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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PI와 PCE 상승률 차이 확대와 정책적 함의

□ 최근 미국의 근원 PCE 상승률(BEA 편제)은 연준의 목표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있는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core CPI, BLS작성)은 견고한 수준**

을 보여 두 지표간 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 

    * 2015.4월: 1.2%, 2015년 전망: 1.3~1.4%(연준, 6월)

   ** 2015.4월: 1.8%로 두 지표간 갭이 평균 40bp에서 최근 60bp정도로 크게 확대

o 동 차이에 대한 해석 방식에 따라 연준의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합리
적 확신 충족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

(최근 근원 CPI와 PCE 인플레이션율 갭 상승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PCE 상승률은 크게 ① 가중치(weight) 효과 ② 

포괄범위(scope) 차이 및 ③ 편제방법 차이 등으로 상이

① CPI는 집세 가중치가 높은데 반해 PCE는 medical care services의 
가중치가 훨씬 큼

─ 최근 높은 집세 상승세는 근원 CPI 상승률을 견고하게 한 반면 재정
건전화에 따른 메디케어 지급률 감소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하락한 것
은 PCE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② CPI는 도시가구의 실제 현금지출액을 측정하는 반면, PCE는 전체가
구 및 가구를 보조하는 비영리단체의 지출액(국민소득 개념)을 포괄 

─ 건강보험에 의해 보전된 의료비용은 CPI에 포함되지 않는 데 반해,
PCE는 가구를 대신한 보험회사 지급분도 포함(생산자가격 사용)

③ CPI는 수정된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PCE는 Fisher-Ideal 방식을 사
용하며 일반적으로 PCE에서 과소계상 편의가 발생(BEA, 07.9월)

미국 CPI와 PCE 물가상승률 차이 미국 CPI와 PCE 가중치 차이

CPI PCE
Food 14.2 7.3

Energy 7.7 4.2
Core 78.1 88.5

Core services 58.6 65.8
OER(집세) 24.4 11.5

Medical care services 6.0 17.1

Core goods 19.6 22.6
Apparel 3.4 3.0

New vehicles 3.6 2.2

자료: BLS 자료: BLS, BEA



o 가중치 및 포괄범위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최근 수 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PCE 상승률 갭 발생의 대부분을 설명

CPI와 PCE 갭 발생 요인 분해

자료: Barclays

(미 연준의 통화정책적 함의)

□ 시장에서는 두 지표간 차이발생 원인에 주목하며 향후 근원 PCE 인플

레이션율이 목표수준을 다소 하회하더라도 FOMC의 금리인상 시점 결정

을 제약하는 정도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평가

① 근원 CPI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 달러강세 및 수입

물가 하락에도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물가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금일 발표된 5월중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전년동월대비)를 보였
으나 금년 하반기중에는 1.7~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근원 PCE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는 가중치 차이, 의료 관련 정책 

변화가 상당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이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

  ② 또한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③ 연준 정책 당국자들도 향후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물가목표 범위내

로 상승될 것이란 전망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거 연준은 근원 PCE 상승

률이 2% 미만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한 경험도 있음

과거 금리인상시기의 PCE물가 수준

1994.2월 1999.6월 2004.6월
Core PCE 2.46 1.23 1.64

Headline PCE 2.18 1.29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