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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DI, 5개월 연속으로 악화 
∼ 장기 연휴 및 선거 등의 영향으로『건설』이 내림세 ∼ 

 

 
  
（조사대상 2 만 3,174 사 , 유효회답 9,775 사 , 회답율 42.2％ , 조사개시 2002 년 5 월） 
  
조사결과 포인트 

1.2019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6.8로 5개월 연속 악

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장기 연휴 등으로 인한 코스트 증가 및 공사 관련의 정

체가 영향을 미쳐 후퇴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설비 투자 및 수출의 둔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가 전

망되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2.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되고 4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장기 연휴 및 통

일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공사 관련이 정체되었다. 또한 연휴 중의 인력 확

보에 따른 부담 증가가 악화 요인이 된 한편, 식품 가격의 상승은 업계에 따

라 명암이 갈렸다. 
 

3.『토카이』『큐슈』등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악화되고 『홋카이도』등 4개 지

역이 개선, 『호쿠리쿠』는 보합으로 나타났다. 축산 가격의 안정 추이 및 대

형 연휴 전의 사전 발주가 보였으나 공공공사의 발주 동향 등이 각지의 체감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경제는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2019년 4월의 동향 ：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 > 

2019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6.8로 5개월 연속 악화되었
다. 

4월의 국내경기는 최대 10일의 장기 연휴 중,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및 물류비의 
증가가 내림세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신년도를 맞이하여 공사의 발주 건수가 감소하
는 가운데 장기 연휴 및 통일지방선거 등이 악화 요인이 되어 공사관련이 정체되었다. 
고유가를 배경으로 한 연료 가격의 상승도 코스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한편 연휴를 
앞두고 사전 발주로 인한 출하 증가와 여행 및 외식 등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가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연호 발표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특별 수
요가 발생하였다.  
국내경기는 장기 연휴 등으로 인한 코스트 증가 및 공사 관련 정체가 영향을 미쳐 
후퇴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져 > 

향후 설비투자는 생력화 및 갱신 수요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변해가면서도 장래에 불

투명감이 늘어나면서 수출과 함께 둔화가 염려된다. 개인소비는 완만한 회복이 계속되

나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하락이 예상된다. 도쿄올림픽 등의 대형 이벤

트가 플러스 요인이 되는 한편, 인건비 등의 코스트 증가는 경기 하락의 원인이 될 것

이다. 해외는 중국에서 경제대책에 따른 효과가 주목되고 있으나, 호조인 미국에서는 

감세효과가 떨어져 경기가 감속될 위험이 있다. 또한 미일(美日)통상교섭 및 미중(美

中)무역마찰의 동향 등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설비 투자 및 수출의 둔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가 

전망되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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