반에서 횡보 상태     

●  수출용 선박의 건조 감소 및 선박금융 위축에 따른 인도연기 요청 등으로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 

    -  급감을 보였던 2월에 비해 3월 수출은 감소폭이 줄기는 했으나 일부는 수출규모가 작았던 전년동기 대

비 기저효과의 영향

    -  수입은 중국에서의 벌크선 도입이 있었으나 파나마 등과 같은 지역으로부터의 편의치적선(BBC선박) 

반입이 줄면서 큰 폭의 감소세 시현

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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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2.9 4.9 4.4 8.9 6.4 7.7 31.8 -6.8 -

생산(전기비) - - 5.1 -2.3 -1.1 2.6 9.9 -5.7 -

출하 3.4 2.5 2.6 6.0 3.3 5.5 32.2 -7.8 -

가동률 5.2 -8.4 -11.5 -10.4 -9.7 -3.9 29.2 -13.5 -

교역동향
수출 15.2 -29.7 -14.8 -46.9 -37.3 -38.1 -22.1 -42.0 -12.5 

수입 -16.5 2.6 3.2 11.3 -6.6 -17.4 53.9 -22.3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2010=100 기준으로 개편), 3월 수출은 추정치

          생산둔화 지속 및 수출 감소세 완화 

●  2월 기계류 생산은 국내 기계수주가 전년동월 대비 32.7% 줄어들고 설 연휴 조업일수 단축 등 부정적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20.7%를 기록하는 등 감소

    -  출하 및 가동률도 각각 -19.5%, -19.8%를 기록하였으며, 재고는 전년동월 대비 5.1% 하락

●  3월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포함 전반적인 해외수요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1.2%를 기록하

였으나 감소세는 크게 완화

    -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산업경기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장비 등의 기존 재고물량 누적 등으로 

11.2% 감소

    -  선진국 경기침체 지속과 계절적 영향으로 주요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과 대EU 수출 역시 각각 16.2%, 

6.9% 감소했으며,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대일 수출도 11.3% 하락 

    -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대ASEAN 수출은 전년동기비 46.5% 증가하였으

며, 대중남미 0.3%, 대CIS 수출 0.2% 증가 

    -  수입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흑자기조 유지

         가동일수 감소하면서 생산 및 수출 실적 악화 

●  2월은 설 연휴에 따른 출하부진과 업체들의 설비 점검 조기실시로 철강 생산 및 가동률지수가 전년동

기 대비 10% 이상 저하 

일반기계

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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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출하지수가 각각 92.9, 95.7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가동률지수가 86으로 최근 수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조선, 기계, 건설 등 주요 철강수요 산업의 철강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철강제품 명목소비가 전년동

기 대비 9.8% 감소(철강협회, 물량기준) 

    -  내수출하 및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철강업체들이 가동률 조정 이외에도 설비합리화 공사를 조기 착공

▶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9.1 -2.2 -1.4 -2.6 -9.9 -12.9 -6.9 -20.7 

생산(전기비) - - -1.7 -3.9 -6.5 -0.6 0.2 0.0 

출하 8.1 -0.7 -0.3 -0.7 -7.7 -7.9 -12.4 -19.5 

기계내수출하 30.0 -13.4 16.9 14.9 -13.4 -13.4 1.3 -5.1 

재고 2.6 -3.1 1.9 -5.9 -13.8 -16.3 -5.0 -19.8 

가동률 4.3 -5.3 -5.0 -10.7 -9.5 -11.2 -14.7 -27.2 

교역동향
수출 26.9 4.6 9.2 2.7 -3.6 -10.4 6.2 -12.4 -1.2 

수입 10.8 0.9 -2.7 -2.2 -5.3 2.4 -5.9 -23.4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통계월보”

   주 :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2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7.9 0.6 0.4 3.8 -3.6 -2.5 5.3 -10.8 -

생산(전기비) - - 0.4 1.0 -2.8 0.6 -1.1 -2.7 -

출하 8.2 0.5 1.2 3.3 -3.3 -4.2 3.3 -8.1 -

재고 15.7 6.9 4.6 3.8 6.9 6.9 8.8 3.0 -

가동률 1.1 0.0 0.0 3.5 -3.1 -1.0 5.3 -10.1 -

교역동향
수출 33.3 -3.9 3.3 -14.8 -9.3 -24.5 -7.6 -12.8 -13.2 

수입 13.5 -12.0 -15.7 -14.3 -13.7 -17.0 -17.0 -6.9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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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와 국제 철강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철강수출은 2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12.8%가 줄어드는 등 수출약세를 지속 

    -  2월 철강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는 255만톤으로 전월의 269만톤에 비해 다시 줄었으며, 전년동월 대

비 6.8% 감소 

    -  지역별로 2월 수출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중국 -7.4%, 일본 -28.8%, 미국 -24.9% 등 주력 시장에서

의 수출감소가 두드러지며 인도,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 

         생산 둔화 속 수출은 강세 지속 

●  생산은 전년동기비 0.3%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출하와 가동률은 각각 2.0%, 3.8% 감소하는 등 생산 

둔화

    -  생산 . 출하 및 가동률 축소는 아시아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일제히 감산과 공급조정을 통해 수급타이트

를 유발하여 가격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파악

●  다만, 올레핀 계열의 가격 강세로 일시적 생산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월 나프타 가격 강세와 함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폴리에틸렌(PE) 가격 상승을 동반(HDPE 

1,500달러/톤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

    -  합성고무의 주원료인 부타디엔(BD)은 타이어 부문 시황의 회복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규 합성고무 

플랜트 증설로 인해 높은 가격 상승세 유지(1월 초 이후 약 27.3% 상승) 

화학 

▶ 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3.0 4.0 4.3 5.3 3.6 4.3 8.7 0.3 -

생산(전기비) - - 2.6 2.1 -0.5 1.5 -0.5 0.4 -

출하 2.4 2.6 3.3 4.3 0.4 -1.3 7.1 -2.0 -

재고 6.3 7.2 6.7 5.9 7.2 7.2 4.9 6.4 -

가동률 -0.9 0.2 1.4 0.4 -0.5 -1.0 4.8 -3.8 -

교역동향
수출 27.6 0.7 -2.8 -4.7 6.0 5.5 15.6 4.9 8.1 

수입 24.1 -3.3 -10.8 -8.3 5.4 5.7 13.8 9.8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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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 장비 가동* 등에 따른 공급여력 증가**에 힘입어 3월 수출이 8.1%로 당초 예상보다 큰 폭 증가

     *  현대오일뱅크 파라자일렌(PX) 80만톤 생산설비 신규 가동(2013.1월)

     **  2012.1/4분기 2건의 정기보수 대비 2013.1/4분기에는 정기보수가 없음.

             섬유경기 점진적 회복 기대  

●  2월 섬유 업황은 설 특수에도 불구하고 섬유 내수가 부진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동

기비 크게 부진

    -  내수 부진 및 설 연휴 조업 단축에 따라 출하가 전년동월비 6.0% 줄면서 생산 및 가동률이 각각 7.4%, 

11.1% 위축되었으며, 재고 역시 증가세 반전

    -  반면 계절조정기준 전월비 생산지수는 0.2% 증가세로 전환하여 2월 누계 기준 수출 증가세 및 3월 이

후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기대감 반영  

●  3월 섬유 수출은 개도국의 의류수출용 섬유소재 수입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세 시현

    -  중국의 대세계 섬유수출이 1~2월간 전년동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간 부진했던 대중 수출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수출 증가세 유지

    -  반면 미국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일본의 경기부양책 등에도 불구하고 선진시장으로의 수출 회복이 

느려 큰 폭의 증가세는 기대 난망

▶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2.1 -2.4 -3.2 -3.7 -2.6 -4.8 -3.5 -7.4 -

생산(전기비) - - -2.4 -3.8 -1.1 -0.6 -8.6 0.2 -

출하 0.8 -1.2 -0.2 -2.1 -1.8 -4.4 -0.7 -6.0 -

재고 13.3 -2.5 4.1 -0.6 -2.5 -2.5 -0.6 0.5 -

가동률 -0.1 -2.7 5.4 -4.0 -2.7 -2.9 -0.8 -11.1 -

교역동향
수출 14.6 -2.1 -4.3 0.0 -3.3 -6.6 17.2 -9.8 0.1 

수입 27.2 -5.1 -10.9 -6.8 -0.3 -3.0 5.0 6.7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기준임.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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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부진과 수출 둔화로 생산 감소

●  2월 가전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와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6.3% 감소하고, 가동률도 전년동기비 2.2% 

하락하여 지난해 9월 이후 지속되었던 회복세가 꺾이는 양상 

    -  설 연휴로 전년동월 대비 2월의 조업일수 감소

    -  전자 양판점의 세일을 통한 판매촉진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와 소비 부진으로 출하는 3.5% 감소

    -  소형 전기 히터류, 전기온풍기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가전 판매는 증가

    -  출하 감소와 수출 둔화로 재고는 전년동기비 9.9% 증가

●  3월 가전 수출은 전년동기비 기저효과, 스마트 TV, 조명기기와 프리미엄 생활가전 수출 수요 회복으로 

4.1% 증가

    -  LED 조명기기 등 절전형 제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국의 절전형 가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고효율 생활가전과 LED TV 수요 증가

    -  유럽의 TV수요 증가로 현지 생산용 TV 부품 수출 증가 

    -  2월 수입은 수출 둔화에 따른 부품 수입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비디오카메라와 전구 수입이 감소하여 

13.0% 감소

▶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1.2 1.2 -1.7 0.2 7.0 10.2 10.4 -6.3 -

생산(전기비) - - -1.0 3.1 5.5 0.8 -2.1 -3.0 -

출하 -0.7 0.3 -2.1 0.6 4.1 11.8 11.2 -3.5 -

재고 -6.9 -0.3 -5.2 -1.7 4.9 2.3 13.0 9.9 -

가동률 -3.0 1.9 -3.8 1.0 12.9 19.4 15.1 -2.2 -

교역동향
수출 4.0 -5.2 -4.1 -4.9 2.2 -1.5 20.6 1.5 4.1 

수입 4.3 3.1 2.5 -2.2 9.8 8.9 11.7 -13.0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 1)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구, 전구조명기기임.

가전 



KIET 산업동향브리프  21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2월 전월비 생산지수는 감소세가 완화된 -0.5%를 기록했지만, 전년동월비 생산과 출하지수는 수출증가

세에도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  주력품목인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가동률 지수도 전년동

월 대비 1.9% 하락 

    -  휴대폰 시장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이통사의 마케팅 강화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단말 보

조금 규제 강화와 4월 신제품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등으로 성장세가 위축 

●  3월 수출은 스마트폰 및 관련부품 수출호조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2.9% 증가하며, 작년 9

월 이후 수출증가세 지속

    -  세계 LTE 시장 확산과 중국 등 신흥시장의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력품목인 스마트폰의 

호조세가 지속 

    -  지역별로 대EU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동월 대비 중국, 중남미 지역 등으로의 수출이 크

게 증가

▶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7.5 -12.9 -4.9 -23.2 -14.0 -13.3 -14.5 -26.8 -

생산(전기비) - - -9.1 -10.7 7.8 7.3 -10.5 -0.5 -

출하 -11.6 -16.3 -8.0 -22.5 -16.7 -13.6 -15.8 -23.4 -

재고 -44.1 -1.0 -4.0 -28.4 -1.0 -1.0 0.0 -10.4 -

가동률 -19.8 -16.7 -11.4 -17.9 -11.1 -11.1 -2.6 -1.9 -

교역동향
수출 -1.1 -16.7 -31.2 -14.9 17.7 12.6 32.3 15.1 22.9 

수입 30.0 -33.1 -43.1 -40.0 -11.4 19.7 71.5 -32.1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 1)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임.

무선
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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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가격 소폭 상승

●  반도체업계가 감산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PC용 D램은 각 업계가 생산을 대폭 줄이고 대신 모바일용 D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

    -  D램의 가격상승은 주요 수요처인 PC의 활황에 따른 가격상승이 아니라 공급부문의 생산조정에 따른 

가격상승이므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낸드플래시는 SSD(반도체 저장장치)의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고, 도시바 등 경쟁

업체의 생산차질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

●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로 관련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가 동반 성장 지속

    -  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보급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바일에 적합한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AP, CIS, LDI, 프리미엄 D램 등)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기인

●  3월 수출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의 가격상승과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

년동월 대비 6.5%의 견조한 상승세 시현

▶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27.0 8.1 0.4 1.2 20.2 30.0 27.2 7.2 -

생산(전기비) - - -2.5 3.7 26.3 6.7 -7.1 -6.7 -

출하 28.7 8.2 0.8 2.6 19.5 23.8 12.2 7.9 -

재고 107.9 32.3 14.7 1.4 31.6 31.6 25.8 7.3 -

가동률 -3.6 1.3 -1.9 0.4 9.2 15.3 7.6 -10.7 -

교역동향
수출 -1.1 0.6 -1.0 -1.4 6.8 1.0 7.2 0.9 6.5 

수입 4.3 -0.7 -3.4 -3.8 7.1 -2.8 6.3 -8.0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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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용 패널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 지속

●  2월 생산은 패널가격의 하락세,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6.8% 하락   

    -  전반적인 수요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춘절 특수 이후 TV용 패널을 비롯하여 모든 제품군에서

의 패널가격 소폭 하락과 재고 증가가 발생  

    -  3월의 패널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2월에 이어 소폭 하락한 가운데 TV용보다 수요둔화 추세가 계속

되는 IT용 패널가격의 하락이 약간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재고는 특히 중국 TV세트 기업에서 다소 높

은 수준 

    -  국내 양대 패널업계의 가동률은 2월에 전월비 소폭 하락(80% 중반 → 초반)하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폭 하락하였으나 대만, 중국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미약  

●  LCD 패널의 3월 수출은 TV용 패널의 출하량 증가, 전년동기 대비 패널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동

기비 5.0%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지난해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

    -  지역별로는 동유럽, 베트남 등 세트제품 조립거점에 대한 수출이 3월에도 꾸준히 회복된 데 비해 대중

국 수출은 춘절 이후 재고조정으로 다소 부진

▶ 디스플레이(LCD)산업 주요 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3.9 -2.1 -3.7 -0.3 5.6 8.8 5.7 -6.8 -

생산(전기비) - - -2.8 -3.4 7.8 1.2 -5.4 -1.8 -

출하 -4.2 -1.3 -2.0 3.1 2.6 4.8 5.4 -4.1 -

재고 12.4 -3.2 -8.9 -16.9 -4.0 -3.1 6.9 19.2 -

가동률 -11.4 -4.2 -8.2 -6.1 3.5 2.7 -4.7 -20.1 -

교역동향
수출 -7.0 1.3 -1.4 6.0 6.8 11.9 17.4 6.6 5.0 

수입 1.8 -12.8 -23.9 -12.8 -6.9 -27.2 -22.5 -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 1) 1월, 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3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에 디스플레이의 가중치 비율을 반영하여 수정

디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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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음.

    -  동남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중동에서도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

●  LG화학, 롯데케미칼(옛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등은 산유국 현지기업들과 합작으로 2013~2016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  이들 개도권에서 국내기업들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비중을 늘리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

●  다만 투자진출 동기는 지역별로 다소 다른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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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계, 해외진출 러시이슈 

▶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기업명 진출국 합작기업 . 지역 등 생산품목 . 개시연도

LG화학 카자흐스탄

- 국영 석유화학 기업 KPI
-  텡기즈 유전 인근의 아티라우 특구 

내 385만㎡ 부지에 석유화학단지 건
설에 42억 4,000만 달러 투자

-  에틸렌 84만t 크래커, PP 50만t, PE 
80만t(HDPE/LDPE 각 40만t씩)을 생
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 중

-   2015년 완공 목표

롯데
케미칼

우즈베키스탄

-  현지 국영 석유가스공사(UNG)와 한
국 컨소시엄*이 합작 투자회사 ‘Uz-
Kor 가스케미칼’을 설립, 수르길 지
역에 가스화학 콤플렉스(GCC)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합작사업

-  2012.3, STX 보유 지분 매입으로 
24.5%로 증가(2012~2015년 3.15
억 달러 투자)

-  연산 40만t 규모의 에탄 크래커센터, 
대규모 천연가스, HDPE 연간 36만t, 
PP 8만t 등 생산 예정

-  2015~2016년 완공목표

한화
케미칼

사우디

-  민간 석유화학 기업인 Sipch-em과 
합작(지분 25%, 총 3억 8,500만 달
러)으로 EVA/LDPE 병산 20만t 설비 
및 PVC 12만 5,000t를 생산할 수 있
는 플랜트를 주베일 석유화학 단지
에 건설 중 

-  2013년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
-  국내외 공장의 EVA 생산규모가 총 

31만 톤으로 DuPont에 이어 세계 2
위권으로 도약 예정

금호
석유화학

필리핀

-  현지 화학기업인 JGSPC와 부타디엔 
플랜트 건설을 위한 합작 회사 설립
에 관한 MOU 체결(2011.3, 50:50)

-  바탕가스 지역 나프타 분해공장
(NCC) 인근이 유력 후보지

-  추진 중

동부그룹 말레이시아

-  보르네오섬 사라와크(Sarawak)州를 
허브로 삼아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한
다고 선언

-  2012년 11월 8일, 동부 회장은 州정
부 관계자들과 만나 메탈 실리콘 공
장 건설에 관한 MOU를 체결

-  동부메탈은 사라와크주 SIP 산업단
지 내에 10만t 규모의 메탈실리콘 공
장 건설 예정

-추진 중(2015년 가동 목표)

자료 : CMRI(2013.2.25); EBN 화학뉴스(2012.11.9) 등 취합 . 정리.

주 : *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STX에너지 등으로 구성.



KIET 산업동향브리프  25

    -  동남아시아 시장은 부존자원이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요 화학제품의 자급률이 50% 수준을 밑

돌고 석유화학 제품의 1인당 수요 증가율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중국은 인건비 및 유틸리티 비용 상승 등으로 과거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국내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시장으로 동남아 진출 및 현지 대규모 투자 활발

 ·이는 전체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을 선점하여 경쟁

력을 높인다는 전략

    -  반면, 중앙아시아 및 중동은 현지시장 공략보다는 원료(석유 . 가스) 입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용제품의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EU .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우

회 수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  한편,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2013년 국내외 설비투자 금액은 작년보다 2.6% 증가한 6조 4,747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2016년까지 4년간 총 2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

    -  국내외 수요부진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

●  향후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개도국 현지에서는 주로 범용제품의 대량생산에 주력하도록 하되, 고부가가

치 다운스트림 부문의 스페셜티 제품은 가급적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

▶ 작성 : 남장근(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02-3299-3294)

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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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산업

(1) 생산

 2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전년동월비 0.0%) 

●  2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의료 . 보건 . 사회복지업과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등은 증가한 반

면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업과 숙박 . 음식점업 등은 감소하여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전월비로는 

1.7%) 

    -  의료 . 보건 . 사회복지업은 병 . 의원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실적 호조로 5.0% 증가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은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 배급업 및 방송업 등의 실적 호조로 

3.6% 증가 

    -  반면,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업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실적 악화로 6.9% 감소

    -  숙박 . 음식점업 역시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실적 악화로 4.7%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전월비로는 0.9%)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은 전문디자인업 등 기타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

고 연구개발업 및 광고, 법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실적 악화로 0.2% 감소 

    -  금융 . 보험업은 보험업 등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서비스업의 실적 악화로 1.4% 감소

     *  업종별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

(2) 고용 

 3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5만 5천 명(0.9%) 증가 

●  3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의료 . 보건 . 사회복지업 및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서의 일자

리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15만 5천 명(0.9%) 증가(전월비로는 16만 1천 명 증가) 

    -  의료 . 보건 . 사회복지업은 전년동월 대비 14만 7천 명(10.7%),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은 9만 

2천 명(8.4%), 협회 . 수리 . 기타개인서비스업은 5만 9천 명(4.7%) 증가 

    -  그 외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4.9만 명, 4.9%), 운수업(2.0만 명, 1.5%), 숙박 . 음식점업(1.0만 명, 

0.5%) 등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 

    -  반면, 도 . 소매업(-8.8만 명, -2.4%),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서비스업(-5.1만 명, -12.2%), 금융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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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2.6만 명, -3.0%),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2.1만 명, -2.9%) 등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2만 9천 명(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서비스산업 취

업자 증가의 약 83.2%에 해당(전월비로는 11만 8천 명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 취업자 수가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0% 수준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7만 1천 명 증가 

    -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만 명)

       (2012.12월, +26.1 → 2013.1월, +23.0 → 2월, +22.4 → 3월, +17.1)

     *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 및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

▶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동향

단위 : 2005=100, 전년동기비, %

2010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3.2 104.8 104.9 104.7 107.6 113.1 101.8 100.0 

증감률 3.8 3.2 1.6 1.5 1.5 0.8 0.7 1.3 0.0 

S.A.전기비 - - - 0.1 0.9 0.0 0.5 -1.2 1.7 

도·소매 5.6 3.8 0.7 0.1 0.5 0.4 -0.5 -2.5 0.6 

운수 12.0 4.5 1.2 0.8 1.2 2.1 2.0 4.9 -0.5 

숙박 . 음식점 1.2 -1.3 -1.2 -3.3 1.1 -0.6 -1.4 2.7 -4.7 

출판 . 영상 . 방송 . 정보 1.7 5.1 3.0 4.3 2.7 1.2 2.0 3.3 3.6 

금융 . 보험 4.6 6.8 2.8 1.6 1.8 2.2 3.5 4.5 -1.4 

부동산 . 임대 -8.5 -7.6 -4.3 -3.6 -6.0 -1.4 -2.1 0.4 -3.3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0.6 0.5 4.0 5.3 4.5 -0.9 -3.7 -2.5 0.0 

사업시설관리 . 지원 7.5 5.2 3.5 4.8 2.8 1.9 2.4 0.7 2.0 

교육 2.0 2.2 0.9 1.1 0.1 -0.2 1.2 -1.6 -0.2 

의료 . 보건 . 사회복지 8.8 6.4 5.8 6.7 6.4 4.9 4.6 5.1 5.0 

예술 . 스포츠 . 여가 -0.4 2.7 2.8 4.7 3.8 -1.4 1.1 1.7 -6.9 

협회 . 수리 . 개인서비스 4.3 1.6 -1.4 -3.2 -0.4 -0.5 -1.6 3.4 1.4 

하수 . 폐기물처리 등 5.2 3.3 -0.3 1.6 1.4 -7.1 -9.3 1.7 -4.2 

지식서비스 3.5 4.6 3.0 3.2 2.6 1.5 2.0 2.3 0.9 

자료 : 통계청

   주 : * 는 잠정치, 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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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수지

 2월 서비스수지 4억 6천만 달러 적자

●  2월 서비스수지는 지적재산권등사용료 및 건설 분야 등의 수지 악화로 4억 6천만 달러 적자 

    -  지적재산권등사용료수지는 큰 폭의 지급 증가로 적자규모가 지난달의 3억 8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로 증가 

    -  건설수지는 수입 감소로 흑자규모가 지난달의 15억 7천만 달러에서 13억 3천만 달러로 감소

▶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동향

단위 : 천명, 전년동기비, %

2010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3월

총 취업자 수 16,221 16,603 17,009 17,154 17,122 17,028 17,000 16,877 16,868 17,029

증감률 1.2 2.4 2.4 2.9 2.3 1.4 1.4 1.2 1.3 0.9

전기비 - - - 2.5 -0.2 -0.5 -0.1 -0.7 -0.1 1.0

도 . 소매 -0.5 1.6 1.4 2.3 1.3 0.0 -0.9 -1.5 -1.9 -2.4

운수 2.6 4.1 3.6 3.1 2.6 3.0 3.1 2.6 1.2 1.5

숙박 . 음식점 -2.4 -1.9 2.9 3.0 3.7 3.3 3.3 2.6 2.3 0.5

출판 . 영상 . 방송 . 정보 2.4 5.3 -0.4 2.5 -3.6 -5.4 -5.9 -6.1 -7.4 -2.9

금융 . 보험 5.4 4.7 -0.5 0.2 -2.9 -2.7 -2.9 -0.9 1.6 -3.0

부동산 . 임대 3.3 -6.0 -0.1 1.7 -0.2 0.0 0.8 -2.2 -4.7 0.8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4.7 8.8 7.0 6.7 8.6 5.3 4.0 4.1 4.8 4.9

사업시설관리 . 지원 8.3 6.2 2.8 0.8 2.3 5.2 8.5 7.2 8.8 8.4

공공행정 . 국방 등 -6.9 -0.9 0.0 0.5 -1.3 -3.8 -2.8 -3.0 -0.9 -1.6

교육 -1.8 -6.3 3.4 4.8 4.5 2.0 1.8 1.0 -0.5 -1.2

의료 . 보건 . 사회복지 15.5 13.7 6.7 7.3 7.1 5.5 6.7 8.1 10.3 10.7

예술 . 스포츠 . 여가 -2.7 9.8 -1.9 -0.2 -2.6 -5.9 -5.9 -6.8 -6.6 -12.2

협회 . 수리 . 개인서비스 0.4 3.7 2.0 1.2 2.8 2.5 2.4 4.3 5.0 4.7

하수 . 폐기물처리 등 -9.7 9.3 3.2 1.4 2.7 2.9 1.4 -2.8 -4.3 -5.6

지식서비스 4.3 3.7 3.7 4.8 3.6 1.7 1.6 2.0 2.4 2.3

자료 : 통계청

   주 : 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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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서비스수지 역시 수입 감소 및 지급 증가로 흑자규모가 지난달 2억 7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

러로 감소

    -  한편, 여행수지는 해외여행 및 유학 . 연수 등으로 인한 지급 감소로 적자규모가 지난달의 10억 달러에

서 6억 2천만 달러로 감소 

    -  운송수지는 해상 및 항공운송의 지급 감소로 흑자규모가 지난달의 2억 6천만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증가 

▶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12월 1월 2월

서비스수지 -8,626.0 -5,849.5 2,676.1 -648.4 2,312.7 654.4 30.8 -927.1 -461.0

운송 9,306.5 7,400.4 10,554.4 2,221.5 3,121.5 2,921.6 830.7 264.5 600.5

여행 -8,420.7 -7,408.4 -5,870.3 -1,640.1 -615.0 -1,913.6 -747.7 -996.6 -616.8

통신 -626.7 -712.2 -752.7 -206.9 -157.5 -181.9 -83.0 -119.8 -117.4

건설 9,675.2 11,683.7 16,751.9 4,320.2 4,249.5 4,050.6 1,574.4 1,570.4 1,333.8

보험 -367.4 -167.8 -333.7 -71.7 -179.2 -25.4 -9.5 -12.8 -10.7

금융 1,892.9 2,494.7 2,180.3 674.9 552.1 619.3 -56.2 274.4 183.2

컴퓨터 및 정보 -262.8 -132.5 -18.3 -64.8 21.7 47.2 -40.2 -15.7 17.7

사업서비스 -13,588.0 -16,214.8 -15,251.9 -4,619.3 -3,754.7 -3,693.4 -924.3 -1,522.0 -1,030.9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5,886.7 -2,958.9 -4,951.4 -1,303.8 -950.9 -1,362.5 -505.1 -379.8 -804.7

유지보수 -27.7 202.3 168.2 65.8 -8.2 71.1 -4.2 -1.9 0.4

개인 . 문화 . 오락 -384.9 -94.0 85.5 0.9 38.0 -1.6 21.7 6.3 -15.0

정부 64.3 58.0 114.1 -25.1 -4.6 123.0 -25.8 5.9 -1.1

자료 : 한국은행

   주 : * 는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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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온라인 쇼핑의 빠른 성장세 

●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 거래규모는 2012년 1조 3,20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4.7% 증가하여 전체 소매

시장의 약 5% 점유 

    -  2008년 온라인 소매시장 거래액(1,300억 위안)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10배 성장

    -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향후 5년간 20%가 넘는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몇 년 내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시장인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중국 전자상거래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리서치

(iResearch)는 2013년, 보스턴컨설팅은 2015년으로 전망(Li & Fung Research Center, Online retailing 

in China, July 2012; Boston Consulting Group, China’s Digital Generation 3.0, April 2012 참조)

  온라인 쇼핑 성장 배경 및 전망

●  중국 온라인 시장 급성장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엄청난 규모의 인터넷 이용자 및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존재 

    -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2년 말 기준 5억 6,400만 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와 맞먹는 5,000만 명이 신규로 증가

    -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2012년 42.1%이므로, 중국인구가 약 14억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

후 인터넷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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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의 빠른 성장과 시사점이슈 

▶ 중국 온라인 시장 거래규모 추이
          

     자료 :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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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엄청난 규모인 만큼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도 2012년 말 기준 2억 

4,2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 

    -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 역시 한 해 동안 4,807만 명(32%)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온라

인 쇼핑 이용률은 42.9% 수준

    -  현재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및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80%, 85%이며, 일본은 각각 

70%, 74%(Boston Consulting Group, China’s Digital Generation 3.0, April 2012)

●  한편, 최근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세도 향후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

로 작용

    -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하는 이용자 수는 2012년 말 기준 4억 2,000만 

명 수준

    -  이는 전년대비 6,400만 명이 신규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 

●  중국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은 의류 . 신발 . 가방(26.5%)이며, 전자제품

(24.2%)과 화장품 . 개인위생용품(4.9%) 등을 그 다음으로 많이 구매

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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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 보급 및 인터넷 쇼핑 이용 추이
         

2010 2011 2012

인터넷 이용자 수(만 명) 45,730 51,310 56,400

인터넷 보급률(%) 34.3 38.3 42.1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만 명) 16,051 19,395 24,202

온라인 쇼핑 이용률(%) 35.1 37.8 42.9

자료 : 중국 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

▶ 중국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비중(2011)
          

                                                              자료 : Li & Fung Research Center, Online retailing in China,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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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업체들도 중국 온라인 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

●  최근 중국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

    -  월마트는 2011년 상하이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본부를 세운 데 이어 2012년 8월 온라인 슈퍼마켓 분야

의 강자 중 하나인 이하오뎬의 지분을 51.3% 인수

    -  까르푸 역시 최근 2~3년 사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단위로 온라인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며, 메

트로는 B2B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

    -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Macy’s)은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 온라인 명품 쇼핑업체(VIPStore)의 지

분을 일부 인수하고, VIPStore가 운영하는 Omei.com에서 PL(Private Label) 상품을 판매

●  국내 유통업체들도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중국 온라인 쇼핑객들의 연령별 비중, 주요 구매품목 등 소비자들의 취향 및 구매패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공 . 실패 업체에 대한 요인 분석 등의 사전 준비와 함께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

국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작성 : 김숙경(서비스산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02-3299-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