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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DI는 4개월 만에 개선 

~ 재해복구·부흥 및 건축수요가 관련업종에 파급 ~ 

 

 

 
  
（조사대상 2 만 3,052 사, 유효회답 9,746 사, 회답율 42.3%, 조사개시 2002 년 5 월） 
  
조사결과 포인트 

1. 2018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9.5로, 4개월 만에 개선. 국내경기는 왕성

한 건설수요가 관련업종에 파급을 일으킨 한편, 연말에 대한 수요 및 연료가격 안정도 기여하는 형

태로 개선하여, 약세 경향이 일시 후퇴하였다. 향후에는 설비투자가 국내경기의 하락을 막는 가운

데, 소비세율 인상의 갑작스러운 수요가 기대되는 한편, 이후의 반동감 및 해외 리스크가 우려되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2.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되고 2개 업계가 악화, 1개 업계가 보합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대

규모 공사 및 재해복구, 주택건축 등의 건설수요 및 연말에 대한 수요가 플러스 재료가 된 한편, 

『제조』는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3.『홋카이도』『토호쿠』『킨키』등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개선되고 『시코쿠』등 4개 지역이 악화

하였다. 7~9월기 자연재해로부터 복구 및 부흥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라 연료부

담의 상승은 누그러졌다. 『홋카이도』에서는 여행객의 회복 및 생산설비의 가동율 상승도 개선요인

이 되었다.  

 
 
 
 
 
 
 
 
 

 

 

< 2018년 11월의 동향 : 내림세> 

2018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9.5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11월의 국내경기는 재개발 및 올림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름에 잇따르던 재해

와 2016년 쿠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수요가 공사량 증가로 이어져, 제조업에서 출하

량이 늘어나는 등 관련업종도 개선되었다. 단독주택의 착공호수가 늘어난 한편, 연료가격의 안

정도 플러스 재료가 되었다. 운수 등에서 연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소비세율 인상 및 연호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대응 의뢰도 왕성한 한편, 고용 과부족 DI가 정사원 및 비정사원 모두 과

거 최고를 갱신했다. 

국내경기는 재해복구·부흥공사 및 주택착공 등의 건설수요가 관련업종에 파급을 일으킨 한편, 

연말에 대한 수요 및 연료가격 안정도 기여하는 형태로 개선되어 내림세 경향이 일시적으로 후

퇴하였다. 
 
<향후의 전망 : 불투명감이 강해져> 

앞으로는 생력화 수요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는 대체로 견조로 추이하며, 경기 하락을 막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8년 12월에 발효 예정인 TPP11는 플러스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출은 증가 페이스가 둔화하여 개인소비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갑작스런 수요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반동 감소가 경기를 일시적으로 크

게 압박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에서는 미국에 의한 관세 인상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감속 

외에 미일(美日) 통상교섭의 행방 및 신흥국 경제의 동향 등이 리스크 원인이 될 것이다. 

향후에는 설비투자가 국내경기를 지탱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갑작스러운 수요가 기

대되는 한편, 이후의 반동 감소 및 해외 리스크도 우려되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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