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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금은행 대출금 중 ‘산업대출금’은 304.8조 원으로 ‘가계대출금’보다 

규모가 크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7.4%로 ‘가계대출금’ 보다 더 빠르게 증가

￭ 서울 예금은행 대출금 중 산업대출금의 규모는 304.8조 원, 전년 대비 증가율은 

7.4%로 규모와 증가율에서 모두 가계대출 수준을 상회

- 2014년 서울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총 49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전년보다 증가폭이 2.0%p 확대

- 이 중 산업대출금은 304.8조 원으로 전체 대출금에서 61.6%를 차지하며 가계대출금은 

189.7조원으로 38.4% 차지

- 2013년, 2014년 산업대출 증가율은 각각 2.3%, 7.4%로 2년 연속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

￭ ‘서비스업’ 산업대출금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산업 중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전문·과학·기술’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   

- 2014년 산업별 산업대출금 규모는 ‘서비스업’이 190.2조(62.4%)로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9.1%로 가장 크게 증가

- ‘건설업’은 대출금 증가율이 -9.1%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7.9% 하락

- ‘서비스업’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8.3%), 

‘전문·과학·기술’ (15.5%)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출판·영상·방송·예술·스포츠·여가’ 

(-2.4%), ‘운수’ (1.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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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출금 413,184 423,631 455,161 453,587 462,443 494,442

전년 대비

증가율
1.6 2.5 7.4 -0.3 2.0 6.9

대출금 250,976 254,234 279,444 277,515 283,762 304,762

전년 대비

증가율
0.8 1.3 9.9 -0.7 2.3 7.4

비중 60.7 60.0 61.4 61.2 61.4 61.6

대출금 162,208 169,397 175,717 176,071 178,681 189,680

전년 대비

증가율
2.9 4.4 3.7 0.2 1.5 6.2

비중 39.3 40.0 38.6 38.8 38.6 38.4

<표 1> 2009년~2014년 서울의 예금은행 대출금

(단위: 십억 원, %)

자료 : 한국은행(각 년도), 산업대출금(예금은행 지역별) 총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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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전년 대비 증가율 비중

제조업 90,126 7.5 29.6

서비스업 190,178 9.1 62.4

건설업 17,508 -9.1 5.7

기타 6,949 9.1 2.3

산업 대출금

합계
304,762 7.4 100.0

　

　

2013 2014

대출금 비중 대출금
전년 대비

증가율
비중

도매 및 소매업 37,738 21.6 39,504 4.7 20.8

운수업 12,770 7.3 12,979 1.6 6.8

숙박 및 음식점업 11,344 6.5 12,591 11.0 6.6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

보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15,581 8.9 15,211 -2.4 8.0

금융 및 보험업 16,994 9.7 19,614 15.4 10.3

부동산 및 임대업 55,771 32.0 63,809 14.4 3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685 3.8 7,718 15.5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540 1.5 3,006 18.3 1.6

교육서비스업 2,422 1.4 2,507 3.5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441 3.1 5,835 7.2 3.1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
7,025 4.0 7,405 5.4 3.9

서비스업 합계 174,312 100.0 190,178 9.1 100.0

<표 2> 2014년 서울 산업대출금 산업별 현황

(단위: 십억 원, %)

주: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자료: 한국은행(2014), 산업대출금(예금은행 지역별) 총 대출금

<표 3> 2013년 2014년 서울 서비스업 부문별 산업대출금 현황

(단위: 십억 원, %)

자료: 한국은행(2013, 2014), 산업대출금(예금은행 지역별) 총 대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