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

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1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5’포인트 상승한‘48’을 기록했

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

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

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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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54 36 60 32 46 58

매출액 58 38 56 41 46 38

영업이익 50 43 52 36 38 35

자금조달 여건 65 65 72 41 39 40

설비투자 73 70 44 59 67 67

공급망 안정성 54 48

調査結果
2021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회원조사과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58, 매출

액은 38, 영업이익 35, 설비투자 67, 자금조달 여건 40이다. 대체적으로 

2021년 1/4분기 전망은 2020년 4/4분기 전망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내년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올해와 비슷’(41.7%), 

‘다소 약화’(29.2%), ‘다소 호전’(16.7%), ‘매우 약화’(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항목에       

‘아직 수립 못함’(95.8%), ‘수립 완료’(4.2%)로 대부분의 업체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업체에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 등 현안대응으로 사업계획 수립 지연’(57.1%), 시장전망 불투

명해 매출목표 사업전략 수립 차질(42.9%)로 나타났다.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항목에 ’올해와 비슷

‘(70.8%), ’올해보다 줄일 것’(25.0%), ‘올해보다 늘릴 것’(4.2%)

로 대부분의 업체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채용인원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수출전망을 올해와 비교해 전망을 묻는 항목에 ‘다소 호

전’(46.2%), ‘올해와 비슷(30.8%), ’매우 악화‘(15.4%), ’다소 악

화‘(7.7%)로 나타났으며 올해보다 호전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전망하였다. 또한 수출질적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코

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각 업체가 감내 가능한 환율 최저 수준을 묻는 항목에 최저 1100원부터 

최대 1160원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기간 : 2020. 11. 27 ∼ 12. 10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전체응답업체수]×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