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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Beige Book (2020.10월)의 주요내용
*

개 지역 연준이 관할지역별로 수집한 최근 경제동향 관련 보고서로, 연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통상 FOMC 회의 2주전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금번 보고서는
11.3~4일 개최될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

* 12

전반적인 경제활동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부문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o 고용은 신규 일시 해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관(consistently)되게 증가
o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안전장비와 원격근무 기술 도입 등으
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
o 레스토랑들은 야외 테이블 판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추운 날
씨로 인한 매출 둔화를 우려

◆

경제활동 상황) 경제활동이 모든 (all)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
에서 증가세가 경미하거나 다소 완만해지고 부문별로 차별화

□(

*

*

직전 베이지북에서는 “대부분(most)”이었으나 “모든(all)”으로 증가

제조업활동은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
o 주택시장은 재고부족으로 영업활동이 제약되는 가운데 신규 및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속
―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전반적인 대출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o 상업용부동산 상황은 많은 지역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으나 창고와 산업시설의
건설과 임대활동은 꾸준히 유지
o 소비지출은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remained positive)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소비증가세가 안정(a leveling off)되는 반면 관광활동은 다소 개선(a
o

slight uptick)

―

자동차수요는 꾸준했지만, 낮은 재고수준으로 인해 판매가 제한

농업부문 상황은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임
― 대체로 낙관적 또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으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
o 요식업은 야외 테이블 판매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향후 날씨가 추워질 경우
매출둔화를 우려
o 많은 지역의 은행 보고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향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고용) 증가세가 느리긴 하지만 거의 모든(almost all)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
o 제조기업들은 신규 무급휴직(furloughs)과 해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
분 일관되게 고용이 증가했다고 보고
o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근로자 건강과 육아에 대한 우려로 노동시장이 타이
트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탄력근무(schedule flexibility)를 확대
―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쉬워졌다고 보고
□ (임금) 임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임금 또는 고수요 일자리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
o 임금수준은 일부 기업들이 정상수준으로 회복 또는 인상되었다고 보고하였
으나 많은 기업들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 (물가) 물가는 전지역에 걸쳐 이전 보고시보다 완만하게 상승
o 원자재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대체로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 제조, 도
소매 등 일부 부문은 비용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
o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전지역에 걸쳐 완만히 상승한 가운데
― 예외적으로 식품, 자동차, 가전제품은 큰 폭 상승한 반면 소매 휘발류 가격은 하락
o 원자재 가격은 철강과 목재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별로 증가세가 크게 차별화
o 여러(multiple) 지역에서 개인보호 장비, 소독장비, 검사장비, 원격근무에 필
요한 기술 등 코로나19로 인한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o 육류(animal proteins) 가격이 하락한 반면 곡물(row crop) 가격은 혼조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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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사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지역별 주요 경제동향(highlights)

경제동향
경제활동은 8월말에서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기업의 수익(revenues)은 강하지는 않지만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양호
주택시장의 강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주택가격은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가운데 상당한 불확실성을 표명
지역경제는 최근 소폭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수준을 크게 하회
제조, 주택시장과 관광업은 다소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안정(leveled off)
고용과 임금은 안정세를 유지
판매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몇 달 안에 더 많은 회사가 가격을 올릴 계획
기업활동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임금이 소폭 상승하고 기업의 인력 유치에 어려움(struggle)이 있는 가운데 고
용이 다소 완만한(modestly) 반등을 유지
- 물가는 가격 급등속에서 다소 완만하게 상승
- 팬데믹이 계속되고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서 해고, 압류, 파산에 대한 불확실
성이 매우 높음
- 경제는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이 반등하는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임
- 그러나 다수 근로자가 노동인구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노동부족은 지속
- 기업들은 향후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현금보유를 늘리고 자본지출을 포기
- 경제는 최근 다소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
- 시간제(part-time)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용은 늘었으
나 임금수준은 안정적
- 운송(shipment)과 제조 활동은 증가, 주택시장은 강세, 그러나 상업부동산 및
대출활동은 미약(soft)하고 접객 시장(hospitality market)은 약세
- 경제활동은 약간(somewhat) 개선
-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 완만하게 개선되었고 비인건비용(nonlabor costs)은 대체
적으로 안정
- 소매활동은 미약(soft).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
며 상업용 부동산 여건은 안정
- 제조활동은 개선되고 금융기관 상황은 안정. 관광 및 접객 활동은 약세(muted)
- 경제활동이 강하게(robustly)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약화되고 활동은 팬데믹 이
전 수준을 하회
- 고용 및 소비지출은 강하게 증가, 제조부문은 완만하게 증가, 건설 및 부동산
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 사업지출(business spending)은 소폭 증가
- 임금은 소폭 증가하고 물가도 다소 완만하게 상승. 금융여건의 변화는 없음
- 경제활동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문에 따라 크게 가변적(highly variable)
- 자동차 판매가 크게 증가(재고 부족). 레스토랑 영업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날
씨가 추워지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목화(cotton)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작물 수확량 및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 경제활동은 소폭 증가
- 많은 기업이 인력을 추가하거나 감축하면서, 고용이 전반적으로 제자리이지만
불안한 모습(flat overall, but volatile)
- 노동 가용성이 약화(tighten)되면서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제조와 부동산 부문의 성장은 계속되었으나 대부분 여타부문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락. 농업부문 여건은 양호한 작황 전망으로 개선되었으나 낮은 가격으로 약세
- 경제활동은 여름철보다는 완화되었지만 9월에도 증가가 지속
- 소비지출이 소매, 자동차, 레스토랑, 관광 부문의 매출 하락으로 다소 완만하
게 감소
- 그러나 제조, 주거용 부동산, 도매 무역, 운송 부문의 활동은 증가
- 에너지 부문이 다소 안정화되고 농업부문이 소폭 개선
- 서비스와 제조부문에서 성장이 가속화되었지만 팬데믹 이전수준을 크게 하회
- 주택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지속
- 에너지활동은 부진(depressed)하였으나 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
-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높은 불확실성(특히 대통령 선거와 COVID-19 전망)이 존재
-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확대
- 물가가 약간(marginally) 오르는 가운데 고용 수준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
- 소매 상품 판매는 눈에 띄게(noticeably) 증가하였으며 소비자와 기업 서비스
부문의 여건이 다소 개선
- 제조활동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농업부문의 여건이 다소 완만하게 개선
- 주거용 부동산 활동이 더욱 증가하였고 상업 부동산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대출활동도 상당폭 증가(picked up at a fair 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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