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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22(금)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미국 최근(4월) 근원물가 상승률 견고한 수준을 유지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에도 완만한 상승추세를 

이어갔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견고한 수준을 유지 

  o 4월 CPI(5.22일 발표)는 시장예상치(+0.1%)에 부합하는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로는 –0.2%(3월, -0.1%))

  o Core CPI는 시장예상치(0.2%)를 상회하며 0.3% 상승(13.1월 이후 최고)

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8% 상승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3월 1.8%)

□ 지난달 큰 폭 축소되었던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다시 확대*

(각각 2.6%→2.8%, 2.6%→2.9%)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1)

자료: BLS, Bloomberg 주:1) 미시건대 기준

 

□ 근원물가가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며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근원 

상품가격(0.1%) 및 집세(0.3%)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0.9%) 한 데 주로 기인

  소비자물가 항목별 상승률

2014년 2015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총 항목) -0.3 -0.7 0.2 0.2 0.1
◼ 식품 0.2 0.0 0.2 -0.2 0.0
◼ 에너지 -4.7 -9.7 1.0 1.1 -1.3
 ㆍEnergey commodities(가솔린 등) -9.0 -18.0 2.1 3.8 -1.9
◼ 식품 및 에너지 제외(core) 0.1 0.2 0.2 0.2 0.3
◼ 상품(core) -0.2 -0.1 0.2 0.3 0.1
◼ 서비스(에너지서비스 제외) 0.2 0.3 0.1 0.2 0.3
 ㆍ집세 0.2 0.3 0.2 0.3 0.3
 ㆍ의료서비스 0.3 0.1 -0.2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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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평가)

□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 달러강세 및 수입물가 하락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점에 대해 긍정적 평

가를 하면서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근원 PCE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확인하였다고 분석

* 의료서비스 가격이 큰 폭 상승한데다 달러강세 및 수입물가 하락에도 중고차 가

격이 큰 폭 상승(+0.6%)하는 등 근원상품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한 데 기인  

o 근원물가 상승률이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완만해 질 가능성에도

최근의 상승추세는 매우 견조한 것으로 평가되나 근원물가 상승추세가 

근원 PCE 상승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JP Morgan)

─ 근원 PCE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 가격은 생산자물가(PPI)에 기반

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며 의료서비스 가격에 따른 근원물가와 근원 

PCE 상승률간의 갭이 확대될 가능성

o 금번 근원물가 상승폭 확대는 최근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다소 약화된 

9월 금리인상 기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BNP Pariba)

─ 동시에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평가

o 의료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이는 근원 PCE 산정

에는 포함되지 않아 4월 근원 PCE 상승률은 전월과 비슷한 1.3~1.4%

(전년동월대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근원물가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Morgan Stanley, Credit Suisse)

o 최근의 근원물가 상승추세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in the near term)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점차 노동시장 개선, 일시적 요인 소멸 등에 따라

점차 2%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준의 예상을 뒷받침(HSBC)

o 달러강세 및 수입물가 하락에도 근원물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

은 긍정적이나 향후 물가의 상승추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 있는 근거

를 찾아볼 수 없음(BOA Merrill Lynch, Goldman Sachs)

─ 또한 근원물가 상승추세가 급격히 가팔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Ci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