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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 

~ 미중(美中)무역마찰을 배경으로 중국 등의 수출 감속에 영향 ~ 

 

 
  
(조사대상 2만 3,035사, 유효회답 9,856사, 회답율 42.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2019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48.1로, 2개월 연속으
로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중국 등의 수출 감속과 함께 난동(暖冬) 경향 및 
인력부족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악화,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였다. 
향후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 및 코스트 부담의 증가와 함께 해외를 중심
으로 한 리스크 증가에 따라 내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
해지고 있다. 
 

2.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악화되고 『농ㆍ임ㆍ수산』이 개선되었다. 무역마찰
을 배경으로 중국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감속 등의 영향으로 『제조』를 중심
으로 폭넓은 업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3.『키타칸토』『미나미칸토』『킨키』 등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되었다. 전 지역
이 악화된 것은 2년 11개월 만의 일이다. 심각한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
데 해외수요의 둔화 및 일부 지역의 저조한 공공 공사 등이 지역경제를 악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0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악화하여, 소비세
율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악화한 2014년 4월 이래로 확대를 
보였다. 

 
 
 
 
 
 
 
 
 
 

 

  
<2019년 1월의 동향 :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 > 

2019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48.1로 2개월 연속으로 악화
되었다. 

1월의 국내경기는 미중(美中)무역마찰을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계 및 반도
체 관련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대폭적인 악화가, 관련된 도매업 및 물류에 마이
너스 영향을 미쳤다. 세계 경제 감속의 경계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주량 억제 및 신
규 안건을 보류하는 움직임도 일부에서 발생하였다. 게다가 난동(暖冬) 경향으로 인한 
겨울 상품의 수요침체 및 일부 지역에서의 저조한 공공 공사가 악화 요인이 된 한편, 
인력 부족의 심각화는 코스트의 증가 및 기업활동의 정체 등을 초래하였다. 
국내경기는 중국 등의 수출 감속과 함께 난동(暖冬) 경향 및 인력부족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악화,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였다. 
 
<향후의 전망 :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져> 
향후의 설비투자는 생력화 투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시세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
이며 개인소비는 완만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일시적으
로 소비의 악화가 예상되나, 대규모 경제대책으로 그러한 하락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코스트 부담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출은 미중(美中)무역마찰의 격화 등에 따른 중국 
및 유럽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감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美日)통상교섭의 행
방 및 영국에 의한 합의 없는 EU 이탈의 가능성 등 해외를 중심으로 한 리스크의 증
가가 국내경기에 한층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 및 코스트 부담의 증가와 함께, 해외를 중심으로 
한 리스크의 증가로 인하여 내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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