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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 경제 여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1월 서울의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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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의 실업률은 4%대로 지속적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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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의 소비자 체감 경기 전망

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지난분기보다 다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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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비 → 식료품비 → 교통·통신비 순으로 소비 축소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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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시민 73.3%가 하반기 주택시장이 침체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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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최우선으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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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의 기업 체감 경기 전망

2009년 1/4분기 서울의 업황실적지수는 60.5로 기업 실적 침체 국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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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규모 축소를 통한 고용비용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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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분석 및 시사점

서울의 2009년 1/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경기침체 국면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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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 1/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8년 4/4분기 63.7 60.0 77.5 35.6 66.8 78.5 81.9

2009년 1/4분기 78.3 67.6 99.2 37.8 97.1 89.9 106.8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8년 4/4분기 70.6 78.6 76.2 55.1 134.2

2009년 1/4분기 71.1 81.5 77.0 68.9 147.7

구 분 업황 매출 내수 수출 생산 설비 가동률

실적
2008년 4/4분기 59.7 68.3 63.1 77.8 73.1 74.7

2009년 1/4분기 60.5 66.1 66.9 66.9 68.6 70.0

전망
2008년 4/4분기 55.8 66.5 64.2 76.7 65.9 74.1

2009년 1/4분기 64.4 67.9 71.4 67.3 68.3 72.9

구 분 설비 투자 규모 제품 재고 종사자 수 경상이익 자금사정

실적
2008년 4/4분기 75.3 118.4 97.8 58.5 63.6

2009년 1/4분기 79.4 114.2 102.3 66.9 72.1

전망
2008년 4/4분기 70.5 117.2 99.0 55.0 61.0

2009년 1/4분기 78.0 108.2 103.1 67.3 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