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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매업이 대폭악화 

∼ 태풍도 국내경기를 저하시켜 ∼ 

 

 
  
（조사대상 2만 3,731사, 유효회답 1만 113사, 회답율 42.6%,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 2019년 10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43.9로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저조한 설비투자 및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후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악영

향을 끼쳤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 동향이 열쇠를 쥔 가운데 무역마찰 및 

세계경제의 감속과 같은 우려요소도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2.10개 업계 중, 『소매』등 8개 업계가 악화, 2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소비세율

이 인상되어 구매보류 및 반동 감소로부터 소비 관련 업종이 크게 악화된 데

에 태풍 등 잇따른 큰 호우로 인한 피해가 폭넓은 업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3.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1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미나미칸토』『토카이』『킨키』등 큰 소비지를 끼고 있는 도시부에서의 악화

가 눈에 띄는 한편, 태풍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정체도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

서는 설비투자의 내림세로 인한 영향이 관련업종으로 파급되었다. 
 
 
 
 
 
 
 
 
 
 

 

< 2019년 1월의 동향 ：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 
2019년 10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43.9로 3개월 만에 악화되

었다. 

10월의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과 태풍 19호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내림세가 

되었다. 소비가 침체되어 소매업 등 개인소비에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된 

한편, 호우로 인한 피해가 기업활동의 정체를 초래하였다. 중국 등 해외경제가 감속하

는 가운데,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을 중심으로 한 수출침체를 배경으로 제조업의 악화

가 계속되어 투자 설비 의욕도 침체되었다. 또한 건축착공의 감소 경향 및 인건비 등

의 부담도 마이너스로 작용하였다. 한편 미중(美中)무역 마찰 완화 기대의 영향을 받은 

주가상승 및 럭비 월드컵의 고조가 일부에서 호재가 되었다. 

국내경기는 저조한 설비투자 및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

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악영향을 끼쳤다. 
 
< 향후의 전망 ： 하향요소가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져 > 
향후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침체의 정도와 그 후의 동향이 중요해질 것이

다. 또한 인건비 및 수송비가 계속하여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데다 제조업을 중심으

로 세계경제의 감속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미중(美中) 등의 무역마찰 및 세계적

인 금융완화정책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및 

방재를 목적으로 한 공공사업은 경기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전망된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운의 고조 및 도시부의 대규모개발, 생력화투자의 수요확대도 호재가 될 것이

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 동향이 열쇠를 쥔 가운데 무역마찰 및 세계경제의 감속과 

같은 우려요소도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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