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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Beige Book*의 주요 내용

개 지역 연준이 관할지역별로 수집한 최근 경제동향 관련 보고서로, 연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통상 FOMC 회의 2주전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금번 보
고서는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된 이후 처음 발표

* 12

경제활동)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의 영향으로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contracted sharply and abruptly)
o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무적 폐쇄조치 등으로 레저, 서비스, 소매업이 큰 타격을 입음
o 제조업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으나, 산업별로는 큰 차이를 보임
― 식품·의료용품은 강한 수요가 있으나 감염예방조치와 공급망 훼손으로
생산지연이 발생
― 자동차산업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에너지부문은 가격하락으로 투자 · 생산이 축소
o 대출수요는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과 가계의 모기지리파이낸싱 수요로 상승
o 향후 경제활동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몇 개월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고용) 코로나19 확산이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o 의무 휴업과 수요 급감이 겹친 소매 · 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고용이 감소
― 향후 영업활동 재개 등을 고려한 일시적 해고 또는 무급휴가가 대부분
o 모든 지역에서 임금상승압력이 둔화되거나 급여가 삭감
― 다만 식품매장 등 수요가 급증한 부문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 (물가) 대부분 지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판매가격과
비노동 중간재가격(nonlabor input prices)이 모두 하락
o 반면 공급망 훼손과 수요구성의 변화 등으로 화물과 같은 필수서비스
와 일부 농산물 및 소비자 제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
o 향후 물가는 농산물가격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방압력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주요 경제동향(highlights)
지역
보스턴

-

경제동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제
활동이 급격히 둔화(slowed markedly)
소매업 및 여행업의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고용이 감소
IT 서비스에 대한 강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고객은 거의 없음
부동산업 활동은 3월중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황

뉴욕

- 지역경제는 급격히 악화(deteriorated sharply). 많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영
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임금을 인하
- 판매가격은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다소 완만하게 하락
- 레저업, 소매업, 호텔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으며 금융업 활
동은 약세를 보인 반면 도매거래 및 IT부문은 견조한 모습

필라델피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둔화(fell severely)되고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
- 물가는 하락하였으나 임금의 움직임은 명확하지 않음(muddied)
-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활동에 대한 전망도 어려운 상황

클리블랜드

- 코로나19의 확산속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인해 경제여건이 빠르게 악화
- 기업들은 인력 및 지출 축소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 기업들은 향후 수개월간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리치몬드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 부문에서 경제활동이 위축
- 많은 기업이 인력과 영업을 축소
- 필수제품 생산기업과 운송기업의 상황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고용은 빠르
게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음(muted)

애틀랜타

-

시카고

-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줄어들었으나 산업별로 그 정도는 상이
- 소비지출은 큰 폭(sharply) 축소된 반면 기업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제조업
활동은 완만하게(moderately) 감소. 소매업 및 호텔업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
- 임금은 상승하고 물가는 큰 변화 없음
- 금융여건은 현저하게 악화

세인트루이스

- 경제활동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많은 기업은 일시적으로 완만 내지 심각한
(moderate to severe) 규모로 인력을 축소
- 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현저하게 증가

미니애폴리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빠르게 둔화
- 고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임금상승 압력은 축소
- 여행업 및 호텔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로 상업용 건설사업이 연기됨

캔사스시티

-

댈러스

- 경제활동이 에너지, 소매, 비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위축
(contracted broadly)
- 주택판매는 3월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로 전환
-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금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수요 감소로 판매가격도 급락(buckled)
-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향후 전망도 급격히 악화

샌프란시스코

-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contracted notably)된 가운데 바이러스와 관련한
혼란(disruptions)으로 고용도 감소
- 물가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소매상품과 자동차 판매가 급감
- 제조업 활동이 완만하게 위축되고 농업부문도 다소 둔화
- 주거용 부동산업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소폭 성장
- 대출활동은 완만하게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악화
비필수 제품의 판매는 하락한 반면 필수 품목의 판매는 증가
여행업 및 호텔업 활동은 크게 감소
주택거래는 약화(softened)되고 상업용부동산 거래는 둔화(decelerated)
제조업 활동은 줄어들었으나, 은행업은 혼조(mixed)

최근 몇 주 사이에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
자동차 판매업, 요식업, 여행업이 위축되면서 소매판매도 현저하게 둔화
제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에너지업 및 농업 부문도 악화
전체 고용이 소폭 줄었으나, 3월 말경부터 해고가 빠르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