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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 7개월 연속 악화 

～ 제조의 악화가 계속되는 한편, 소매의 일부에서 갑작스런 수요가 나타나 ∼ 

 

 
  
（조사대상 2만 3,632사, 유효회답 9,977사, 회답율 42.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2019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5.1로 7개월 연속 악
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수출의 정체 및 고수준으로 추이한 코스트 부담이 계속
해서 내림세로 압박하여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향후의 국내경
기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감퇴와 함께 미중(美中)무역마찰의 행방도 우
려되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2.10개 업계 중 『제조』『도매』『운수ㆍ창고』등 5개 업계가 악화,『소매』등 5
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기계제조 등에서 악화가 계속된
데다 원재료 가격이 내리지 않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소매』에
서는 내구재 관련이 모두 개선되었다.  
 

3.『홋카이도』『킨키』『시코쿠』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악화, 『미나미칸토
』는 보합, 『큐슈』는 개선되었다. 매입단가의 상승이 전지역에서 누그러졌으
나 일부 지역에서는 저조한 설비가동율 및 생산ㆍ출하동향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킨키』에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영향도 나타났다
. 

 
 
 
 
 
 
 
 
 

   

< 2019년 6월의 동향 :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 

2019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5.1로 7개월 연속 악화되었

다. 

6월의 국내경기는 미중(美中)무역마찰을 배경으로 중국경기의 감속 등이 수출 정체

를 초래하여 제조업의 악화 기조가 계속되었다. 인건비 및 원재료비, 수송비 등의 부

담이 고수준으로 추이한데다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의 등이 영향을 미쳐 역내 지역

을 중심으로 물류 및 공사관련이 침체하였다. 반면 소비세율 인상을 염두한 갑작스러

운 수요가 일부에서 보인 한편, 연료가격의 저하 및 인바운드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 또한 경기 DI가 7개월 연속으로 악화한 것은 2009년 2월(12개월 연속) 이래 10년 

4개월 만의 일이다. 

국내경기는 수출의 정체 및 고수준으로 추이한 코스트 부담이 계속해서 내림세로 압

박하여 후퇴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 향후의 전망 ：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져 > 

향후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완만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도쿄올림픽 등의 대형 

이벤트 및 공공투자가 플러스로 작용하는 한편, 생력화 수요를 배경으로 하여 비제조

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는 견조하게 추이할 것이다. 한편 소비세율 인상 후에는 소비 

침체가 우려된다. 또한 중국 및 유럽 경제 감속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기조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美中)무역마찰이 국내경기에 미칠 영향이나 미국의 경기 및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동향 등을 포함하여 세계정세를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감퇴와 함께 미중(美中)무역마찰의 행방

도 우려되어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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