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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연간

2021
연간

1Q

2Q

2022
3Q

4Q

1Q

2Q

7월

전산업생산

-1.1

4.9

2.7
(1.7)

7.3
(0.6)

3.9
(0.9)

5.7
(1.5)

4.0
(1.3)

4.5
(0.9)

광공업생산

-0.3

7.4

4.7
(3.7)

13.1
(-0.6)

5.8
(1.0)

6.4
(1.1)

4.7
(3.8)

4.1
(-1.6)

서비스업생산

-2.0

4.4

2.3
(0.6)

5.7
(1.7)

3.9
(1.1)

5.5
(1.5)

4.1
(0.0)

5.4
(2.7)

소매판매액

-0.2

5.9

6.7
(1.7)

5.0
(2.2)

5.6
(0.8)

6.4
(1.1)

2.8
(-1.1)

-0.2
(-1.1)

설비투자지수

5.9

9.6

12.4
(6.0)

13.2
(0.7)

6.2
(-0.8)

6.2
(-0.2)

-1.3
(0.2)

-2.5
(-1.3)

건설기성액

-2.1

-6.7

-9.0
(-5.2)

-7.2
(-1.9)

-8.1
(-1.1)

-2.9
(4.1)

-1.5
(-1.9)

2.6
(1.9)

수출(통관)

-5.5

25.7

12.5

42.0

26.5

24.5

18.4

13.0

9.4

수입(통관)

-7.1

31.5

12.4

37.7

37.5

39.4

29.6

23.1

21.8

경상수지
(억달러)

759

883

223.4

194.2

256.5

208.9

153.9

93.9

실업률

4.0

3.7

5.0

3.9

2.8

2.9

3.5

3.0

2.9

-218

369

-380

618

577

660

1001

880

826

소비자물가

0.5

2.5

1.4

2.5

2.5

3.5

3.8

5.4

6.3

원/달러환율

1,180

1,144

1,134

1,130

1,185

1,186

1,211

1,293

1,304

국고채금리
(3년)

0.99

1.39

1.13

1.45

1.59

1.80

2.66

3.55

3.01

취업자수
(천명)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분기 및 월 국고채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말 기준, 연간 국고채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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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 출
6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감소세 지속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와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 감소
소매판매(전월대비, %): (’22.4월)-0.3 → (5월)-0.2 → (6월)-0.9
내구재(전월대비, %): (’22.4월)0.5 → (5월)0.7 → (6월)-2.3
준내구재(전월대비, %): (’22.4월)7.7 → (5월)-1.4 → (6월)-0.9
비내구재(전월대비, %): (’22.4월)-3.6 → (5월)-0.1 → (6월)-0.3

6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증가
설비투자(전월대비, %): (’22.4월)-7.1 → (5월)12.8 → (6월)4.1

6월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감소 전환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4월)-0.2 → (5월)6.5 → (6월)-2.0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4월)-1.7 → (5월)8.2 → (6월)-2.3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4월)4.2 → (5월)2.1 → (6월)-1.1

7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지속
미국, EU 등 주요국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CIS, 중남미,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
수출(전년동월대비,%): (’22.5월)21.4 → (6월)5.2 → (7월)9.4
수입(전년동월대비,%): (’22.5월)31.9 → (6월)19.4 → (7월)21.8
무역수지(억달러): (’22.4월)-24.8 → (5월)-16.1 → (6월)-25.8 → (7월)-46.7

7월 ｢소비자물가｣는 주요 품목의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5.4 → (6월)6.0 → (7월)6.3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7.6 → (6월)8.5 → (7월)9.0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3.5 → (6월)3.9 → (7월)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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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
6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판매 감소 등으로 감소세 지속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9%),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0.9% 감소
소매판매(전월대비, %): (’22.4월)-0.3 → (5월)-0.2 → (6월)-0.9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2.4월)-0.8 → (5월)-0.5 → (6월)-0.5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내구재는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의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2.3% 감소
파업으로 인한 화물운송 차질로 차량인도가 지연되며 승용차 판매가 전월대비 4.1% 축소됨
내구재(전월대비, %): (’22.4월)0.5 → (5월)0.7 → (6월)-2.3
승용차(전월대비, %): (’22.4월)4.7 → (5월)2.1 → (6월)-4.1

준내구재는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 및 가방 판매가 줄면서 전월대비 0.9% 감소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야외 스포츠용품 판매가 감소하고 강수일수 증가로 외부활동이 제약되며
신발 및 가방 판매가 감소
준내구재(전월대비, %): (’22.4월)7.7 → (5월)-1.4 → (6월)-0.9

비내구재는 화장품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대면모임과 회식이 증가하고 화장품 판매 증가로 이어졌으며, 외식이 가정
식 수요를 대체하여 음식료품 판매 감소로 이어짐
비내구재(전월대비, %): (’22.4월)-3.6 → (5월)-0.1 → (6월)-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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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태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2.3%), 백화점(-5.2%), 전문소매점(-1.3%)1), 무점포소
매(-1.5%)2), 슈퍼마켓 및 잡화점(-2.3%), 편의점(-0.9%)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줄어 감소
반면, 면세점(8.7%), 대형마트(0.8%)에서 판매가 늘어남
[그림 3] 승용차 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두달 연속 큰 폭 하락하여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는 모습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과 가계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0.4p가 하락한 86.0을 기록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인 현재생활형편(81, -6p), 생활형편전망(79, -9p), 가계수입
전망(93, -4p), 소비지출전망(112, -2p), 현재경기판단(43, -17p), 향후경기전망(50, -19p) 지수
가 모두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22.3월)103.2 → (4월)103.8 → (5월)102.6 → (6월)96.4 → (7월)86.0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2) 무점포소매점은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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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가. 설비투자
6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설비투자는 운송장비(-2.7%)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류(6.6%)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4.1%
증가
설비투자(전월대비, %): (’22.4월)-7.1 → (5월)12.8 → (6월)4.1
기계류(전월대비, %): (’22.4월)-9.0 → (5월)11.6 → (6월)6.6
운송장비(전월대비, %): (’22.4월)-1.0 → (5월)16.3 → (6월)-2.7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2.2%)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8.3%)에서 감소하면서 0.7% 감소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2.4월)-11.7 → (5월)5.4 → (6월)-0.7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2.4월)-12.1 → (5월)4.2 → (6월)2.2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2.4월)-10.4 → (5월)9.3 → (6월)-8.3
[그림 6]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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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및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 「기계류 수입액」 감소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32.6%)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7.8%)에서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4.8% 증가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2.4월)-7.2 → (5월)3.9 → (6월)4.8
공공부문(전월대비, %): (’22.4월)-7.8 → (5월)35.8 → (6월)-32.6
민간부문(전월대비, %): (’22.4월)-7.1 → (5월)1.9 → (6월)7.8
[그림 7]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5.1%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2.4월)-8.6 → (5월)4.5 → (6월)5.1

기계류 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4.5%), 항공기 및 부품(-3.9%) 등에서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대비 4.3% 감소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2.4월)-17.1 → (5월)4.4 → (6월)-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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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기계류 수입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6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
건설기성은 건축(-2.3%)과 토목(-1.1%)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2.0% 감소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4월)-0.2 → (5월)6.5 → (6월)-2.0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4월)-1.7 → (5월)8.2 → (6월)-2.3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4월)4.2 → (5월)2.1 → (6월)-1.1

전년동월대비로는 토목(-2.8%) 공사의 감소에도 건축(3.8%)이 늘어 1.8% 증가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2.4월)-2.4 → (5월)8.7 → (6월)1.8
[그림 9]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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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6월 ｢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대비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13.6%)과 비주거용 건축(15.2%)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
비 14.2% 상승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8.1 → (5월)20.7 → (6월)14.2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10.4 → (5월)22.4 → (6월)13.6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4.3 → (5월)18.0 → (6월)15.2

토목부문(경상)은 전기기계(-23.6%)의 감소에도 플랜트(33.9%)와 일반토목(2.6%) 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12.0 → (5월)20.9 → (6월)7.8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3.7 → (5월)-1.4 → (6월)2.6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19.0 → (5월)-8.2 → (6월)-23.6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37.5 → (5월)71.9 → (6월)33.9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공사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3% 줄어든 반면,
민간기관의 공사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3.4 → (5월)15.6 → (6월)-1.3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4월)11.1 → (5월)23.4 → (6월)16.9
[그림 11]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2]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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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건설수주(경상)」는 민간부문의 토목과 공공부문의 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건축(8.3%)과 토목(84.3%)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
건축 수주는 공장 및 창고(56.6%) 등의 수주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토목 수주는 기계설치(261.5%) 등의 수주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84.3% 증가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2.4월)2.5 → (5월)27.6 → (6월)20.2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19.6%)과 공공부문(40.6%)이 모두 증가
민간부문의 토목은 기계설치(558.4%) 등의 수주가 늘면서 전월동월대비 291.6% 증가
공공부문의 건축은 사무실 및 점포(1,919.7%), 공장 및 창고(1,526.2%)의 수주가 크게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114.5% 증가
[그림 13]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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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7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기록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4% 늘어난 607.0억 달러로 21개월 연속 증가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21.4 → (6월)5.2 → (7월)9.4
일평균수출(억달러): (’22.5월)26.8 → (6월)26.2 → (7월)25.8

수입은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한 653.7억
달러로 5개월 연속 600억 달러대 기록
수입(전년동월대비, %): (’22.5월)31.9 → (6월)19.4 → (7월)21.8

수출대비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지속
무역수지(억달러): (’22.4월)-24.8 → (5월)-16.1 → (6월)-25.8 → (7월)-46.7
[그림 15]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6]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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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등 주요국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CIS, 중남미,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
CIS 지역의 경우 전쟁 장기화로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중남미와 중국은 경기둔화 우려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 일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수출이 감소
대ASEAN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23.5 → (6월)16.7 → (7월)20.7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29.0 → (6월)12.2 → (7월)14.6
대EU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23.4 → (6월)0.5 → (7월)14.6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1.4 → (6월)-0.8 → (7월)-2.5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19.8 → (6월)2.2 → (7월)-1.4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32.3 → (6월)-8.4 → (7월)-7.9
대CIS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37.9 → (6월)-44.6 → (7월)-5.7
[그림 17] 2022년 6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8]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6월 ｢경상수지｣는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경상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전년동월 88.3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억달러): (’22.4월)-0.8 → (5월)38.6 → (6월)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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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 흑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동월(75.5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된 35.9억 달러 기록
상품수지(억달러): (’22.4월)29.5 → (5월)27.4 → (6월)35.9

서비스수지는 수출화물운임 상승에 따른 운송수지 흑자폭 확대로 전년동월(10.2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
서비스수지(억달러): (’22.4월)5.7 → (5월)-0.2 → (6월)-4.9
운송수지(억달러): (’22.4월)17.6 → (5월)14.7 → (6월)16.5
[그림 19]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4. 소비자물가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지속 확대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7.1%), 공업제품(8.9%), 서비스(4.0%)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6.3%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5.4 → (6월)6.0 → (7월)6.3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5월)3.4 → (6월)3.9 → (7월)3.9
※ 근원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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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8.5%), 축산물(6.5%), 수산물(3.5%) 품목의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7.1% 상승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4.2 → (6월)4.8 → (7월)7.1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0.6 → (6월)1.6 → (7월)8.5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12.1 → (6월)10.3 → (7월)6.5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2.7 → (6월)2.9 → (7월)3.5
[그림 22]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류(35.1%), 가공식품(8.2%) 등을 중심으로
8.9% 상승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8.3 → (6월)9.3 → (7월)8.9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34.8 → (6월)39.6 → (7월)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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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7.6 → (6월)7.9 → (7월)8.2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2.5월)110.1 → (6월)116.8 → (7월)105.1
[그림 23]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Bloomberg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4.0% 상승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3.5 → (6월)3.9 → (7월)4.0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2.0 → (6월)1.9 → (7월)1.9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0.7 → (6월)0.7 → (7월)0.8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5월)5.1 → (6월)5.8 → (7월)6.0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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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산･고용･인구
6월 중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전월대비로는 0.6% 증가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4.5 → (5월)7.1 → (6월)2.1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4월)-0.9 → (5월)0.8 → (6월)0.6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늘어 1.4% 증가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3.7 → (5월)7.8 → (6월)1.4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이 늘어 3.9% 증가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5.0 → (5월)7.3 → (6월)3.9

7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반도체(25개월 연속), 철강(19개월), 석유(17개월) 등이 장기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석유는 역대
월간 수출액 1위 달성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19.1 → (6월)8.1 → (7월)7.2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5월)2.9 → (6월)-1.2 → (7월)1.1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대비 +2.1%), 자동차(+17.7%), 철강(+5.2%), 석유(+86.5%)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

6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상승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4월)-0.3 → (5월)0.1 → (6월)0.2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4월)-0.3 → (5월)0.1 → (6월)0.0

7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큰 폭 증가세 지속, 「고용률」은 7월 기준 역대 최고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2.6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월대비 축소(6월: +84.1만명 → 7월: +82.6만명)되었으나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9만명 증가
서비스업 및 고령층(60세 이상)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
전체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93.5 → (6월)84.1 → (7월)82.6
고용률은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8개월 만에 2%대로 하락
고용률(%): (’22.5월)63.0 → (6월)62.9 → (7월)62.9
실업률(%): (’22.5월)3.0 → (6월)3.0 → (7월)2.9

7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년동월대비 9만 7천명(-0.19%) 감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31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결혼이 늘면서 5월의 「혼인건수」와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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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6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에서는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늘어 0.6% 증가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4.5 → (5월)7.1 → (6월)2.1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4월)-0.9 → (5월)0.8 → (6월)0.6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1.4%), 건설업(1.8%), 서비스업(3.9%) 등의 생산은 증가하
였으나 공공행정(-5.1%)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광공업(1.9%), 공공행정(3.5%) 등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2.0%), 서비스업(-0.3%)은 감소
[그림 1] 전산업 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화학(-9.3%), 일반기계(-4.0%), 철강(-2.4%), 섬유(-5.7%), 가전(-13.8%)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반도체(23.9%), 자동차(2.8%), 조선(10.0%), 석유(2.2%), 무선통신기기
(6.1%) 등의 생산이 늘어 1.4% 증가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3.7 → (5월)7.8 → (6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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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대비 화학(-5.2%), 가전(-4.6%)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반도체(4.2%), 자동차(7.4%), 일반기
계(5.2%), 철강(1.9%), 석유(1.8%) 등의 생산이 늘어 1.8% 증가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2.4월)-3.2 → (5월)0.1 → (6월)1.8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

2021
산업별

2022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114.6

112.1

118.1

118.8

120.8

119.7

12.7

15.4

12.5

3.7

7.8

1.4

반도체

29.6

26.6

25.8

34.8

24.2

23.9

4.2

자동차

18.5

29.5

20.9

-2.5

15.8

2.8

7.4

화학

11.9

16.9

14.8

-2.6

-0.6

-9.3

-5.2

일반기계

20.2

23.4

19.2

-12.4

0.2

-4.0

5.2

철강

5.7

14.0

20.8

-3.8

0.3

-2.4

1.9

조선

-13.5

-14.9

-22.0

12.8

13.9

10.0

0.2

제조업(원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1.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로는 감소 전환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0.8%), 숙박 및 음식점(18.8%), 금융 및 보험(1.8%), 운수 및 창고
(9.9%) 등이 늘어 3.9%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5.0 → (5월)7.3 → (6월)3.9

전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1.7%), 금융 및 보험(1.8%) 등은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1.6%), 운수
및 창고(-0.1%), 교육(-1.5%) 등이 줄어 0.3% 감소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2.4월)1.2 → (5월)1.0 → (6월)-0.3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

2021
업종별
서비스업(원지수)
서비스업

2022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109.5

109.5

113.5

115.0

117.5

117.9

8.2

4.2

4.9

5.0

7.3

3.9

전월대비
-0.3

도매 및 소매

9.3

3.2

3.5

2.6

5.2

0.8

-1.6

숙박 및 음식점

8.3

-2.0

-0.5

16.9

20.5

18.8

1.7

11.9

7.5

9.9

3.2

6.1

1.8

1.8

금융 및 보험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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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주요 11대 산업3):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반도체(2.1%), 자동차(17.7%), 일반기계(1.2%), 철강(5.2%), 조선(29.2%) 등의 수출이 늘며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5월)19.1 → (6월)8.1 → (7월)7.2
반도체(25개월 연속), 철강(19개월), 석유(17개월) 등이 장기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석유는 역대 월간 수출액 1위 달성

전월대비 반도체(2.1%), 자동차(23.3%), 화학(1.9%), 일반기계(3.6%), 철강(0.8%), 조선
(103.9%) 등의 수출이 늘며 1.1% 증가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5월)2.9 → (6월)-1.2 → (7월)1.1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11대 산업

46.5

49.3

43.2

33.5

16.0

19.1

반도체

30.2

24.5

34.4

39.4

15.8

15.0

10.7

7.0

2.1

2.1

자동차

81.3

117.0

74.9

18.8

2.4

15.0

-3.1

-4.8

17.7

23.3

화학

82.3

93.8

67.0

60.4

7.0

14.1

-0.5

-11.6

-1.7

1.9

일반기계

17.1

25.7

21.1

17.6

-0.2

3.1

-11.8

-6.0

1.2

3.6

철강

38.8

62.3

51.6

41.4

20.8

26.5

5.4

-10.0

5.2

0.8

조선

14.4

-14.9

41.4

10.1

-16.7

44.2

-36.0

-36.7

29.2

103.9

8.1

전월대비
-1.2

7월*
7.2

전월대비
1.1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반도체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으로 인해 소비자용 IT 수요가 둔화되고, 데이터센
터 업체들의 투자 축소 결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7월 중 수출액 1위를 달성하며 2.1% 증가
D램 고정가(달러): (’21.7~9월)4.10 → (10~12월)3.71 → (’22.1~4월)3.41 → (5~6월)3.35 → (7
월)2.88
낸드 고정가(달러): (’21.4~6월) 4.56 → (’21.7~’22.5월)4.81 → (6월)4.67 → (7월)4.49

자동차는 물류 장애로 선적이 지연되었던 물량이 이월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애로도 일부 해소되는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더해지며, 미･EU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 또한 고르게 늘어남
에 따라 17.7% 증가
자동차 수출액, 증감률(억 달러): (’21.7월)60.9 → (’22.7월)71.7 (23.3%)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을 포함

Ⅰ

17

2022년 8월호

철강은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소폭의 물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가 전년대비 보합세(0.5%)
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EU･아세안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5.2% 증가
철강재 수출단가, 상승률(달러/톤): (’21.7월)1,252 → (’22.7월e)1,258 (0.5%)

석유는 배럴 당 100달러대의 고유가 상황 속에서 생산업체의 정기보수 종료에 따른 가동률 상향,
하절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수요 지속 등이 맞물려 86.5% 증가
국제유가, 상승률(두바이유, 달러/배럴): (’21.7월)72.93 → (’22.7월)103.14 (41.4%)
석유제품 수출단가, 상승률(달러/배럴): (’21.7월)82.9 → (’22.7월e)134.5 (62.3%)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6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증가(4.2%)로 전환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34.8 → (5월)24.2 → (6월)23.9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3.6 → (5월)-1.7 → (6월)4.2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9.8 → (5월)14.6 → (6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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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2.8%, 7.4%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2.5 → (5월)15.8 → (6월)2.8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0.9 → (5월)1.7 → (6월)7.4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4.6 → (5월)9.1 → (6월)-0.9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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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6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9.3%, 전월대비로는 5.2% 감소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2.6 → (5월)-0.6 → (6월)-9.3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3.0 → (5월)0.1 → (6월)-5.2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 –3.3 → (5월)–3.7 → (6월)–10.6
[그림 6]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6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전월대비 5.2%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2.4 → (5월)0.2 → (6월)-4.0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3.9 → (5월)7.1 → (6월)5.2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2.7 → (5월)1.3 → (6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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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전월대비 1.9% 소폭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3.8 → (5월)0.3 → (6월)-2.4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3.8 → (5월)1.2 → (6월)1.9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20.3 → (5월)22.8 → (6월)37.3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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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출하｣도 전년동월대비 증가
6월 중 생산은 2021년 5~6월에 증가한 국내 수주가 생산에 영향을 미쳐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10.7%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2.8 → (5월)13.9 → (6월)10.0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4.5 → (5월)-2.9 → (6월)0.2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4.1 → (5월)15.3 → (6월)10.7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는 감소로 전환
6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8.1%) 부문이 줄었으나,
도매업(2.3%)과 소매업(0.7%) 부문이 늘어 소폭(0.8%) 증가
반면, 전월대비 도매업(-2.2%), 소매업(-0.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5.0%) 부문이 모두 줄어
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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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2.6 → (5월)5.2 → (6월)0.8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0.2 → (5월)0.7 → (6월)-1.6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 및 보험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기저효과로 29.1% 감소한 반면, 은행 및 저축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15.1%)이 증가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금융업이 증가한 것은 은행 및 저축기관의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4) 영업수익이 증가한데 기인
전월대비 보험업 중 공제업(15.1%)이 감소한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3.7%)과 금융업
중 기타 금융업(4.8%)이 증가하면서 1.8%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3.2 → (5월)6.1 → (6월)1.8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0.3 → (5월)-0.4 → (6월)1.8

4)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시설자금 수요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2021년 6월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순증이 5.1조
원에서 2022년 6월 6.0조원으로 증가(한국은행, “2022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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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숙박 및 음식점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18.8%, 1.7% 증가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4월)16.9 → (5월)20.5 → (6월)18.8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4월)11.3 → (5월)4.3 → (6월)1.7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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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종합지수
6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2.4)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이 전월에 이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4월)-0.3 → (5월)0.1 → (6월)0.2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4)는 코스피, 재고순환지표 등은 감소하였
으나, 장단리금리차,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4월)-0.3 → (5월)0.1 → (6월)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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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와 과학법5)」 발효]
2022년 8월 9일 「반도체와 과학법」이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효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정책 기조가 법안으로서 발효
-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6))」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7) Act)」
이 1년여의 조정과정을 거쳐 해당 법으로 의회 최종 통과
법안의 핵심은 첨단산업 역량 강화 및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2,800억 달러(약 365조 원) 규모의
연방 재정 투자
-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에너지, 바이오, 양자 정보 기술 등 첨단분야의 연구, 인력양성,
기반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의 연방 재정 투입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지원에 390억 달러(약 51조 원), 반도체 R&D 및 인력 양성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 등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반도체와 과학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설비투자 등
보조금 지원

국내 반도체 공장 신증설, 장비 현대화 등에 보조금

연구개발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첨단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반도체연구소 등 보조금

국제협력

정보통신기술 및 반도체 공급망 활동 관련 국무부 국제협력 활동 지원

감세
해외투자 규제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장비, 특수공작기계 등에 대한 25% 투자세액 공제
지원금 수혜기업의 비우호국 내 신규투자 제한

미국 내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되
나,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반도체 투자
경쟁이 미국 내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5) 「반도체와 과학법」은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of 2022)」
6)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7) COMPETES: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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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산업 투자 비교]
기업
INTEL

TSMC

삼성
GF
TI

투자지역

금액(억달러)

미국

435

말레이시아

71

유럽

5~10

미국

120

일본

70

중국

30

유럽

5~10

미국

170

미국

10

싱가포르

40

미국

7~30

주: TSMC는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GF는 GlobalFoundries, TI는 Texas Instruments를 의미
자료: 삼성증권리서치센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은 인프라 지원,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정부는 향후 5년간(2022~2026년)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
용 지원, 설비 신･증설 허용량 확대, 설비투자 세액공재 확대 등을 포함한 34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7.21.)’을 발표
-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시행(2022년 8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책들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전략적 대응 여부 파악 필요
-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망 붕괴,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각국의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자립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
- 반도체 설계기술 및 장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 후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시장 개척 및 확장 필요
-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핵심장비 및 소재에 대한 개발 등 기술력 제고
필요
- 재정 및 조세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확보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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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7월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고용률」은 7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7월 취업자 수는 2,847.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6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 지속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월대비 축소(6월: +84.1만명 → 7월: +82.6만명)되었으나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9만명 증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93.5 → (6월)84.1 → (7월)82.6
[그림 13]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한 62.9%,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한 64.8%
고용률은 관련 통계 제공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
고용률(%): (’22.5월)63.0 → (6월)62.9 → (7월)62.9
경제활동참가율(%): (’22.5월)64.9 → (6월)64.9 → (7월)64.8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2.9%
실업률은 2021년 11월 이후 8개월 만에 2%대로 하락
실업률(%): (’22.5월)3.0 → (6월)3.0 → (7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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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 15]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 큰 폭 증가세 지속, 제조업 증가세 확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생산 및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6만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10.7 → (6월)15.8 → (7월)17.6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2.8만 명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폭
은 추세적 둔화
보건･복지(+13.0만명), 공공행정업(+6.8만명) 등 공공비중이 높은 업종과 전문과학기술(+8.6만명),
정보･통신(+9.5만명), 운수･창고(+8.3만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에서 양호한 증가를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62.5 → (6월)53.8 → (7월)52.8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만 명 증가하여 1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7.2 → (6월)5.0 → (7월)1.6

7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세 지속,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였고, 증가폭도 4개월 연속 확대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45.9 → (6월)47.2 → (7월)47.9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2022년 1월
이후 추세적 둔화
청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19.6 → (6월)10.4 → (7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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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노동연령대(30~50대) 중 5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여 고용 부진 지속
3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0.6 → (6월)1.8 → (7월)6.2
4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3.6 → (6월)0.2 → (7월)-0.1
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5월)23.9 → (6월)24.5 → (7월)19.4
[그림 16]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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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만명)

[2022년 2/4분기 가계소득 동향]
1. 주요 특징
가계소득은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1, 2분기 연속 증가
임금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증가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지급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큰 폭 증가
- 항목별 소득(만원, 증가율): (근로소득)288.7, 5.3% (사업소득)92.7, 14.9% (이전소득)89.3,
44.9%
-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61.5%)으로 증가하며, 전체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4.1%로 전년동분기(9.8%)대비 4.3%p 상승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근로소득(47.3%)이 많이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분위별 소득 증가율(%): (1분위)16.5 (2분위)13.1 (3분위)11.7 (4분위)14.4 (5분위)11.7
소득분배 수준은 소득 5분위 배율이 5.60배로 전년동분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가계의 흑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소비지출이 증가(5.8%)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의 증가 폭(14.2%)
이 더 커 평균소비성향은 하락(-5.2%p), 흑자액은 큰 폭 상승(35.2%)
※ 처분가능소득= 총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적자가구(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 비율은 전년동분기대비 감소(-1.6%p)

2. 가계소득 및 소득분배
(소득)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명목, 실질 모두 큰 폭 증가
가계의 명목 월 평균소득은 483.1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7% 증가,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6.9% 증가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증가하며 12.6% 증가
근로소득은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5.3%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분기대비, 만명): (’21.2/4)61.8 → (’22.2/4)88.0
-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동분기대비, %): (’21.2/4)4.0 → (’22.4~5월)3.9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14.9%
증가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분기대비, 만명): (’21.2/4)-0.8 → (’22.2/4)9.9
- 서비스업생산지수 변화율(전년동분기대비, %): (’21.2/4)5.7 → (’2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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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61.5%)이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2차 추가경정
예산 집행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적이전소득(9.2%)도 증가함에 따라 44.9% 증가
- 소득 4~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손실보전금이 매출 규모가 크고
영업이 활발한 자영업자에게 많이 지급되는 구조인 것에 기인
- 공적이전소득(만원, 증가율): (1분위)51.2, 14.2% (2분위)48.6, 13.1% (3분위)56.1, 36.0%
(4분위)70.6, 82.7% (5분위)113.1, 165.4%
- 사회안전망 강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
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급여) 등이 시행
-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1.1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2조), 긴급생활지원금(0.8조) 등 지급
[표 81]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

금액
’21.2분기
소득

구성비

증감률

’22.1분기

’22.2분기

구성비

’22.1분기

’22.2분기

4,287

100.0

4,825

4,831

100.0

-0.7

10.1

12.7

4,208

98.2

4,737

4,739

98.1

-0.9

10.1

12.6

근로소득

2,743

64.0

3,062

2,887

59.8

6.5

10.2

5.3

사업소득

806

18.8

862

927

19.2

3.6

12.4

14.9

경상소득

재산소득

42

1.0

32

33

0.7

59.7

-2.0

-22.9

이전소득

617

14.4

780

893

18.5

-28.6

7.9

44.9

공적이전

421

9.8

544

679

14.1

-37.1

9.5

61.5

사적이전

196

4.6

236

214

4.4

1.1

4.3

9.2

79

1.8

88

92

1.9

11.1

6.0

16.1

비경상소득

[그림 1] 소득 증감율 추이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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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분기

(비소비지출)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및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지출과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

비소비지출은 부동산취득 관련세 등 비경상조세(-43.3%)는 감소하였으나, 경상조세(6.0%),
사회보험료(10.1%), 가구간이전지출(7.9%) 등이 증가함에 따라 6.6% 증가

(가계수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14.2% 증가하고, 흑자액은 35.2% 증가
평균소비성향은 66.4%로 전년동분기대비 5.2%p 하락
소득 증가로 적자가구 비율은 22.8%로 전년대비 1.6%p 하락
-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1분위)53.7 (2)20.6 (3)18.5 (4)14.9 (5)6.1
[표 84]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
(단위: 천원, 전년동기대비 %, %p)

금액

증감(률)

’21.2분기

’21.1분기

’22.2분기

’21.2분기

’21.1분기

’22.2분기

3,454

3,860

3,943

-1.9

10.0

14.2

979

1,329

1,323

-13.7

21.7

35.2

흑자율(%)

28.3

34.4

33.6

-3.9p

3.3p

5.2p

평균소비성향(%)3)

71.7

65.6

66.4

3.9p

-3.3p

-5.2p

처분가능소득
흑자액1)
2)

주: 1)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2)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3)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소득분배) 소득 5분위 배율로 평가된 소득분배 수준은 전년동분기대비 비슷한 수준
2/4분기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동분기(5.59배)
대비 0.01배p 상승한 5.60배
- 자영업자 비중은 3∼5분위에서 높은데, 손실보전금이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소득분
배 개선효과가 상쇄
[표 85]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체가구)
연도

1분기

2분기

증감
(전년동분기대비)

(단위: 배, 배p)

3분기

4분기

2019a

7.40

6.63

0.08

6.85

6.58

2019b

6.74

5.74

-

5.76

5.83

2020

6.89

5.03

-0.71

5.92

5.78

2021

6.30

5.59

0.56

5.34

5.71

2022

6.20

5.60

0.01

주: 1) 2019년 개편 후 5분위 배율은 기존 조사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5분위배율
과 비교 불가능
2) 2019년 자료는 개편전 a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개편 후 b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구분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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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7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년동월대비 9만 7천명(-0.19%) 감소
출생아수는 감소,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2022년 7월 주민등록
인구는 5.1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각 연도 7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5년 0.39%, 2018년 0.12%, 2021년 –0.32%,
2022년 –0.19%로 하락
[그림 18]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7~2022.7)

주: 각 연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5월 「출생아 수」 는 소폭 감소,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하여 31개월째 자연감소를 기록
출생아 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928명(8.8%) 감소한 2만 7명을 기록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282명(12.8%) 증가한 2만 8,859명으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여파로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을 정점으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년대비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

34 ❘

[그림 19]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2.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5월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늘어나면서, 5월 혼인건수는 1만
7,0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88건(5.5%) 증가하였고, 조혼인율은 3.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2건
증가
각 연도 5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5.3건, 2020년 4.2건, 2021년 3.7건
[그림 20]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2022.5)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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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자산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둔화 우려,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금리｣는 하락, ｢환율｣은 상승
7월 국고채 금리는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전월보다 하락
국고채금리(3년만기, %): (’22.5월)3.03 → (6월)3.55 → (7월)3.01
7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대외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원/달러 환율: (’22.5월)1,246 → (6월)1,293 → (7월)1,304

7월 중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하락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3.4%, 5.8% 상승한 반면, 석유는 10.0% 하락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5월)110.1 → (6월)116.8 → (7월)105.1
석탄 가격(달러/톤): (’22.5월)366.8 → (6월)371.2 → (7월)383.7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2.5월)16.7 → (6월)15.5 → (7월)16.4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7.4%, 8.5%, 13.4%, 6.6% 하락
농산물 지수: (’22.5월)133.9 → (6월)128.9 → (7월)119.3
식품 지수: (’22.5월)159.0 → (6월)151.5 → (7월)138.6
금속･광물 지수: (’22.5월)122.5 → (6월)115.7 → (7월)100.2
귀금속 지수: (’22.5월)139.9 → (6월)138.9 → (7월)129.8

7월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나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연료비｣ 상승세 지속
7월 발전용 연료비 단가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96.3%와 78.4% 상승하여 전월의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함
전력거래량은 역대 하계 최고 전력거래량 기록을 갱신한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량이 증가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등으로 하락폭 확대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04% → -0.14%)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지방(0.03% → -0.01%)이 하락
전환하면서 전국은(-0.01% → -0.08%) 하락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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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2022년 중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7월 하락
2022년 중 국고채금리는 물가 불안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경기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하락 전환
7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0%로 전월 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도 전월
대비 0.5%p 하락한 3.1%를 기록
국고채(3년) 금리가 하락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며, 국고채(10년) 금리가 하락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한편 7월말 국채(3년) 및 국채(10년) 금리는 전년말 대비 각각 1.2%p, 0.9%p 상승한 수준

한편 7월 미국,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 등의 고강도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한 가운데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전월 수준을 유지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6월말 3.0%에서 7월말 2.6%,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동기간 1.3%에서
0.8%로 하락한 반면 일본 국채(10년)은 0.2%를 유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022년 6월 1.75%에서 2022년 7월 기준 2.5%로 0.75%p 상승
[그림 1] 우리나라 국고채 및 기준 금리 추이

[그림 2] 주요국 국채(10년)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자료: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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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회사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 6월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
7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 및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에도 불구 실물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7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 대비 11bp 하락한 4.1%,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월
대비 10bp 하락한 10.0%를 기록
회사채(3년,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가 하락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

6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확대
6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24bp 상승한 3.6%,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27bp
상승한 4.1%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44bp에서 47bp로 확대
한편 6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4bp 상승한 4.0%를 기록한 가운데 6월 금리 4.0%는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
[그림 3]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4]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7월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
7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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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4원으로 전월말 대비로는 0.9% 상승하였으며 전년말 대비로는
10.0% 상승

7월 유로화,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엔화 가치는 상승
7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및 위안화 가치는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지속 등의 영향으로 6월말
대비 각각 2.6%, 0.7% 하락하였으며 전년말대비로는 각각 11.7%, 6.4% 하락
7월말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전월대비 1.8% 상승하였으나 전년말대비로는 17.4% 하락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로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주: 1) 2019년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다. 주가
7월 「국내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주가」는 혼조 양상
국내 주가는 4~6월 하락세를 보였으나 7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333) 대비 5.1% 상승한 2,452를 기록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2021년 1월 이후, 거래량은 2021년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 들어서도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지속
거래대금은 2021년 1월 842조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7월 280조원 규모로
축소
거래량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며 2021년 4월 866억 주 규모에서
2022년 7월 252억 주 규모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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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8] 주식시장 거래대금 및 거래량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7월 선진국 주식시장은 물가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상승한 반면 신흥국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 불안 및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
7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7.9% 상승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0.7% 하락
한편 7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6.7%, 5.5%, 5.3% 상승
[그림 9]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0]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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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7월 ｢석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하락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5.1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43.4%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10.0% 하락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5월)110.1 → (6월)116.8 → (7월)105.1

7월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석탄 가격은 톤당 383.7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3.4%, 152.5% 상승
석탄 가격(달러/톤): (’22.5월)366.8 → (6월)371.2 → (7월)383.7

7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6.4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5.8%,
58.7% 상승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7.3달러/MMbtu)은 전월대비 5.4%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90.8% 상승
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51.3달러/MMbtu)은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각각 53.0%, 310.3%
상승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8)): (’22.5월)16.7 → (6월)15.5 → (7월)16.4

8)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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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7월 ｢농산물｣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승
농산물 지수는 119.3으로 팜유, 유채씨유, 해바라기유, 대두유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7.4% 하락
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10.1% 상승
농산물 지수: (’22.5월)133.9 → (6월)128.9 → (7월)119.3

7월 ｢식품｣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승
식품 지수는 138.6으로 닭고기, 밀, 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8.5%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
비 13.4% 상승
식품 지수: (’22.5월)159.0 → (6월)151. → (7월)138.6

7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금속･광물 지수는 100.2로 구리, 주석, 철광석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13.4%, 19.6% 하락
금속･광물 지수: (’22.5월)122.5 → (6월)115.7 → (7월)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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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귀금속 지수는 129.8로 백금과 은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6.6%, 8.1% 하락
귀금속 지수: (’22.5월)139.9 → (6월)138.9 → (7월)129.8
[그림 12]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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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수요]
2022년 5월 ｢최종에너지 소비｣9)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는 석유, 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석유(4.2), 전력(3.3), 신재생 및 기타(-0.4), 도시가스(-0.9), 석탄
(-2.3), 열(-8.6), 액화천연가스(-8.4), 도시가스(-8.6)
전월대비로는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3.0% 증가
- 전월대비 증감률(%): 석탄(17.3), 석유(9.6), 액화천연가스(1.8), 신재생 및 기타(-2.3), 전력
(-3.5), 도시가스(-25.0), 열(-34.0)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2022p
2019

합계

2020

2021p

5월

4월

5월

231,353

222,563

234,665

18,539

18,398

18,947

-0.9

-3.8

5.4

3.2

-2.3

2.2

석탄

32,057

30,457

31,810

2,705

2,254

석유

116,125

109,344

116,713

9,557

2,909

3,602

3,478

도시가스

23,943

23,100

전력

44,763

열
신재생 및 기타

전년동기대비

액화천연가스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2.2

3.0

2,643

-2.3

17.3

9,089

9,962

4.2

9.6

285

257

261

-8.4

1.8

24,287

1,531

2,023

1,518

-0.9

-25.0

43,797

45,875

3,512

3,763

3,630

3.3

-3.5

2,647

2,770

2,901

128

177

117

-8.6

-34.0

8,910

9,493

9,602

820

835

816

-0.4

-2.3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9)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
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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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수급동향
7월 「전력공급예비력」은 예년수준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
7월 공급예비력은 11.4GW, 전력공급예비율 12.3%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발전설비용량은 134.2GW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2022년 중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은 원전과 석탄 및 가스화력 설비용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중심으로 증가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7월 에너지원별 연료비는 유연탄 발전단가가 1kWh 당 113.2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3% 상승했
으며 가스발전단가는 156.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8.4% 상승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 단가는 전월대비 11.1%, 전년동월대비 96.3% 상승했으며, 가스발전 연료
비단가는 전월대비 12.2%, 전년동월대비 78.4% 상승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38.4원으로 전년동월(99.4원)보다 39.2%,
전월대비 27.8% 상승
[그림 13]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7월 「전력거래량」은 하계 최고 전력거래량 기록을 갱신
총 전력거래량※은 50,983GWh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여 2022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하계 최고 전력거래량을 기록한 2018년 8월(50,033GWh)보다 전력거래량이 많았음
금년 1~7월 누적 전력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의 동기간 대비 2.8% 많은 수준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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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이 24.7%, 신재생 및 기타가 15.2% 증가했으며, 석탄과
가스는 각각 7.8%, 5.2% 감소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가스 28.4%, 석탄 36.8%, 원자력 28.6%, 신재생 및 기타 5.5% 순
[그림 15] 월별 전력거래량

[그림 16]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6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2.3% 증가했는데,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6.2% 상승
서비스부문의 전력수요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부문 생산활동 증가와 계절적 요인
에 따른 냉방수요 선반영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전년동월대비 전력소비는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1.3%와 1.1% 증가
에 그쳤으며 가정부문은 소폭 감소(-0.5%)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1.9% 증가했으며, 산업부문은 1.4% 감소한 반면, 건물에너지 수요에 해당하
는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 가정부문이 각각 8.1%, 7.0%, 3.6% 증가하여 냉방수요 증가로 추정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2p
2019
계

2020

2021

6월

5월

6월

520,499

509,270

533,431

42,032

42,205

43,015

－1.1

－2.2

4.7

5.7

3.3

2.3

가정부문

70,455

74,073

77,558

5,839

5,607

공공부문

24,458

23,623

25,026

1,896

1,774

서비스부문

145,816

142,881

148,315

11,297

산업부문

283,705

268,692

281,532

23,000

전년동기대비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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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2.3

1.9

5,810

-0.5

3.6

1,918

1.1

8.1

11,217

11,999

6.2

7

23,607

23,288

1.3

-1.4

3. 부동산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08% 수도권 –0.14% 지방은 –0.01%로 하락세 확대
수도권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발표10)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폭이
확대
지방은 전북 0.31%, 강원 0.11%, 제주 0.08%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세종 –0.63%,
대구 –0.35%, 대전 -0.19% 순으로 하락세를 보임

7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월세 상승세 지속과, 전세가 하락세 확대로 보합세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는 변동률은 수도권 –0.02%로 하락 전환하고, 지방 0.02%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소폭 축소되면서 전국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수도권은 금리인상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세통합지수
변동률이 하락 전환
지방은 전북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세종, 대구, 대전 지역의
전월세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
[그림 17]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림 18]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0)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7.25.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면
서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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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 은 전지역의 주택 거래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20.4% 감소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304건으로 전월대비 20.4% 감소, 전년동월대비 43.4% 감소
수도권(2.2만건)은 전월대비 17.5% 감소, 전년동월대비 48.3% 감소
지방(2.8만건)은 전월대비 22.5% 감소, 전년동월대비 39.0%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0] 연도별 6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6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2,656건으로 전월대비 47.4% 감소,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50.2%로 전월대비 9.3%p 감소, 전년동월대비 7.8%p 증가
※ 6월 거래량 감소는 전월의 일시적 신고건수 증가(미신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만료일
(’22.5.31.)이 도래됨에 따라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의 일시적인 신고건수 증가)에 다른 영향으로 실제
전월세 거래가 감소된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22]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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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 16)」]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도심의 신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규 공공택지 발굴,
행정절차 개선 등을 제시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향후 5년간 22만호), 금년부터 부과 예정인
재건축 부담금 부담완화(면제금액 상향, 1주택자 부담금 감면 등), 안전진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공공택지 공급 확대) 수도권 등 기존 교통망 연계 가능한 공공택지 조성 확대,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주택 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 등으로 주택공급 확대 지원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도권 158만호(서울 50만호), 비수도권 112만호(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52만호)를 공급
[지역별 공급계획]

(단위: 만호)

’23e~’27e(B)

’18~’22e(A)

증감(B-A)

전국

257

270

+13

수도권

129

158

+29

서울

32

50

+18

128

112

△16

광역･자치시

48

52

+ 4

8개 道

80

60

△20

비수도권

자료: 관계기관 합동,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8.16.) 보도자료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주거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
(청년 주거안정)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한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 추진
- 청년(19~39세이하)･신혼부부(결혼 7년내 등)･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호 내외 공급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모델 도입
-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6만호) 중 우수입지 대상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22년 132만가구 → ’27년 175만가구)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공공임대주
택 공급계획을 마련(’22년 4분기 예정)
- 이외에도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9월), 청년주거지원 방안
(9월) 등의 후속대책 순차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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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Ⅳ
해외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산업생산 및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
실질GDP(전기대비, 연율, %): (’21.4/4)6.9 → (’22.1/4)-1.6 → (2/4)-0.9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4월)0.8 → (5월)0.0 → (6월)-0.2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4월)0.3 → (5월)-0.3 → (6월)0.1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들이 회복세로 전환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2.9 → (5월)0.7 → (6월)3.9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4월)-11.1 → (5월)-6.7 → (6월)3.1
종합PMI: (’22년.5월)48.4 → (6월)54.1 → (7월)52.5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및 물가 급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산업생산(전월대비, %): (’22.3월)-1.7 → (4월)0.5 → (5월)0.8
소매판매(전월대비, %): (’22.4월)-1.1 → (5월)0.4 → (6월)-1.2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5월)8.1 → (6월)8.6 → (7월)8.9
종합PMI: (’22.5월)54.8 → (6월)52.0 → (7월)49.9

일본경제는 중국 봉쇄가 완화되며 생산이 개선되었으나 소매판매는 감소 전환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4월)-1.5 → (5월)-7.5 → (6월)9.2
소매판매(전월대비, %): (’22.4월)1.0 → (5월)0.7 → (6월)-1.3
종합PMI: (’22년.4월)51.1 → (5월)52.3 → (6월)53.0 → (7월)50.2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 및 산업생산의 증가세 둔화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투자 부진 등으로 2/4분기 중 –0.9%(전기비, 연율)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역성장
개인소비(’22. 1/4분기 1.8% → 2/4분기 1.0%)는 상품소비가 –4.4%로 위축되며 증가폭 둔화
민간투자(’22. 1/4분기 5.0% → 2/4분기 –13.5%)는 주택투자(-14.0%)가 부진한 데다 재고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순수출은 수출(1/4분기 –4.8% → 2/4분기 18.0%)이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고 수입(1/4분기 18.9%
→ 2/4분기 3.1%) 증가폭이 둔화되며 성장기여도가 확대
[그림 1] 미국의 실질GDP성장률

자료: BEA

6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에서 전월에 이어 감소하고 전기･가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며
감소 전환되었고, 선행지표인 7월 중 ISM제조업지수는 52.8로 전월대비 하락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4월)0.8 → (5월)0.0 → (6월)-0.2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2.4월)0.6 → (5월)-0.5 → (6월)-0.5
ISM 제조업 PMI(기준치 50): (’22.5월)56.1 → (6월)53.0 → (7월)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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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소비(5월 0.4% → 6월 0.1%)에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내구재(5월 –3.2% → 6월 0.9%)를 중심으로 재화소비가 늘며 소폭 증가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4월)0.3 → (5월)-0.3 → (6월)0.1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2.4월)0.7 → (5월)-0.1 → (6월)1.0

7월 중 노동시장은 전월보다 ｢고용｣ 증가세 확대되고 ｢실업률｣은 하락
7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서비스업(40.2만 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2.8만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
은 3.5%로 전월보다 0.1%p 하락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5월)38.6 → (6월)39.8 → (7월)52.8
실업률(%): (’22.5월)3.6 → (6월)3.6 → (7월)3.5
경제활동참가율(%): (’22.5월)62.3 → (6월)62.2 → (7월)62.1

7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기대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
PCE물가지수(전년대비, %): (’22.4월)6.3 → (5월)6.3 → (6월)6.8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5월)8.6 → (6월)9.1 → (7월)8.5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2.5월)5.3 → (6월)5.4 → (7월)5.2
[그림 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
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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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시장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와 단리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
단기금리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장기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월평균 2.90%로 전월대비 0.24%p 하락한 반면 단기금리(2년물기준)는
월평균 3.04%로 전월대비 0.04%p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8월 들어 단기금리가 장기금
리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역전 현상이 심화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2.5월)2.90 → (6월)3.14 → (7월)2.90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5월)2.62 → (6월)3.00 → (7월)3.04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 ‒ 2년물, %p): (’22.5월)0.28 → (6월)0.14 → (7월)-0.14

미연준은 7월 FOMC 회의(7.26~27일)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6월 회의에 이어 0.75%p
(1.50~1.75% → 2.25~2.50%) 인상
최근 소비 및 생산 지표가 약화되었다(softened)고 경제상황을 평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도 지난 5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 연준이 보유한 국채 및 MBS를 6월부터 각각 300억 달러, 175억 달러 축소하고, 3개월 후 각각 600억
달러 및 350억 달러로 규모를 증액하기로 결정

[그림 3]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와 기간금리차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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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들이 회복세로 전환
6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산업별로는 광업(8.7%), 제조업(3.4%), 전기･가스･수도업(3.3%)에서 모두 증가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4월)-2.9 → (5월)0.7 → (6월)3.9

6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소비유형별로는 외식업(-4.0%)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품(3.9%) 소비가 증가 전환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4월)-11.1 → (5월)-6.7 → (6월)3.1

6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6.1% 증가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7.3%)와 설비투자(2.4%)가 모두 증가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2.4월)6.8 → (5월)6.2 → (6월)6.1
[그림 4]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5]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6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979.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17.9%, 1.0%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무역수지(억달러): (’22.4월)506.9 → (5월)784.0 → (6월)979.4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3.7 → (5월)16.7 → (6월)17.9
수입(전년동월대비, %): (’22.4월)0.0 → (5월)4.0 → (6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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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5%로 집계되었으며,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65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 감소
실업률(%): (’22.4월)6.1 → (5월)5.9 → (6월)5.5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2.4월)406 → (5월)529 → (6월)654
[그림 6]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7]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6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4월)2.1 → (5월)2.1 → (6월)2.5

7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2.5를 기록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고 있으나 전월보다 1.6p 하락
7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0, 53.8을 기록
종합PMI: (’22.5월)48.4 → (6월)54.1 → (7월)52.5
[그림 8]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9]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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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및 물가 급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2022년 5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
내구재(1.4%), 자본재(2.5%), 비내구소비재(2.7)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생산이 3.3% 감소하
면서 소폭 증가에 그침

2022년 6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감소
전쟁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소비심리가 하락하면서 모든 품목에서 감소
국가별로는 네덜란드(-3.4%), 포르투갈(-1.9%), 독일(-1.6%), 프랑스(-1.2%), 이탈리아(-1.1%) 등
에서 감소
[그림 1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1]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2022년 7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8.9% 상승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류 등 에너지가격(39.7%)의 오름세 지속, 음식료품 가격
(9.8%) 상승 등에 기인하여 9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그림 12]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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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로지역 품목별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2022년 6월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6.6%를 기록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개선세 지속

2022년 7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선을 큰 폭으로 하회
2022년 7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급등의 영향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전월(-23.8)보다 하락한 –27.0을 기록
[그림 14]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CB, Blooomberg

[그림 15]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
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2022년 7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하락
제조업 PMI는 에너지가격 및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25개월 만에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였고,
금리인상, 생활비 상승, 경제전망 우려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면서 서비스업 PMI도 하락
유로지역 종합PMI: (’22.5월)54.8 → (6월)52.0 → (7월)49.9
유로지역 제조업PMI: (’22.5월)54.6 → (6월)52.1 → (7월)49.8
유로지역 서비스업PMI: (’22.5월)56.1 → (6월)53.0 → (7월)51.2
[그림 16]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7]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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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경제는 중국 봉쇄 완화로 생산 및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소매판매가 감소 전환
6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두 달 만에 증가로 전환되어 전월대비 9.2% 증가
4~5월에는 중국의 봉쇄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6월에 중국 봉쇄가 완화되며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4월)-1.5 → (5월)-7.5 → (6월)9.2

7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2을 시현
종합PMI는 경기 확장 기준선(50)을 상회하고 있으나 2022년 2월(45.8) 이후 최저를 기록
종합PMI: (’22년.4월)51.1 → (5월)52.3 → (6월)53.0 → (7월)50.2
제조업PMI: (’22년.4월)53.5 → (5월)53.3 → (6월)52.7 → (7월)52.1
서비스PMI: (’22년.4월)50.7 → (5월)52.6 → (6월)54.0 → (7월)50.3
[그림 18]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9]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6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3% 감소
소매판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하였던 2022년 2월(-0.9%)이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
소매판매(전월대비, %): (’22.4월)1.0 → (5월)0.7 →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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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소비자물가는 식품･에너지 가격이 올라 세 달 연속 2%대를 지속하였으며, 근원물가도 1%대를 기록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4월)2.5 → (5월)2.5 → (6월)2.4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2.4월)0.8 → (5월)0.8 → (6월)1.0
[그림 20]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1]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6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1조 3,985억엔 적자를 기록
일본의 무역수지는 2021년 6월부터 11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6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적자 폭을 나타냄
무역수지(십억엔): (’22.4월)-854 → (5월)-2,391 → (6월)-1,398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9.3%와 46.1% 증가
수출(전년동월대비, %): (’22.4월)12.5 → (5월)15.8 → (6월)19.3
수입(전년동월대비, %): (’22.4월)28.4 → (5월)49.0 → (6월)46.1

7월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33.3엔을 시현
엔/달러 환율은 7월 중순 138엔대를 정점으로 7월말 133엔대로 하락
엔/달러 환율(월말): (’22.4월)129.7 → (5월)128.7 → (6월)135.7 → (7월)133.3
[그림 22]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3]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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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 경제심리지표 동향과 특징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이진희 경제분석관(02-6788-4656)

1. 경제심리지표

경제심리지표는 경제주체가 경제현황에 대해 지니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달
경제주체의 경기에 대한 인식과 판단(연성정보1))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그림 1] 정보가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flow)

자료: Doms and Morin(2004)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수정

경제심리지표는 설문조사, 텍스트 마이닝 등을 통해 경제심리를 지수화3)한 통계로 속보성이 높고
양적 정보가 담지 못하는 질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1) 정보는 경성정보(hard information)와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경성정보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정형화된 정보로
주로 통계조사를 통해 획득된다. 연성정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에 대한 정보로 설문조사와 같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획득
된다.
2) Doms and Morin(2004). Consumer sentiment, the economy, and the news media.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04-09).
3) 연성정보를 수치화하는 것을 연성정보(soft information)의 경화(hardening)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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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심리지표에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 등이 있음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매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
출전망 등을 설문조사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동향지수의 현재생활
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종합 지수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냄

경제심리지수(ESI : Economic Sentiment Index)는 BSI와 CSI를 합성하여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

최근 일별4) 뉴스심리지수가 개발되어 경기 상황을 더욱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2020년부터 미국 24개 경제 신문의 어휘를 분석해 체감 경기를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ews Sentiment Index)를 발표
한국은행도 2022년 2월부터 경제 뉴스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NSI: News
Sentiment Index)5)를 공개
경제 뉴스기사에서 추출된 표본문장에 긍정, 부정, 중립의 경제심리를 판정･분류하고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방법을 적용하여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지수화

경제심리지표는 당월 말 이전에 일별 혹은 월간을 주기로 발표되는 속보성 지표
[표 1] 경제심리지표 비교
통계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조사대상

주기

해석

제조업･비제조업
3,255개1) 법인

100을 넘어서면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응
답한 업체수보다 많음

2,500가구

100을 초과한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 소비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소비자보다 많음

월간
CSI 6개 항목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
보다 작으면 비관적

경제심리지수(ESI)

BSI 5개 항목
CSI 2개 항목

100을 넘으면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
100미만이면 과거평균보다 비관적

뉴스심리지수(NSI)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뉴스

소비자심리지수(CCSI)

일간
월간

100보다 크면 뉴스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주: 1) 2022년 7월 현재
자료: 각 통계의 보도자료
4) 뉴스심리지수는 매주 화요일에 전(前)주의 일별 통계자료를 공개(작성주기는 일간이나 공표주기는 주간)
5) 새로운 유형의 자료나 방식으로 새로운 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실험적 통계

Ⅰ

61

2022년 8월호

2. 최근 동향
주요 경제심리지표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2/4분기 들어 하향 움직임
전산업BSI는 2개월 연속 하락하여 7월에 80을 기록(2021.2월 76 이후 최저 수준)
제조업･비제조업BSI의 체감 경기와 업황에 대한 전망도 모두 6월대비 약화

소비자심리지수는 세 달 연속 위축(6개 구성지수가 모두 하락)
[그림 2] 기업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하여 7월에 기준선(100)을 밑도는 97.8을 기록(전월대비 –4.7p)
뉴스심리지수는 6월 중 미국 통화긴축(자이언트스텝) 및 물가오름세 등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7월 중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
한편,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들이 금리와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을 시사
금리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3월 이후 지속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하여 7월 166을 기록
1년 뒤의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6p 감소하여 역대 최저 수준인
82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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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제 및 뉴스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5] 소비자동향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경제심리지표는 실물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예고

경제심리지표는 경제주체들의 경기 판단을 신속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속보성도 보유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경제심리지표는 당월말 공표되어 산업생산지수, 소매판
매액지수, GDP속보치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에 비해 최소 1개월 앞서 이용 가능
통계청에서도 신속한 경기 판단을 위하여 경제심리지표를 실물지표와 함께 활용
[그림 6] 경제심리지표와 실물지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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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심리지표는 실물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예고
주요 경제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간 시차상관관계를 보면, 경제심리지표는 관련 지표를 동행하거나
1~2분기 선행
[표 2] 실물지표와 주요 경제심리지표의 시차상관계수1)
경제심리지표

경제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전망)

소비지출전망CSI 증가율2)

실 물 변 수

GDP 성장률2)

GDP 성장률2)

민간소비 증가율2)

-2

0.52

0.42

0.63

-1

0.75

0.64

0.68

0

0.91

0.89

0.72

1

0.52

0.58

0.49

2

0.05

0.01

-0.18

3)

시차

주: 1) 시차상관계수는 2016년 4/4분기~2021년 3/4분기(5년)을 기준으로 산출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경제심리지수가 실물변수를 선행하면 음수, 동행하면 0, 후행하면 양수로 표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뉴스심리지수는 경제심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

뉴스심리지수는 일간 지표로 일별 금융변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적정성 평가 가능
예를 들어 금리인상과 같은 금융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공식통계 발표 이전에 가늠해볼
수 있는 장점
뉴스심리지수는 최근의 금리인상(6차례)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금리인상
이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위축되었음을 시사

64 ❘

[그림 7]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뉴스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8]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후 뉴스심리지수

주: 1)    : 금리인상 발표일
2)    을 기준으로 100으로 표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뉴스심리지수는 주가지수와 환율 등과도 밀접한 움직임을 보임
뉴스심리지수는 6월 초 코스피 상승에 앞서 5월 말 먼저 상승하였으며, 6월 말에도 7월 중순 주가
하락에 앞서 움직임
환율과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으나 최근 다소 상이한 모습
[그림 9] 주가지수와 뉴스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0] 환율과 뉴스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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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경제심리지표는 경제지표를 선행할 뿐만 아니라 속보성이 높아 기존 경제통계들을 보완
경제심리지표는 경제주체의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반영하여 실물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판단에 동 지표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
다만, 경제심리는 충격에 과잉반응(overshooting)하거나 긍정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심리지표와 실물경제지표 간에 차이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2022년 2/4분기 들어 경제심리지표의 하향 움직임이 강화
시차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경제심리지표는 GDP,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를 동행하거나 1~2분
기 선행
경제심리지표의 위축이 시차를 두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한편, 뉴스심리지표는 금융충격 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일별로 반영한다는 장점
뉴스심리지표는 신속한 상황판단 및 영향평가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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