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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Beige Book*(2021.4월)의 주요내용

개 지역 연준이 관할지역별로 수집한 최근 경제동향 관련 보고서로 연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통상
회의 주전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금번 보고서는
일 개최될
회의를 앞두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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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동이 월 말부터 월 초까지 완만한 속도로 가속화
코로나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관광, 접객 부문 등이 개선되는 모습
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
제조 건설 여가 및 접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저임금 및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회복은 제한적
물가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공급망 제약
의 심화 및
확산 등으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제활동 상황) 경제 활동은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완만한 속도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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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ghtly)

(disruptions)

(accelerated to a moderate pace)

o

소비지출이 강화되었으며 관광부문은 봄 방학 팬데믹 관련 제한 완화 백신
접종 증가 및 코로나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여가활동 및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보고가 증가
자동차 판매는 신차 재고가 반도체칩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비금융서비스 부문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운송 전문
직종 및 비즈니스 레저 및 접객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강화에 기인
광범위한 공급망 문제
에도 불구하고 제조 활동이 더욱 확대되
었으며 지역연준 절반이 강건한
성장을 보고
대부분 지역의 은행은 전체 대출규모가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
단독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와 타이트한 공급은 가격을 더욱
상승 시켰으며 건축업자들은 비용 상승과 같은 지속적인 생산상의 어려움
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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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up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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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ons)

(robust)

o

(modest

to moderate)

o

,

(production challenges)

상업용 부동산 및 건설에 대한 보고는 엇갈렸으며
호텔 사무실 및
소매 부문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약한 상황
농업 여건은 보고기간 동안 대체로 안정적
에너지 부문의 활동은 혼재되었는데 석탄 생산은 감소했고 석유 및 가스
시추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
향후 전망은 코로나 백신 접종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낙관적
□ (고용 및 임금) 보고기간 동안 고용 증가율이 개선되었으며
대부
분의 지역에서 고용이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히
증가
일자리 증가 속도는 산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조, 건설, 여가 및
접객업에서 가장 강함
특히 저임금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부진이 해결과제로 남아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자리 증가를 억제
상업 및 배달 드라이버는 전문 및 숙련 노동자
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
일부 기업은 코로나 로 인한 결근이 감소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고용 기대치는 낙관적
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약간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근로자를 채용하고 유지
하는 것이 어려운 제조 및 건설과 같은 산업에서 더 큰 임금 압력이 존재
일부 보고자는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초봉을 인상하고 보너스를 제
공한다고 언급
□ (물가) 지난 보고 이후 소폭
상승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완만한
물가 상승을 일부는 물가가 보다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고
투입 비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특히 제조 건설 소매 및 운송 부문
특히 금속 목재 식품 및 연료 가격이 상승
비용 증가는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에 기인했으며 일부 경우는
겨울 날씨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
판매가격 상승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비용상승 수준에 이르지는 못함
전반적으로 보고자들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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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spread)

(not on pace with ris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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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사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지역별 주요 경제동향(highlights)

경제동향
경제활동은 월말 월에 다소 완만에서 완만한 수준
→
으로 확대
관광업은 여름 성수기 반등(summer rebound)이 나타날 조짐
일부 기업 제조 및 관광업 의 대량해고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고용자수는 안정 또는 증가
향후 전망이 대체로 낙관적인 가운데 다수 보고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지역경제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광범위한 부문에서 강한 속도로 성장
-

-

-

2

(

~3

(modest

)

moderate)

,

,

고용이 회복(picked up)되고 임금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감
소비 지출과 관광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압력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완만한(moderate) 속도로 성장(picked up)
그러나
(severe myriad supply constraints)으로
에 따른 잠재적인 성장이 계속 제약되면서 경제활동은 판데믹
이전의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름
임금은 다소 완만(modest)하게, 물가는 완만한(moderate) 속도로 상승하면서 고용이
다소 활기를 보임
지역경제는 신정부의 부양책과 백신보급 보편화에 힘입어 확장세가 가속
이 나타남
그러나
으로 성장이 저해되고
을 야기
기업들은 금년 후반에 공급망 제약이 완화되면서 2021년중 경제가 강하게(robustly)
성장할 것으로 기대
지역경제는 최근 몇 주 동안 완만하게 성장
생산이 강하게 증가하고 수입활동(importing)이 반등(picked up)하면서
하고 소비지출도 반등
제조 및 소매 업체 모두
에 직면
고용이 증가했고,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물가는 완만하게(moderately) 상승
경제활동이 다소 완만한(modest) 속도로 확대되고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된 가운데
일부 비인건비가 계속 상승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주거용 부동산 활동이 강세를 유지하고 집값이 상승하였으나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은
엇갈리는(mixed) 모습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경제활동이 완만하게(moderately) 증가
고용, 소비지출, 기업지출, 제조업생산 등이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건설과 부동산은
보합세를 보임
임금과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 금융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음. 2021년 농업소득 전망이 개선
지역보고자들은 이전 보고시 보다 경제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
많은 보고자들은
을 언급
지역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을 보임
했지만 실직근로자들은
이 지속
제조업 활동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이 다시 성장 조짐을 보임
높은 상품가격으로 농가소득이 개선. 유가가 회복되었으나 시추활동은 여전히 제한
소수민족 소유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instability)을 보고
경제활동은 3월에 완만하게 확대되었고 지역보고자들은 향후 몇 달간 성장에
대해 낙관적
소비지출은 소매, 음식점, 자동차, 관광 부문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증가
제조, 전문 및 첨단기술서비스, 도매무역, 교통, 주거용부동산, 에너지 분야
활동도 완만하게 확대
지역경제는 성장세가 가속화되었고, 특히 제조, 소매, 비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강한
성장으로 활성화(boosted)
주택시장 활동은 계속 활발했고, 에너지부문 활동도 더욱 확대

판매가격을 인상

산업전반에 걸쳐 심각한 공급제약
붙은(on fire) 수요

불

피해가 컸던 숙박 및 음식서비스 업종에서도 개선의 조짐
공급망 교란의 확산
원자재가격의 상승압력
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

원자재와 완제품의 지연과 부족
인력공석(open position)을 채우려고 시도

항만 및 화

접객 및 관광 활동도 강화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속도, 기대보다 강한 경제활동, 개선된 전망
가속화 조짐
구인과 고용이 증가
구직활동에 어려움

공급망 교란은 상품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

향후 전망은 이전 보고기간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덜 불확실해짐
경제활동은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확대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반등. 소매판매 증가세는 가속화. 서비스부문 활동도 소폭 증가
제조업 상황은 다소 완만하게 강화되었고, 주택건설은 강세를 이어감
대출활동이 더 증가했지만, 대출리파이낸싱은 다소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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