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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Beige Book*(2020.9월)의 주요내용

*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지역별로 수집한 최근 경제동향 관련 보고서로, 연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통상 FOMC 회의 2주전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금번 보고서는
9.15~16일 개최될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

◆ 최근 전반적인 경제활동 회복세는 지난번 조사기간(5~6월)에 비해 둔화
o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변동성 지속, 소비 및 기업 활동에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o 수요회복 지연으로 영구해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
□ (경제활동 상황) 경제활동이 대부분*(most)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직전 베이지북에서는 “거의 모든(almost all)”이었으나 “대부분(most)”으로 감소

o 제조업활동은 항만과 유통회사의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
o 소비지출은 자동차판매 호조와 관광 및 소매부문의 일부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pick up)가 지속
― 다만 많은(many) 지역에서 동 분야들의 판매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총 소비
지출은 여전히 위기이전 수준을 훨씬 하회
o 상업시설 건설은 많은 지역에서 감소(down widely)하였고 상업용부동산은 위축된
상태(in contraction)에 머무름
o 반면 주택건설은 많은(many) 지역에서 증가 또는 회복세를 보였고, 주택판매도
수요증가 및 재고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눈에 띄게 증가(notably higher)
o 은행부문은 견조한 모기지대출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수요가 소폭(slightly) 증가
o 농업과 에너지 부문은 낮은 가격과 위축된 생산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간내에 개선 기대도 거의 없는 상황

1/3

□ (경제활동 전망) 지역 보고자들(contacts)의 전반적인 전망은 다소 완만하게(modestly)
낙관적인 상황이지만 일부(a few) 지역에서는 약간(some) 비관적이라고 응답
o 전지역에서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변동성 지속과 그로 인한
소비 및 기업 활동에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a theme echoed across the country)

□ (고용)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
o 다만 일부(some) 지역에서는 수요정체 지속(remain soft)으로 영구해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o 기업들은 보육시설(daycare) 이용제한과 학교개학 및 실업급여와 관련한 불
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필요인력을 찾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금) 임금수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하였으나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승압력이 증대
o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상 또는 인하했던 임금을 원래 수준으로 다시
조정하는 모습
― 기업들이 대인접촉이 많은(high-exposure) 일자리에 대한 위험수당을 원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직원사기
(morale) 및 원활한 채용을 위해 이를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
□ (물가) 가격상승 압력이 지난번 보고 때 보다 증대되었으나 다소 완만한(modest)
수준에 머무름
o 대체로 원자재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완만
한(moderate) 수준이었음
― 예외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거나 구조용 목재와 같이 공급차질을 겪고 있는
원자재의 경우 가격이 급등
o 여러(several) 지역에서 개인보호 장비 및 용품의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하였으며, 소비회복에 따라 항공화물료가 상승
o 여러(multiple) 지역의 보고자들(contacts)은 소매 또는 기타 판매가격이 느리게
상승하는 원인으로 약한 수요와 가격결정력(pricing power) 부족을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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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요 경제동향(highlights)
지역

보스턴

뉴욕

경제동향
- 일부 부문에서 회복이 시작되거나 지속되고 있지만, 팬데믹은 경제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disruptive effects)을 계속 미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근로자는 복귀했지만, 일부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해고
- 7월 지역 주택시장의 강세는 팬데믹이 단지 일상적인 춘계 주택시장 반등(usual
spring rebound)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낙관론을 일부 뒷받침
- 경제성장은 최근 정체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수준을 크게 하회
- 소매 활동과 단독 주택 시장(single-family housing market)은 개선을 지속
- 노동 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채용 활동은 둔화되었으나, 판매 가격 및 임금은 대체로 안정적

-

기업활동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기업들은 계속 고용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더 높은 경향
물가는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amid ongoing price spikes)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경기지원책(stimulus)이 끝나가는 가운데 정리 해고, 퇴거,
압류 및 파산 등이 예상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
지역 경제는 다소 완만하고 이전 평가기간과 유사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활
동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근로자 수준(Staff levels)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임금도 거의 변하지 않았음
투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 압력이 일부 증가
고객의 기대치는 낮아졌으나 수요는 완만하게(moderate) 개선될 것으로 기대
지역경제는 최근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자동차 판매, 기존 주택 판매, 트럭 운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회복세 시현
고용은 계속 증가했으나 이전 기간에 비해 채용 속도는 둔화
물가 상승(price growth)은 회복(picked up)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완만함(modest)
경제 여건이 혼조를 보임.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었고 비인건비용(nonlabor
costs)은 감소(subdued)
일부 소매 부문은 강세를 보였지만 다른 부문들은 미약한(soft) 모습
관광 활동 회복이 미진하였으며 주거용 부동산 여건이 개선되고 상업용 부동산 활
동은 혼조. 제조 활동은 증가하였고 은행업 여건은 소폭 반등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활동은 팬데믹이전 수준을 하회
고용 및 제조 부문이 강하게 증가하였고, 소비자 지출 및 건설, 부동산은 완만하게
(moderately) 증가하였으며 사업지출(business spending)은 소폭 증가
임금은 소폭 증가하고 물가도 다소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며, 금융여건도 다소 완만하게 개선

세인트루이스

-

경제 활동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부문에 따라 크게 가변적(highly variable)
자동차 판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레스토랑 영업은 일부 개선
관광 및 접객업은 지난달의 높은 COVID-19 감염사례로 수요가 감소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나 이전 기간보다 다소(slightly) 개선

미니애폴리스

- 경제 활동은 다소 완만하게 상승. 채용공고가 늘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대해 우려
- 다수 서비스 기업이 부진을 보고했지만 소비자 지출의 일부 부문과 관광업은 개선
-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전반의 사업 철수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설은 회복징후
(signs of resilience)를 보임. 석유 생산은 크게 감소

캔사스시티

-

필라델피아

-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강화되었지만 많은 부문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머뭄
소비자 지출이 소매, 자동차, 레스토랑, 관광 부문에서 완만하게 증가
주거용 주택 판매 및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여건은 악화
제조 활동은 완만하게 확장되었으나, 에너지 및 농업 부문 여건은 여전히 약세

- 지역내 COVID-19 감염 증가가 일부 부문에서 경제 회복 조짐을 방해
- 제조 활동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 활동은 7월에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8월에 회복 기미를 재개
- 에너지 부문은 부진한 상태(depressed)를 유지하였으나 주택 판매는 급격히 증가
- 급증하는 COVID-19 감염사례가 기업심리를 훼손함에 따라 전망은 더욱 불확실
- 경제 활동은 소폭 확대. 고용 수준은 약간(marginally) 증가하고 물가(price inflation)는
전반적으로 안정(unchanged)
- 소매 상품 판매는, 소비자와 기업 서비스 부문의 사업여건이 불안정한(precarious)
가운데에도 소폭 증가
- 제조 부문 활동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농업 부문은 여전히 약세
-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상업건설 시장은 미세하게(a bit) 증가
- 대출 활동도 증가(ticked up further)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