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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근원물가 상승률,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큰 폭 하락

하였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

  o 1월 CPI(2.26일 발표)는 시장예상치(–0.6%)를 하회하며 전월대비 0.7%

하락(전년동월대비로는 2009.10월 이후 처음으로 0.1% 하락(12월, 0.8%))

  o 반면 Core CPI는 시장예상치(0.1%)를 소폭 상회(0.2%)하였고 전년동

월대비로는 1.6% 상승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12월 1.6%)

◼ 한편 생산자물가(근원) 상승률(2.18일 발표)은 전년동월대비 1.5% 수준으로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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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소폭 강화된 것은 집세(0.3%) 및 교통서

비스(0.4%) 가격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

  소비자물가 항목별 상승률

2014년 2015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총 항목) 0.1 0.0 -0.3 -0.3 -0.7
◼ 식품 0.3 0.2 0.2 0.2 0.0
◼ 에너지 -0.7 -1.2 -4.1 -4.7 -9.7
 ㆍEnergey commodities(가솔린 등) -0.9 -2.1 -7.0 -9.0 -18.0
◼ 식품 및 에너지 제외(core) 0.1 0.2 0.1 0.1 0.2
◼ 서비스(에너지서비스 제외) 0.2 0.2 0.2 0.2 0.3
 ㆍ집세 0.3 0.2 0.2 0.2 0.3
 ㆍ교통서비스 0.1 0.5 0.2 0.0 0.4



□ 시장에서는 근원물가 상승세가 시장예상치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생산자

물가 하락 등을 고려할 때 1월 근원 PCE는 지난달과 동일한 1.3%(전년

동월대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o 의료서비스 관련 생산자물가(근원 PCE의 19%를 차지하는 의료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가 큰 폭 하락*하며 근원 PCE 하락 압력으로 작용

*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던 Medicare payment가 축소(물가
상승률 연동에 따른 기존 지급분 감소와 비보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감소가 동시
에 작용)되고 Medicaid 환자치료를 위한 일시의료비용 지급도 만료된 데 기인

□ 다만 일부 시장참가자를 중심으로 에너지가격 하락, 미달러 강세의 근원 

PCE에의 영향이 2015년 중반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향후 물가상승세가 더욱 둔화*되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Goldman Sachs, 2.20일)

* 금년 중반중 Core PCE가 1.0~1.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FOMC 회의 후 발표되는 향후 물가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Powell 연준 
이사가 2% 물가상승의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한 데 주목)

o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고 목표수준으로의 상승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too soon for “Reasonable Confidence”)에서 이른 정책

금리 인상은 FOMC의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 에너지 관련 품목 뿐만 아니라 근원물가를 구성하는 여타 품목들

의 물가상승률도 대부분 장기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주체들의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서베이 및 market-based)도 하락

하고 있음

o 또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의 정책금리 인상으

로 대응 가능한 반면 성급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은 제로금리 하한에 막혀 충분하지 않은 정책 비대칭성도 존재

생산자물가(의료관련) 품목별 파급 정도 인플레이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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