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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표로 본 미국 고용시장 해설 
 

 Economist 

 임동민 

 7월 미국 비농업고용 53.8만명 증가, 헤드라인 실업률 3.5%, 경제활동 참가율 62.1%

로 하락, 시간당 평균임금 +0.5% MoM, +5.2% YoY로 호조. 1) 경제활동인구, 2) 고용

자, 3) 실업자 및 실업률 등 헤드라인 지표 중심으로 미국 고용시장을 해설 

1)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인구는 1.64억 명, 경제활동참여율은 62.1%. 코로나19 충격

이 발생하기 이전(2020년 3월) 대비 경제활동인구는 높은 반면, 경제활동참여율은 낮

음. 노동가능인구 증가 대비 고용의사, 특히 남성의 고용의사는 하락했음을 의미 

2) 현재 미국의 전체고용은 1.58억 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시장 충격 시 실업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컸음. 2020~2022년 남성의 고용보다 여성의 고용증가가 빠름. 시

간제 대비 전일제 고용증가가 큼. 여성의 고용진입 및 전일제 고용증가 추세 

3) 현재 미국의 실업자는 567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시기보다 감소했으며, 

헤드라인 실업률도 3.4%로 낮게 하락. 전 학력별 계층에서 실업자와 실업률이 감소. 

다만 충격 시 실업이 급증하는 형태와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 하

는 측면은 존재. 이를 종합 시 미국 고용은 양적 호조, 구조적 변화에 놓여져 있음 

2020~2022년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 변화  
 

지표 단위 2020년 3월 2021년 4월 2022년 7월 

 경제활동인구 천 명         162,764          156,358          163,960  

  경제활동참가율* %              62.7               60.2               62.1  

   남성경제활동참가율 %              68.6               66.1               67.6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57.1               54.6               56.9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96,994          103,538          100,051  

 전체고용 천 명         155,599          133,320          158,290  

  남성고용 천 명           82,374            71,881            83,891  

  여성고용 천 명           73,225            61,439            74,399  

 전일제고용 천 명         112,907          113,549          119,018  

 시간제고용 천 명           26,561            19,292            25,824  

 실업자 천 명             7,165            23,038              5,670  

 실업률* %                4.4               14.7                 3.5  

  고졸미만 실업률 %                6.9               21.1                 5.9  

  고졸, 대학 미진학 실업률 %                4.4               17.6                 3.6  

  전문학사, 준학사 실업률 %                3.7               15.3                 2.8  

  학사이상 실업률 %                2.5                 8.4                 2.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Macro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