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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 목 : 2014.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실물경제동향*
* 목포시 및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의 실물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원자료를 작성하는 기관들로부터 입수하여 작성

□ 2014.12월 전남 서남부지역 경기는 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
ㅇ 한편 2015.1월중 목포시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주택가격은 하락
전남 서남부지역 경기레이더1)

주 : 1) 2에 가까울수록 기준치에 비해 증가, 0에 가까울수록 기준치에 비해 감소
2) 3개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수치(당월에 3/6, 전월에 2/6, 전전월에 1/6 가중치 부여)
3) 기준치(직전 6년 평균)는 2008~2013년중 전년동월비 증가율로 제조업 13.3%, 어업 5.1%, 소비
6.6%, 건설(2013년 건축면적)은 224.6천㎡, 수출 29.9%,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7%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목포본부 박지섭 과장
Tel : (061)241-1122, 1125 Fax : (061)242-1189

E-mail :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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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생 산

(제 조 업)
□ 2014.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6,157억원으로
전년동월(5,685억원) 대비 8.3% 증가
ㅇ 역내 주요 조선업체의 생산액은 4,210억원으로 전년동월(3,843억원) 대비
9.6% 늘어남
제조업체1) 생산

주요 조선업체2) 생산

주 : 1) 대불산업단지 소재 업체 및 역내 주요 조선업체
2) 현대삼호중공업 등 역내 주요 조선업체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현대삼호중공업 등 역내 주요 조선업체

□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체의 조업률은 91.5%로 전월(91.1%) 및
전년동월(88.5%)에 비해 상승
제조업체 조업률
(%, 개)

2013년

2014년

12월
88.5

10월
91.4

11월
91.1

12월
91.5

입주업체수

305
(3.4)

304
(△0.3)

304
(△0.3)

305
(0.0)

가동업체수

270
(2.3)

278
(1.8)

277
(2.6)

279
(3.3)

1)

조업률

주 : 1) 가동업체수/입주업체수×100, 대불산업단지 기준
2) (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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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 12월중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9.1만톤으로 전년동월(8.6만톤) 대비
5.8% 증가하고 생산액(1,897억원)도 전년동월(1,733억원) 대비 9.5% 늘어남
ㅇ 해조류가 생산량(5.9만톤→6.6만톤) 및 생산액(483억원→578억원) 증가를 주도
전남 수산물 생산량

전남 수산물 생산액

자료 : 통계청

2

수 요

(소매점 매출)
□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소매점 매출(482억원)은 전년동월(486억원)
대비 소폭 감소
ㅇ 대형소매점 매출의 경우 목포지역은 3.8% 증가(234억원 → 243억원)한
반면 郡지역은 5.4% 감소(239억원 → 226억원)
주요 소매점 매출1)

대형소매점 매출

주 : 1) 역내 대형소매점과 슈퍼마켓 매출에 함평군 슈퍼마켓 매출 합산
자료 : (롯데마트‧하나로마트‧이마트‧홈플러스) 목포점, 8개郡 하나로마트,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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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건축착공면적(99.9천㎡)은 전년동월(111.8천㎡) 대비
10.6% 감소
ㅇ 건축허가면적(142.8천㎡)은 전년동월(86.1천㎡) 대비 65.9% 증가
건축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수

출)

□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총수출(통관기준)은 4.2억달러로 전년동월(3.1억달러)
대비 35.4% 증가
ㅇ 선박 수출(3.9억달러)은 전년동월(2.8억달러) 대비 39.8% 늘어남
선박 수출1)

총수출

주 :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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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용

□ 12월말 전남 서남부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전산업)는 94.0천명으로
전년동월 (90.1천명) 대비 4.3% 증가
ㅇ 한편 12월중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전산업)는 500명으로 전년동월(488명)
대비 2.5% 늘어남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고용지표
(%)

201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천명)
실업급여 신청자수(명)

2014년

12월

10월

11월

12월

90.1

94.0

95.1

94.0

(3.3)

(4.3)

(4.3)

531
(9.0)

481
(△2.2)

500
(2.5)

(2.1)

1)

488
(3.8)

()

주 : 1) ( ) 내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목포고용노동지청

□ 12월말 현재 전남 서남부지역 주요 제조업체의 상시고용인원(도급·파견제외)은
25.5천명으로 전년동월(22.0천명) 대비 16.0% 증가
ㅇ 주요 조선업체의 상시고용인원(도급·파견제외)은 15.3천명으로 전년동월
(11.6천명) 대비 31.5% 증가
제조업체 고용1)

주요 조선업체 고용2)

주 : 1) 대불산업단지 소재 업체 및 역내 주요 조선업체
2) 현대삼호중공업 등 역내 주요 조선업체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역내 주요 조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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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목포시)

□ 2015.1월중 목포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0.1% 상승하여 전국
물가상승률(0.8%)을 크게 하회
ㅇ 품목성질별로는 서비스물가 상승폭은 9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0.9%
→ 0.8%)되고 상품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0.5% → △0.5%)
ㅇ 지출목적별로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주류 및 담배(△0.4% → 50.4%)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유가하락 등으로 교통(△5.0% → △9.6%) 물가는
하락세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포시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 1월중 목포시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1%,
0.2% 하락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자료 :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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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실물지표

(전력사용량)
□ 12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전력사용량은 482백만㎾로 전년동월(467백만㎾)
대비 3.2% 증가
ㅇ 생산활동 관련 전력사용량*은 367백만㎾로 전년동월(351백만㎾) 대비 4.5%
증가
* 산업용, 일반용(자영업자) 및 농사용에 사용되는 전력사용량을 모두 합친 수치

생산활동 관련 전력사용량1)

전력사용량

주 : 1) 산업용 + 일반용(자영업자) + 농사용
자료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미분양주택)
□ 12월말 전남 서남부지역 미분양주택(505호)은 전월말 대비 7.0% 감소
ㅇ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16호로 전월말 대비 9.4% 줄어듦
미분양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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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물동량)
□ 12월중 목포지역 항만*을 통한 입출항 물동량(163만톤)은 전년동월(167만톤)
대비 2.7% 감소
* 목포항·대불항·북항 기준

ㅇ 출항 물동량(98.4만톤)은 차량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99.1만톤) 대비
소폭 줄고 입항 물동량(64.4만톤)도 전년동월(68.1만톤) 대비 5.4% 감소
목포지역 항만 물동량

입출항 물동량 증가율

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여객 운송)
□ 12월중 목포 톨게이트를 통한 차량출입대수는 83.9만대로 전년동월(86.8만대)
대비 3.4% 감소
ㅇ 상행차량은 42.6만대, 하행차량은 41.3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0.5%, 6.2% 줄어듦
목포 톨게이트 출입차량

상하행 출입차량 증가율

자료 :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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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중 목포역을 통한 열차이용객은 13.0만명으로 전년동월(12.2만명)대비
6.6% 증가
ㅇ 승차 인원과 강차 인원은 6.5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8.0%, 5.2%
늘어남
목포역 열차 이용인원

열차 승강차 인원 증가율

자료 : 목포역

□ 12월중 목포여객터미널 이용인원은 18.4만명으로 전년동월(22.4만명) 대비
17.9% 감소
ㅇ 입항인원(9.1만명), 출항인원(9.3만명)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각각 18.5%,
17.3% 감소
목포여객터미널 이용인원

입출항 인원 증가율

자료 :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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