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  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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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서울의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0%로 백화점 중심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3월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은 1조1,608억원으로 전국(2조5,891억원)의 

44.8%,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117억원으로 전국(3조7,018억원)의 30.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대형마트 판매는 1.9% 감소하였다. 전국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

년동월대비 9.3% 증가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고용

서울의 3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하락, 남･녀 취업자 수는 각각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이 하

락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4개월 연속 감소폭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으로 6개월 연속 물가

지수 증감률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

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한 반면,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1.8% 하락하였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2%p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7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전세가격은 경기부진으

로 전세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이동수요도 증가하며,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

남지역 특히 강북구와 용산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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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ㆍ산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2012년 3월에 비해 여전히 하락세 

- 서울의 2013년 3월 산업생산지수 102.1(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 경공업부문은 2.2%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81.7%), 섬유제품(42.1%), 금속가공(38.4%) 증가, 기

계장비(-33.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9.6%), 의복 및 모피(-7.7%) 각각 

감소

- 최근 3개월 만에 지수 100을 상회하는 값으로 복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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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은  108.1(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제조업 생산은 102.1(2010=100)이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료정밀광학(12.1%), 

반도체 및 부품(5.9%)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0.0%), 기계장비(-8.4%) 등에서 각

각 감소하여 총 3.0%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3.1%) 등에서 증가하

였으나, 전문･과학･기술(-5.0%), 숙박･음식점(-1.5%) 등에서 감소하여 총 0.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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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ㆍ재고 순환 |

서울의 3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3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3월 재고지수는 107.3(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서울의 3월 출하지수는 106.6(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ᆞ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출하ᆞ재고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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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ㆍ비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판매액 백화점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725억원으로 전국(6조2,909억원)의 36.1%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608억원으로 전국(2조5,891억원)의 44.8%,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117억원으로 전국(3조7,018억원)의 30.0%를 차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8.1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대형마트 판매는 1.9% 감소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0.0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3%, 대형마트는 1.5% 각각 증가

￭ 전국의 3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편의점(9.3%)가 1위를 차지

- 전국의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29조 3,0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국의 3월 소매판매액지수를 재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

(-0.3%)는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7.7%), 승용차 등 내구재(0.8%)가 늘어 1.7% 

증가 

-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문소매점(-3.2%)을 제외하고 백화점(9.4%), 대형

마트(1.6%) 등 나머지 소매점에서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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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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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ㆍ제ㆍ활ㆍ동ㆍ인ㆍ구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61.8%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서울의 3월 15세 이상 인구는 851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7천명(1.3%)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천명(0.4%)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5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7천명(2.7%)이 증가

￭ 전국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3월 15세 이상 인구는 4,196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6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39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7천명(0.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8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7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52만5천명으로 8만1천명(0.8%)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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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 여자 증가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만3천명, 여자는 23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

비 남자는 0.1%감소, 여자는 1.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4%, 여자는 52.1%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6%p, 0.3%p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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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ㆍ업ㆍ자 |

서울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서울의 3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서울의 3월 취업자는 499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만7천명, 여자는 21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천명

증가, 여자는 2천명(0.1%) 증가

￭ 전국의 3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3월 취업자는 2,45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9천명(1.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8천명(1.0%), 여자는 1,017만

6천명으로 10만1천명(1.0%)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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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3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3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하며 4

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

- 서울의 3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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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52.7%), 제조업 6만2천명(-12.3%), 건설업 2만1천명

(-5.8%) 등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만3천명(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만4천명(2.9%)

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사무, 관리자·전문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5만2천명(5.2%), 관리자‧전문가 6만4천명(4.6%)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천명(-28.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8만4천명

(-6.0%), 서비스‧판매종사자 2만1천명(-1.7%)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임금, 임금근로자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8천명(-4.9%),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

(-3.5%)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0만9천명(4.7%)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

자는 4만6천명(-4.0%), 일용근로자 0.2천명(-0.1%)이 각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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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ㆍ용ㆍ률ㆍ및ㆍ실ㆍ업ㆍ률 |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

￭ 서울의 3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3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8%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여자는 49.4%로 0.8%p 감소

- 2013년 3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8.4%)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서울의 3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3월 실업자는 2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4.7%)이 증가

-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여자는 5.2%로 1.0%p 증가

- 2013년 3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5%)에 비하여 1.5%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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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ㆍ가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하락세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통신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

료(-0.3%), 교통(-0.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5%)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은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2.5% 하락, 공업제품과 전기･수도･
가스는 1.0%, 6.5%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집세는 3.0%, 공공서비스 0.7% , 개인서비스 

1.6% 각각 상승

￭ 서울의 3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하락

￭ 전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201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

북은 전국보다 높은 1.4~1.9% 상승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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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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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ㆍ택ㆍ매ㆍ매ㆍ가ㆍ격 |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강동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3%, 0.2% 하락

￭ 전국의 3월 주택매매가격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보합으로 전환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매매시장의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9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보
합으로 전환됨

-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2%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2%, 0.1%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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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구, 성동구 순으로 크게 하

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용산구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시장 침체 분위기가 심화되

어 전월대비 0.7%로 큰 폭 하락

￭ 강남지역은 강동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강서구, 동작

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강서구는 전세선호로 인해 매매시장이 한산함을 유지하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6% 하락

- 동작구에서는 매수자들의 관망세 속에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매물적체가 심

화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47만원으로 전월대비(1655.9만원)대비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4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

남구(2,880만원), 서초구(2,631만원), 용산구(2,397만원), 송파구(2,104만원), 광진구

(1,75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74만원), 도봉구(1,015만

원), 강북구(1,078만원), 중랑구(1,090만원), 노원구(1,10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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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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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ㆍ택ㆍ전ㆍ세ㆍ가ㆍ격 |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7개월 연속 상승

￭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2%, 0.4% 상승하였고 아파트는 

0.5% 상승

￭ 전국의 3월 주택전세가격 봄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로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와 새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기대로 인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선호 수요가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수도권과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광역시는 0.5%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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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크게 상

승하며 전월대비 0.5% 상승

- 강북구에서는 중소형평형 및 역세권 인근 단지 기준으로 신혼부부 수요 및 봄 이사철 수

요가 증가하며 매물 부족이 심화되어 전월대비 0.7% 상승

￭ 강남지역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송파구는 신혼부부 수요 및 봄 이사철 수요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에 삼성 SDS의 신

천동 입주로 인한 근로자 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며 전월대비 0.8%로 큰 

폭 상승

- 서초구에서는 재건축 이주가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상승되었던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

월대비 0.2%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79.5만원으로 전월대비(874.7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

남구(1,341만원), 서초구(1,303만원), 송파구(1,095만원), 용산구(1,016만원), 광진구

(98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84만원), 도봉구(588만

원), 강북구(614만원), 노원구(651만원), 중랑구(65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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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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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ㆍ계ㆍ대ㆍ출 |

서울의 2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증가
  

￭ 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2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1조 916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09억원

(0.002%)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1조 7,697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9조 3,219억

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감소, 3.1% 증가

￭ 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3조 3,128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888억원(0.14%)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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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4,982억원으로 전월대비 5,841억원(0.3%)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1,624억원(64.2%)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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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3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83명으로 전월대비 24.4% 증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269.2%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2.4%로 전년동월대비 122.7%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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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3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3월 면책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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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설ㆍ및ㆍ부ㆍ도ㆍ법ㆍ인ㆍ동ㆍ향 |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99개로 전월대비 13.5%(249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3.1% 

(68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14.3%(20개)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14.3%(33개), 12.8%(194개) 증가

￭ 서울의 3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1개로 전월대비 보합수준이며 전년동월대비 11.4%(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60.0%(6개) 감소,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

비 각각 26.7%(4개) 증가, 40.0%(2개)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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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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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7.7배로 

전월(59.7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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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ㆍ용ㆍ보ㆍ증ㆍ동ㆍ향 |

서울의 3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88,400백만원, 3,400건으로 전

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24.8%, 22.6%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6%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0.9% 감소, 0.4% 증가하였고 건당 평

균금액은 1.3%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3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0.1%로 전월(10.4%) 대비 0.3%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7.7%로 전월(34.6%) 대비 3.1%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9%로 전월(8.0%)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

업종은 37.2%로 전월(35.4%)대비 1.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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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4.2%로 전월대비 3.2%p 증가

하였고 건수기준 93.9%로 전월대비 1.4%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3%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3.4%

로 전월대비 0.8%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5%로 전월대비 3.3%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6%로 전월대비 2.3%p 감소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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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ㆍ출ㆍ입ㆍ동ㆍ향 |

서울의 3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3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5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하였고 수입은 107.8

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은 441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서울의 3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47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2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항공

기 및 부품, 컴퓨터, 의류 등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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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3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3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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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3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한 1,481백만불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2,239백만불을 기록하

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3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3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