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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확연히 하락

◦ 서울의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 기준 91.1로 전 분기보다 5.4p 하락

․ 최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소비자심리 추락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 모두 하락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4.7p 감소한 86.7로 2016년 들어 처음으로 

90 아래를 밑돌았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 분기보다 4.4p 감소한 93.0

◦ 서울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소폭 하락

․ 2016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5.3으로 전 분기 대비 3.5p 하락

․ 2016년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88.7로 2분기 연속 하락 

간접지표로 알아본 서울시 체감경기

◦ 10월부터 소형 트럭 판매대수 증가세

․ 푸드트럭 등으로 대표되는 1톤 트럭 판매대수가 반등하기 시작

◦ 생명보험 해약건수와 해약금액 증가세 지속

․ 2016년 9월까지의 해약건수가 2013년 전체 해약건수와 비슷한 수준

◦ 아파트종합지수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지수 2년 연속 상승

․ 서울시 아파트 매매와 전세는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상승

2017년 경제이슈 1위 : 서울시민은 생활 관련 물가 상승, 전문가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 전문가는 공공 차원의 이슈에, 서울시민은 생활 밀착형 이슈에 각각 주목

․ 전문가가 경제이슈로 가장 많이 꼽은 ‘청년실업 및 고용 문제’는 서울시민이 3위로 

골랐으며, 서울시민이 1위로 꼽은 ‘생활 관련 물가상승’은 전문가 순위 7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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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사업 참여로 창의적 푸드트럭 증가

◦ 길거리 음식이라고도 불리는 푸드트럭의 운영자는 청년층이 대다수

․ 푸드트럭이 2014년 7월 합법화되면서 크게 증가

․ 지자체별로 푸드트럭 운영 지정구역이 늘어나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도 푸드트럭 

중심의 운영 증가

청년층이 더해진 협동조합은 새로운 활력소

◦ 협동조합 내에 청년층 비중 증가

․ 협동조합은 사업과 활동에서 조합원이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 기존 협동조합에 청년

층이 늘면 조합 자체의 활력 증가

관광 스타트업 청년 CEO 현장 인터뷰

◦ 관광분야 스타트업 기업 중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CEO와의 현장인터뷰

․ 공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출발, 로컬비즈니스와 관광객을 연결하여 지역관

광 활성화 유도

․ 서울시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은 홍보효과와 신뢰도 구축에 큰 기여

혼란스러운 주변 국제정세로 내수시장은 여전히 안갯속

◦ 경기 침체와 혼란스러운 대외정세로 연말 매출상승 기대 미약

․ 추석부터 이어진 매출 부진은 회복세가 불투명하여 소상인 근심이 가중

․ 동대문 의류업계는 유통구조의 변화와 동대문 브랜드 효과가 미미하여 연말 매출액

이 감소할 전망

◦ 증가하는 개별 관광객과 젊은 층이 쇼핑활동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

․ 개별 관광객 및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쇼핑행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