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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미 연준 Beige Book*의 주요 내용

*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지역별로 일반은행들의 보고서 및 주요 기업, 이코노미스트,
시장전문가와의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최근 경제동향 관련 보고서로, 연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통상 FOMC 회의 2주전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금번
보고서는 12.10~11일 개최될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

▣ 경제활동이 다소 완만한(modestly)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일부 응답자
가 현재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경제전망이 지속
o 대부분 지역의 가계 소비지출이 안정적 내지 완만한(stable to moderately
growing)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와 여행수요
가 증가
o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이 정체되었으나, 직전 보고서 대상기간
보다 제조업 활동이 증가한 지역이 확대
o 인력부족 지속 등으로 고용은 소폭(slightly) 증가
o 물가는 다소 완만하게(modest) 상승
□ 노동시장의 인력부족(tight)이 지속되었으나 고용은 소폭(slightly) 증가
o 대다수 지역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인력(qualified applicants)을 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 부족은 대부분 산업 및 숙련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o 여러 지역에서 전문 ․ 기술 서비스 및 건강관리 업종의 일자리가 증가
한 반면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지역마다 다른 모습
o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moderate) 증가하였으며, 저숙련 일자
리의 급여인상 압력이 강화
□ 물가는 다소 완만하게(modest) 상승한 가운데, 기업들은 향후 물가가 더
높아질(higher price) 것으로 예상
o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관세에 의한 비용상승 압력을 느끼고 있으나,
기업들은 비용증가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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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요 경제동향(highlights)
지역
보스턴

뉴욕

-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

미니애폴리스

캔사스시티

-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

경제동향
경제활동은 4분기에 들어서면서 다소 완만하게 내지 완만하게(modest to
moderate) 확대
물가는 대체로 안정되고(stable) 고용도 꾸준한(steady) 상황을 이어감
전망은 지난번에 비해 개선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
지역 경제는 거의 변화가 없음. 서비스 활동이 둔화되고 부동산업은 소폭 둔화
가용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더뎌진 가운데 고용시장에
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임금은 완만하게 상승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가격은 다소 완만한(modestly) 상승세 유지
경제활동이 대체로 다소 완만하게(modest) 상승
고용창출 속도가 더뎌지고, 대체로 완만한(moderate)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
는 가운데 구인난이 조금 더 심화
물가는 여전히 다소 완만하게(modest) 상승
대부분 기업 성장전망은 긍정적이나 일부는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경제활동은 다소 완만하게(modestly) 상승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제조업은 소폭(slightly) 개
선. 주택과 자동차 수요는 상승하였으나 비내구재 소비는 혼조세
고용은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폭(slightly) 상승
임금과 최종 판매가격은 대체로 다소 완만하게(modestly) 상승
경제활동은 완만하게(moderately) 성장. 제조업은 출하와 신규 주문이 반등
하였으나 관세 및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
소매업이 혼조세를 보이나 관광업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금융 및 비금
융 서비스업은 긍정적이나 약한 성장세를 보임
임금과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완만하나(moderate) 노동 수요는 강세를 보임
경제여건은 다소 완만하게(modestly) 개선. 구인난은 지속되고 저숙련 노동
자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짐. 비노동 비용도 상승
소매판매와 관광업 활동이 안정세를 보이고 제조업 활동도 더 개선. 주거용
부동산업도 개선되고 상업용 부동산 활동도 긍정적 모습을 보임
경제활동이 소폭(slightly) 개선. 고용, 소비, 제조업 모두 소폭(slightly) 개선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지난번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투자는 소폭(slightly) 하락
임금 및 물가는 소폭(slightly) 상승하고 금융여건은 다소 완만하게 개선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열악한 기후로 가중
경제활동 여건은 혼조세를 보였으나 지난번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경제 불확
실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짐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경직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신규 노동자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됨
11월 중순 현재 향후 2분기에 대한 전망은 다소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
경제활동은 다소 완만하게(modest) 상승하고 고용도 소폭(slightly) 증가
노동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였으나 일부 둔화되는 징후가 보였고 노동공급은
여전히 경직된 모습
소비지출이 항공권 및 자동차 구입 등으로 상승하였고 제조업 활동은 감소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건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원유 드릴업은 소폭(slightly) 감소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음(flat)
소비는 소매업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외식 및 관광업 부진으로 소폭 둔화
전문 고급기술 서비스업과 도매 무역 분야는 매출이 증대되었으나 운수업은
하락세를 보임
에너지, 농업 및 제조업은 여전히 약세 지속
경제활동은 완만하게(moderately) 상승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대체로 개선
서비스업 및 소매판매업의 성장세는 견고한 반면 제조업의 성장세는 낮아짐
(downshift). 주택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업은 하락세 지속
판매가격은 기업의 비용 전가능력 제약 등으로 대체로 변화가 없는 모습
고용은 꾸준한 속도로 증가
경제활동은 다소 완만한(modestly) 속도로 증가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은 여전하고 임금 상승세는 다소 완만한(modest) 모습
일반물가 상승률은 혼조세를 보임. 소매판매는 다소(somewhat) 증가하고 개
인 및 기업 서비스업 활동은 견조한(solid) 모습
제조업 분야는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업은 완만하
게(moderately) 증가하고 대출은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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