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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7년 1월 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
(1) 2017년 경기전망
□ 수출입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2017년 대외리스크는 ‘미국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64%)로 나타남

ㅇ

* 복수응답 기준
‘

보호무역주의 확산’(50%),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입 환경 변동성 확대’(42%), ‘사드보복에 따른

對中 수출 감소

가 뒤를 이음

’(42%)

□ 2017년 가장 우려되는 대내리스크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60%)
* 복수응답 기준

ㅇ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49%), ‘국내 정정 불안’(46%) 등이 뒤를 이음

‘

2017년 대외리스크

2017년 대내리스크

주 : 복수응답

□ 수출입 중소기업이 예상하는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평균값)은 2.3%

ㅇ 정부기관 및 주요 연구소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

※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한국은행(2.8), 기획재정부(2.6), IBK경제연구소(2.5), KDI(2.4)

ㅇ

경제연구소에서
(2.5%)보다 낮음
IBK

월 조사한

’15.12

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 2017년 수출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46%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둔화’ 27%, ‘작년보다 증가’ 2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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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증가를 예상하는 이유는

신제품 개발, 신규 거래처 확보 등’

‘

이

(48%)

가장 많았고 ‘신흥국 경기개선 기대’(28%), ‘원달러환율 상승’(24%)이 뒤를
이음

ㅇ 수출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보호무역주의
따른 對中 수출 감소
해외생산 확대
‘

중국의 사드 보복에

’(59%), ‘

’(21%), ‘

엔저로 인한 국내 제품

’(15%), ‘

가격 경쟁력 하락’(6%) 순으로 나타남

ㅇ 상반기와 하반기 수출입 경기를 비교하는 설문에는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35%),
‘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악화’(14%) 순으로 나타남

‘

(2) 2017년 투자
□ 2017년 투자 계획에 대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12%만이 ‘작년보다

ㅇ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
작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업이

‘

축소’

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47%

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도

21%, ‘

를 차지

20%

년 하반기 투자계획 조사 결과보다 ‘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전망’인 기업의

- ’16

비중이 감소
2017년 투자 계획

2016년 하반기 투자계획

ㅇ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계획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75%

높았고, ‘자금조달 문제’(24%), ‘국내 수요 부진’(21%) 등이 뒤를 이음
-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작년보다 ‘자금조달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기존설비 과잉’, ‘대내외 수요부진’ 비중은 낮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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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주저하는 이유

주 : 복수응답

□ 2017년 계획중인 투자는 ‘기존시설 유지 및 보수’(27%), ‘연구 및
개발’(23%), ‘신규사업 진출’(18%) 순으로 나타남

ㅇ 작년보다

기존시설 유지 및 보수’나 ‘노후시설 교체’ 대신 ‘연구 및

‘

개발’과 ‘신규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짐
계획중인 투자

□ 투자자금 주 조달방법은 ‘여유자금 활용’(45%), ‘은행권 자금 차입’(37%),
‘정책자금 활용’(16%) 순

ㅇ 작년에 비해

여유자금 활용’ 대신 ‘은행권 자금 차입’이나 ‘정책자금
활용’을 계획하는 기업이 증가
‘

투자자금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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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對中거래기업
□ 중국의 사드보복을 수출입 거래시 체감하는지에 대해 對中 거래

ㅇ

기업의 44%는 ‘보통’, 30%는 ‘아니다’, 26%는 ‘그렇다’고 응답
최근 체감한 비관세장벽으로는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49%),
한국 제품의 중국 통관 지연’(28%)을 꼽음

‘

사드보복 체감 정도

비관세장벽

(4) 원/달러 환율 전망
□ 수출입 중소기업이 전망하는 2017년 1/4분기 말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1,177.4원
※ 2016년 원/달러 환율 최대값 1,240.9원(’16.3.2일), 최소값 1,093.2원(’16.9.8일),

ㅇ

평균값은 1,160.5원
’17

년 상반기 말 원/달러 환율 평균값은

1,192.3

원/달러 환율

< 조 사 개 요 >
1. 조사기간 : 2017. 1. 16 ~ 2017. 1. 18 (3영업일간)
2. 조사대상자 : 당행 거래 중소기업 300개사
3. 응답 비율 : 51%(15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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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조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