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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워싱턴주재원

미 연준 Beige Book*의 주요 내용과 금융시장 반응
*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지역별로 일반은행들의 보고서 및 주요 기업, 이코노미스트, 시
장전문가와의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모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
로, 연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통상 FOMC 회의 2주전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금번 보고서는 1.29~30일 개최될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

< 요 약 >
□ 미국 경제는 완만한(either modest or moderate*) 경기회복세를 지속
* 직전 Beige Book(2012.11.28일)에서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완만한(at a
measured pace) 경기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총평한 반면, 금번에는 모든 지역
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

ㅇ 소비지출 및 주택시장이 개선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제조업 활동은 혼조*
* 다만 직전 보고서에 비해 제조업 활동이 개선된 지역이 증가

ㅇ 고용상황은 종전과 비슷하며 물가는 안정
ㅇ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에서는 fiscal uncertainty를 우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및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

1. 부문 ․ 업종별 주요 내용
(소비지출)
□ 민간소비 지출은 모든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increased to some degree)
ㅇ 대부분 지역에서 holiday season중 매출이 전년(2011년)대비 증가하였
으며, 자동차 판매도 증가세를 지속(steady or stronger)
ㅇ 소매업체들은 대체로 향후 완만한 매출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fiscal uncertainty)이
소비심리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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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활동은 대체로 혼조*(mixed)
* 직전 Beige Book에서는 “전반적으로 둔화(most Districts reported that conditions
had weakened)”되었다고 발표

ㅇ 보스톤, 시카고 등 6개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growing)한 반면 허리
케인 샌디의 피해를 입은 뉴욕 등 3개 지역에서는 감소(contracting)
― 지역별로 자동차, 주택건설 관련 제품, 화학, 항공기 등의 생산활
동이 개선
―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철강, 전자제품 등의 생산이 둔화되었고, 유
럽지역으로의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
ㅇ 단기 업황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generally optimistic)
으로 평가
― 다만 자본적 지출 계획(capital spending plan)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긍정적 평가에 편차를 보였음
(서비스업)
□ 비금융서비스업은 완만하게 개선(have grown modestly)
ㅇ 뉴욕, 필라델피아 등은 허리케인의 피해로부터 전기, 통신 등이 모두
복구되었으며 보스톤(의료), 애틀랜타(운송)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
□ 금융부문은 많은 지역에서 대출수요가 완만하게 증가(slight to moderate
growth)

ㅇ 모기지 대출 및 자동차 할부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소 증가하
였으나 IT업체(샌프란시스코) 등의 IPO, 벤쳐캐피탈 관련 대출은 둔화
ㅇ 대부분 지역에서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등 6개 지역에서는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의 질(credit quality)도 개선
(농업)
□ 농업부문은 애틀란타, 시카고 등 중부지역의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지역은 풍작을 보이는 등 지역별로 혼조(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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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건설업)
□ 부동산 및 건설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has expanded or held steady)
* 직전 Beige Book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다소 개선(slight gains)”으로 발표

ㅇ 주택부문은 대부분 지역에서 건설 및 판매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
― 건설업체 등은 낮은 주택가격 및 모기지 금리 수준, 임대수요 증
가 등을 주택경기 회복세의 주요인으로 평가
ㅇ 비주거용 부동산 부문은 주택부문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개선
(고용, 임금 및 물가)
□ 고용상황은 대체로 종전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remained mostly unchanged)
한 가운데 임금 상승 압력은 여유인력으로 인해 안정적(stable)
* 직전 Beige Book에서는 “완만하게 개선(modest improvement)”되었다고 발표

ㅇ 시카고 등 6개 지역에서는 유럽과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있는 기업,
재정절벽으로 국방비 삭감의 영향을 받는 방위산업체 등이 고용에 보
다 신중한 태도(more cautious)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일부 지역*의 에너지 업종 등에서는 숙련노동자 구인에 어려움이 지
속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뉴욕 ․ 시카코에서는 금년중 예상되
는 세금인상에 앞서 작년 연말에 높은 수준의 보너스가 지급되었음
* 노스다코타, 몬태나(원유시추) 등

□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steady)를 유지
ㅇ 지역별로 건설자재, 식료품 가격 등이 상승하였으나 원자재가격은 하락
2. 금융시장의 반응
□ 1.16일 금융시장은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종전에 비해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으나 세계은행의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치 하향조정, 교착상태에 있는 미 정부채무 한도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가가 소폭 약세를 보였으며 금리는 소폭 하락

￭ DJIA
￭ S&P500
￭ 국채 10년물

12.10말
13,096.5
1,406.3
1.69

11말
12,217.6
1,257.6
1.88

12말
13,104.1
1,426.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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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
13,507.3
1,470.7
1.84

1.15
1.16
13,534.9 13,511.2
1,472.3 1,472.5
1.84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