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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

1. 고용 지표

□ ’14.11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32.1만명 증가(2012.1월 이후 최대의 증가폭)

하여 시장 예상치(+23.0만명)를 큰 폭 상회

□ 민간부문의 취업자수가 31.4만명(예상치 +22.5만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
수는 0.7만명 증가

o 업종별로는 여가호텔식당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전월에 비해 증가폭
이 확대되었고 각 업종별 증가폭이 모두 최근 12개월 평균치를 상회하는 등 
고른 증가를 나타냄

▪임시직도 증가폭이 확대

□ 직전 2개월치(’14.9~10월중) 취업자수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4.4만명 상향조정

▪민간부문은 3.2만명 상향조정
- 9월: 0.5만명 상향(+24.4만명→+24.9만명), 10월: 2.7만명 상향(+20.9→+23.6만명)

▪정부부문은 1.2만명 상향조정
- 8월: 1.0만명 상향(+1.2만명→ +2.2만명), 10월: 0.2만명 상향(+0.5만명→+0.7만명)

□ 실업률(10월 5.8%→11월 5.8%)과 경제활동참가율(62.8%→ 62.8%)은 각각 지난달
과 같은 수준을 유지

o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은 0.1%p 하락(11.5%→11.4%)

□ 주당 평균노동시간(34.5→34.6시간, 전월치 0.1시간 하향조정)은 금년 3월 이후 처
음으로 증가하였고 시간당 평균임금(24.57→24.66달러)도 2013.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단위: 천명)

'13.11월 ‘14.9월 10월 11월
▪非농업 전체 274 271 243 321
 - 민간 부문 272 249 236 314

(건  설) 32 18 7 20
(제  조) 35 12 20 28
(판  매) 39.1 42.8 40.3 52.7
(운송·창고) 32.4 7 15.3 16.7
(교육, 의료서비스) 25 35 37 38
(여가,호텔·식당) 37 47 55 32
(임시직) 36.6 23.2 19.5 22.7

 - 정부 부문 2 22 7 7



2. 금융시장 반응  

(금융시장 동향)

□ 실업률 하락추세가 주춤하였으나 취업자수,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등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표개선이 나타남에 따라 미연준이 12월 
FOMC회의에서 “considerable time”이라는 forward guidance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리는 큰 폭 상승, 미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주가는 유럽주가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

▪S&P의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BBB→BBB-, stable) 소식은 오후장에서 
risk-off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가 및 금리 상승폭을 일부 제한

o 美국채(10년물)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전일 종가대비 9bp 높은 
2.328%까지 상승한 후 저가매수 유입, 공장주문 및 무역수지 부진 등으로 
잠시 혼조를 보였으나 재차 상승폭을 회복하며 7bp 상승을 기록

▪만기별로는 3년 및 5년물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o 주가(다우지수)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영향은 미연준의 부양기조 지속 기대 
약화(하락요인)와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수요(상승요인)로 엇갈리게 
나타났으나 개장전 독일 공장주문 예상치 큰 폭 상회에 따른 유럽주가 급등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상최고치 경신

o 미달러/유로화 환율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2010.6월 이후 최저수준인 
1.2271까지 하락(유로화 약세)한 후 대체로 횡보하며 하락 마감

▪엔/미달러화 환율도 2007.7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기준 121달러를 상회하였고 
원/미달러화 NDF 환율도 상승

o 금가격 및 유가는 각각 미달러화 강세로 큰 폭 하락

금융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13년말 ‘14.11말 12.4 12.51) 전일
대비

미
국
채 

2년물 0.38 0.47 0.54 0.64 10bp

10년물 3.03 2.16 2.23 2.30 7bp

주  
가 

다우 16,577 17,828 17,900 17,959 0.3%

S&P 500 1,848 2,068 2,072 2,075 0.2%

환율($/€) 1.3763 1.2452 1.2379 1.2287 -0.7%

금($/온스당) 1,201 1,167 1,205 1,191 -1.2%

WTI U$/bbl 98.4 66.2 66.8 65.7 -1.7%

주: 1) 뉴욕 16:30분 기준



(월가의 평가)

□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한 데다 시간당 평균임금도 상당
폭 상승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표 개선이 나타난 데 대해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은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가계서베이 결과가 다소 부진(취업자수 4천명 증가)하였고 실업률 하락 추
세가 주춤한 데 대해서는 동 서베이 결과의 변동성이 심한 점 등을 들어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

  o 페더럴펀드금리 인상시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망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없
었으나 다수의 투자은행들은 고용지표 호조로 12월 FOMC 회의에서 
“considerable time”이라는 forward guidance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종전보
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

(Citi) 노동시장이 뚜렷한 회복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증가폭도 현저하게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자수 및 평균노동시간을 함께 감안하면 
총 노동시간은 전월대비 0.6%, 근로소득은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내년 1/4분기 소비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임

(Barclays) 11월 고용지표는 최근의 견조한 실물경제지표에 부합하게 호조를 보인 것
으로 평가. 연준은 이번 고용지표를 노동시장의 slack이 축소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임금 및 물가상승 압력이 완만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연준은 12월 FOMC회의에
서 “considerable time”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되 금리인상에 대한 인내심 및 지표
의존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

(BOA Merrill Lynch) 취업자수 증가가 산업전반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간당 평
균임금이 0.4% 상승한 부분 등이 고무적이라고 평가. 다만 시간당 평균임금에 
있어서는 1개월의 증가폭 확대로 추세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유보적 견해를 표
명. 11월 고용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성장률 확대를 확신할 수 
없는 데다 낮은 수입물가, 유가하락 및 미달러화 강세 등의 물가하방압력이 상
당하므로 연준은 금리인상에 있어서 인내심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Deutsche) 총 근로시간 추정치(전월비 0.6%, 연율 3.6% 상승)가 4.6%의 실질 GDP 성장
률을 기록한 금년 2/4분기 수치(연율 3.8%)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4/4분
기 성장률도 4%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 매우 견실한 고용지표로 연준이 내
년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Goldman Sachs) 11월 고용지표가 매우 견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considerable time”이라는 정책결정문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

(Morgan Stanley) 취업자수, 주간노동시간, 시간당 임금 등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한 
개선이 나타남에 따라 이번 FOMC회의에서 “considerable time”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

(JP Morgan) 놀라울 만큼 견조한 고용지표로 평가하면서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이번
달 임금상승이 추세적 상승세의 첫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가계서베이가 부진을 보였으나 동 서베이의 변동성이 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번 결과는 noise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