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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가격조정행태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들은 비용상승 등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
황 및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빈도나 폭을 차별적으로 결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가 변화했는지 여부를 점검하
였다.
먼저 우리나라 150개 생필품의 2014.1~2019.9월 중 주간 가격
자료(한국소비자원 집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상품가격 조정빈도 및 조
정폭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해당
월에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격조정빈도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둘
째,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직전 가격대비 평균 가격 인상률 및 인하율
은 조정빈도와는 달리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 기업들이 최근에 과거보
다 큰 폭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상품
가격 상승률을 조정빈도와 조정폭의 기여도로 분해한 결과, 2017년
이후 상품가격 상승률은 조정폭보다 조정빈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른 기업의 가격조정
행태를 실증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들은 가격조
정빈도를 낮추는 반면 가격조정폭은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저인플레이션 상황일수록 기업이 비용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을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미루다가 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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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물가상황
이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기상황 변화가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등 경기와 물가간 관계의 변화가 진행되
고 있을 가능성을 미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고의 분석은 데이터의 제약으로 일부 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서비스업종 등을 포함한 광
범위한 가격자료의 확충을 통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 본
 자료의 내용는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
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승원 물가분석부장, 강태수 물가연구팀장, 이동렬 고용분석팀장, 데이
터 수집 및 정리에 도움을 준 이나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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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가 변화했는지 여
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점검하였다.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따라 거시경제의 가격
경직성(price stickiness)이 달라질 수 있다. 가격경

Ⅱ.데이터 개요

직성의 크기는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실물경제의 조정
속도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정책 대응에 있

기업의 가격조정행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

어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

품 판매가격에 대한 연속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상품

격경직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

별 판매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었던 초기 해외

히 해외에서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기초자료,

연구는 잡지가격(Cecchetti, 1986), 철강, 유리 등

스캐너 데이터 등 개별가격 데이터 구득이 가능해짐에

의 산업 중간재 가격(Carlton, 1986) 등 일부 품목

따라 가격조정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활발히 진행

에 국한되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자물가지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지수 기초자료

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편제시 사용되는 기초가격자료

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가격조정행태에 대한 연구가

가 이용가능하게 됨에 따라 폭넓은 연구가 활발히 진

미진한 실정이다.

행되었다. 미국,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도 자국 물가지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조정빈도 및 조정폭)는 기존

수 기초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차츰 발표되었다. 물

연구에 따르면 여러 요인1)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특

가지수 기초자료 이외에도 대형 체인 슈퍼마켓 등에서

히 인플레이션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를 통해 수집되는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도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스캐너 데이터는 물가지수

기업들은 비용상승 등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료에 비해 품목이 제한적이나 데이터 수집 주기

물가상황 및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빈도나

가 짧고 가격뿐만 아니라 수량 정보도 알 수 있다는 장

폭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

점이 있다.2)

라서 최근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지수의 기초자료 활용이 제한

감안하면 기업의 가격조정행태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

되어 있어 가격조정행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

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박형근·김병국(2008)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초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필품 미시물가 자료

자료 가격 대신 개별 품목의 지수를 이용하여 가격경

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와 인플레이션의 관

직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최영준·권오익(2018)은 한

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상품별 가격조정빈도와 조정

국은행이 실시한 「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의

폭을 도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 뒤 최근의 저인플레

결과를 정리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시뮬레이

1)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 비용충격과 수요충격의 크기와 빈도,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기존 가격조정행태 분석에 사용된 해외 데이터의 종류와 특징은 Klenow·Malin(2010)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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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밖에도 시점별 상품 구성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공공데이터포털의 주

조사 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은 제외하였으며8)

간 생필품 가격데이터3)를 이용하여 기업 가격조정행

특정 월에 주간으로 가격이 한 번도 조사되지 않은 상

태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상품명, 조사일자, 판매

품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상품 수

가격, 판매업소 등의 정보를 2014년 이후 주별로 제

는 150개이며, 150개 상품을 평균할 경우에는 CPI

공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할인판매를 포함한 실제 판

품목별 가중치9)를 사용하였다.

매가격이다. 판매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상품 용량이

분석에 사용된 판매업소별 가격 관측치 수는 2014

변경되어 실제 단위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기

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4,265,251개이

위하여 분석기간 중 용량 변경없이 시계열이 연속되는

다. 한편 위의 기간 중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상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품목에서 농축

조사 상품 수 및 조사 횟수가 이전 기간에 비해 일시적

수산물은 제외하였다.

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2월 중반 이후부터는 상품당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판매업소(outlet)별로 가격이

판매업소별 가격 관측치 수가 급격히 증가10)하는 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포함한 기업의 가

요인이 나타났다. 이에 Ⅲ장과 Ⅳ장의 실증분석에서

격조정행태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는 필요시 동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였다.11) 생필품 가

업소 조합을 하나의 단위4)로 하여 동일한 단위별 판매

격데이터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기

5)

가격을 시점별로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간 생필

바란다.

품 가격데이터의 경우 상품-판매업소별로 조합할 경
우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상품별로

Ⅲ.상품가격 조정빈도 및 조정폭 추이

판매업소별 가격을 종합하여 그 중위값을 해당 상품의
대표 판매가격으로 사용하였다.6) 다만 가격조정행태

1. 개별 상품가격 조정 특징

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실증분석할 경우에는 유
통업체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판매업소를 크게 15

상품가격 조정빈도 및 조정폭을 도출하기에 앞서 우

7)

개로 분류 하여 각 유통업체 분류별 판매가격중 중위
값을 이용하였다.

선 상품별 주별 가격추이를 통해 개별 상품가격 조정
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림 1>은 특징적인 세 개 품

3) 소비자물가지수 기초가격과는 별개의 데이터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다.
4) Gagnon(2009), Wulfsberg(2016) 등은 상품-판매처 조합별 가격 시계열을 price trajectory라고 지칭하였다.
5) 예를 들어 상품 A, B가 C, D, E의 세 개의 유통업체에서 팔릴 경우 A-C, A-D, A-E, B-C, B-D, B-E의 여섯 개 조합단위별 판매가격(price trajectory)이 관측된다.
이때 상품 A와 B의 가격조정행태는 각각 세 개의 조합단위별 판매가격 조정빈도 및 조정폭을 평균하거나 중위값을 이용할 수 있다.
6) 각주 5)의 예시를 이용하면 상품 A의 경우 판매가격은 매 시점별로 유통업체 C, D, E에서 팔리는 가격중 중위값을 선택한다. 이 경우 상품의 주당 판매업소별 가격 관측치 수가
적을수록 중위값의 편의가 커지게 되므로 상품별로 판매가격 관측치가 30개 미만인 경우 그 주의 판매가격은 결측치 처리하였다.
7) 자세한 분류는 Ⅳ장의 실증분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8) 시점별로 조사된 상품의 구성이 일정치 않을 경우 상품 구성의 변화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가격이 조사된 주수가 전체 조사 주수(278주)의 95% 미만
인 상품을 제외하여 각 주별로 상품 구성이 일정토록 하였다.
9) 150개 상품은 CPI의 품목 중 83개 분류에 해당하며, 품목당 평균 1.8개 상품이 속해있다.
10) 상품당 주별 가격 관측치 수는 2014.1~2018.1월 중 평균 191개에서 2018.2~2019.9월 중 평균 721개로 급증하였다. 2018년 1~2월 중 조사된 상품 수 평균은 118
개로 전기간 평균 149개에 비해 일시적으로 낮았으며 조사 횟수도 6회로 다른 연도의 1~2월 중 조사 횟수 평균 7.2회에 비해 적었다.
11) 특이요인 등으로 인한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주 13), 14) 등에 설명하였다.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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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주별 상품 판매가격을 보여준다. 각 품목별로 두

은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그래프는 과일통조림의 두

개의 선은 해당 품목의 서로 다른 상품가격을 나타낸

상품 가격추이를 보여주는데, 위의 두 품목과는 달리

다. 대상기간은 2018년 1~2월 중의 조사 특이요인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제조사에 따라 매우

을 제외하기 위해 2018년 3월 이후로 한정하였다.

다른 형태의 가격조정패턴12)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그래프는 83개의 품목 중 가격조정이 가장

이상의 예를 통해 보면 상품의 가격조정행태는 품목

빈번한 품목 중의 하나인 시리얼의 두 상품가격을 보

별로 상이할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기업

여준다. 두 상품 모두 가격조정이 잦은 빈도로 일어나

(제조 및 유통업체)별로 상당히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는 가운데 특히 밝은색 선의 상품은 가격 인상·인하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질성

가 빈번하여 동일한 가격을 지속하는 기간이 매우 짧

이 관찰되는데 에너지와 신선식품 등의 원재료 상품가

다. 다만 가격 인상 및 인하시 이전 가격 고점 및 저

격이 가장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그다음은 가공제품이

점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높아 가격조정폭은 일

며 서비스가격이 가장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한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 검은색 선의 상품은 가격

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노동투입의 비중이 높아 임금

고점이 유지되는 기간이 밝은색 선 상품에 비해 상대

경직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적으로 더 길게 나타난다. 가격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

있다(Klenow·Malin, 2010).

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할인이 연 3~4회 실행되는 것
으로 보인다.

2. 가격조정빈도 및 조정폭

두 번째 그래프는 위와는 반대로 가격조정빈도가 가
장 낮은 품목 중의 하나인 막걸리에 대한 두 상품의 가

이번 절에서는 150개 상품의 가격조정빈도 및 조정

격추이를 보여준다. 두 상품 모두 가격조정이 거의 일

폭을 도출한 뒤 전체 상품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기업

어나지 않는 가운데 가격조정시에도 조정폭이 매우 작

의 가격조정행태가 2014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여 왔

<그림 1>
(원)

일부 품목 상품별 주별 가격추이1)
<시리얼>

8000

(원)

<막걸리>

(원)

<과일통조림>

18.3

19.1

2000

2500

1000

1500

6000
4000
2000
18.3

0
19.1

18.3

500
19.1

주: 1) 각 품목의 두 선은 서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나타내며 각 상품가격은 판매업소별 가격분포의 중위값을 사용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2) < 그림 1>의 가격은 동일한 판매업소에서 팔린 가격이 아니라 전체 판매업소별 판매가격의 중위값을 나타내므로 실제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가격책정 행위에도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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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본다.

개별 상품의 가격조정빈도 및 조정폭을 도출한 뒤

가격조정빈도는 가격인상빈도와 가격인하빈도의 합

150개 상품을 가중평균하여 t 월의 전체 가격조정빈도

계로 t 월 상품 i의 가격인상빈도는 다음 식 (1)과, 가

와 조정폭을 산출하였다. 가중평균시 CPI의 품목별

격인하빈도는 식 (2)와 같다.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동일 품목에 상품이 두 개 이
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품목 가중치를 상품 갯수로 나
(1)
(2)

누어 사용하였다. 그밖에 2018년 1~2월 중 조사 특
이요인으로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결측 주의
가격조정 여부를 상품별로 직전·후 추이를 고려하여

단,

은 t월의 n번째 주를, 는 상품가격을 의미

하며,

조정13)하였다.14)
<표 1>은 2014년 이후 월별 가격조정빈도의 연도
별 평균을, <그림 2>는 월 빈도를 12개월 이동평균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전체 조정빈도는 개별 상품의 가
격조정빈도를 CPI 품목가중치를 이용하여 평균한 수
치로 해당 월에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비중으로도 해
석할 수 있다. 전기간(2014.1~2019.9월) 조정빈도
평균은 25.3%로 특정 월에 1/4 가량의 상품이 가격
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격조정빈도의 역수를 이
용해 상품의 가격지속기간15)을 구할 수 있는데 전기간

로 정의

중 평균은 5.7주, 중위값은 3.5주로 나타났다. 이를

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의 평균 조정폭은 인상률과
인하율로 각각 계산되며 가격인상률은 식 (3), 가격인

<표 1>

(월평균, %)

전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19.1
~9월

조정빈도1)

25.3

27.8

29.4

24.1

23.8

24.0

22.0

인상빈도

12.8

13.8

15.1

11.8

12.0

12.5

11.3

인하빈도

12.5

14.0

14.2

12.3

11.9

11.5

10.7

하율은 식 (4)와 같다.

(3)
(4)

가격조정빈도

주:1) 인상빈도와 인하빈도의 합계
자료: 저자 계산

13) 조정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 A의 1월 마지막 주 조사가격이 2000원이고 2월은 총 조사 주수 3주 중 첫째 주와 둘째 주 가격은 결측이며 마지막 주 가격
이 2200원이라 하자. 가격이 결측된 주를 빼고 가격인상빈도를 계산하면 1(100%)이 되어 가격조정빈도가 과대 계산되게 된다. 논의를 단순화 하기 위해 A의 경우처럼 상품가
격이 인상 추세에 있는 경우 결측 주에는 가격이 유지 또는 중간단계 인상(2200원 미만)만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2월 첫째 주-둘째 주 가격은 네 가지, 유지-유지, 유지-인
상, 인상-유지, 인상-인상(모두 2200원 미만) 경우가 가능하며 각각의 조정빈도를 계산하여 평균하면 조정된 가격조정빈도는 0.67(2/3)이 된다. 조정된 빈도는 총 3주 중 두
번의 가격조정이 있었던 셈이므로 조정된 평균 인상률은 100%/2=50%이다.
14) 2018년 2월 중반 이후 상품당 판매업소별 가격 관측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가격조정을 전주 가격대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분포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2월 초~중
반 사이로 한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월 평균 관측치 수는 2018년 1~2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다.
15) 가격조정빈도를 f라 하면 가격지속기간은 d=-1/ln(1-f)로 계산된다(Nakamura·Steinsson, 2013 참고). 전 상품의 가격지속기간은 개별 상품의 가격지속기간을 먼저 도
출한 뒤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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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빈도1)

<그림 2>

<그림 3>

상품별 가격 인상·인하 빈도1)

(%)

15.1

16.1

17.1

18.1

19.1

주: 1) 월 빈도를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저자 계산

통해 개별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두 달 이내에 한
번 이상 변동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가격조정빈

주: 1) 각
 점은 개별 상품의 2014.1~2019.9월중 평균을 표시하며 점선은 45도 선을 나
타냄
자료: 저자 계산

<그림 4>

월별 가격조정빈도1)

(%)

도가 2015년 이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2019년 들어 이전 3개년에 비해 2%p 가량 하락하
였다.
조정빈도를 인상·인하로 구분할 경우 두 빈도가 유
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가격인상 뿐 아니라 일시적 할
인판매 등 가격인하조정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개별 상품의 전기간 중 인상·인하 빈도의 평균을

주: 1) 1
 ~9월은 2014~2019년, 10월 이후는 2014~2018년 평균
자료: 저자 계산

산포도로 그려본 결과(<그림 3>) 150개 상품의 인
상·인하 빈도가 45도 선을 근방으로 분포하고 있어

상률과 인하율(절대값 기준)16)을 살펴보면(<표 2>, <

개별 상품 수준에서도 인상빈도와 인하빈도가 거의 유

그림 5>) 가격조정폭은 가격조정빈도와는 달리 확대

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별 가격조

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9년 들어 조정폭

정빈도(<그림 4>)를 살펴보면 계절성이 관찰되는데

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전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

연초에 가격조정이 주로 이뤄지고 휴가철인 6~7월에

은 수준이다. 가격조정폭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포를

도 가격이 빈번히 조정되었다.

보면(<그림 6>) 2014~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후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직전 가격대비 평균 가격 인

10%를 초과하는 큰 폭의 가격조정 비중이 증가한 것

16) 특
 정 월에 가격 인하·인상 조정이 함께 이뤄진 경우 인하율과 인상률은 별도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1000원인 상품의 가격이 특정 월에 900원으로 일시 하락한 후 다시 1000
원으로 인상되어 유지될 경우 해당 월의 인하율은 10%, 인상률은 11%로 각각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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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최근에 가격조정시

3. 가격상승률 분해

과거보다 큰 폭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품가격 상승률은 가격조정빈도와 조정폭을 이용
하면 다음의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표 2>

가격조정폭
(월평균, %)

전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5)

19.1
~9월

인상률

14.0

8.5

8.8

13.2

14.6

21.3

18.9

인하율

9.8

6.3

7.3

8.0

9.9

15.0

13.1

단,

는 상품 i의 가중치

자료: 저자 계산

즉, 상품가격 상승률은 조정빈도와 조정폭을 인
상·인하조정별로 곱하여 합한 후 가중평균한 수

가격조정폭1)

<그림 5>

치와 같다. 여기서 상품가격 상승률을 가격조정

(%)

빈도와 조정폭의 기여도로 분해해 볼 수 있다.
Wulfsberg(2016)의 방식을 원용하여 조정빈도의
기여도는 조정폭을 전체기간 평균수준에 고정, 가격
조정폭의 기여도는 조정빈도를 전체기간 평균수준에
고정하여 산출하였다. 조정빈도와 조정폭의 기여도는
15.1

16.1

17.1

18.1

19.1

주: 1) 월평균 인상률 및 인하율의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저자 계산

<그림 6>

가격조정폭 분포1)

(%)

각각 아래의 식 (6)과 (7)로 표현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정폭과 조정빈도의 기여도가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할 경우 같아지도록 구성되었으므로 특정 월의 조
정폭과 조정빈도 기여도의 합계가 월별 상품가격 상승
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정
폭과 조정빈도 기여도의 절대크기 수준보다는 상품가
격 상승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품가격 상승률
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주: 1) 월평균 인상률 및 인하율의 구간별 분포 비중을 나타내며 가격조정이 없는 경우는 그
래프에서 제외
자료: 저자 계산

(7)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23

는 각각 상품 i의 전체기간

단,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 인상빈도, 인하빈도, 인상률, 인하율 평균치
4. 기준가격을 이용한 분석
<그림 7>은 상품가격 상승률을 조정빈도와 조정폭
의 기여도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며 <표 3>은 각각의
기여도와 상품가격 상승률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2016년까지는 조정폭의 기여도가 상품가격 상승률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조정빈도 기여도는 조정폭의 절
반수준에 그쳤다. 반면 2017년 이후에는 조정빈도 기
여도와 상품가격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이전기간에 비
해 크게 높아져 조정폭의 상관계수보다 높았다. 이는
2017년을 전후로 조정빈도의 변화가 조정폭에 비해
전체 상품가격 상승률의 움직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이제까지의 분석에 사용된 상품가격은 정가의 변
동 이외에도 유통업체의 일시적인 할인행사 등으로 인
한 가격변동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일시적인 할인
효과를 제외한 정규가격의 변화는 데이터의 제약으
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Eichenbaum et al.(2011)
및 Klenow·Malin(2010)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Eichenbaum et
al.(2011)은 미국 대형 체인 슈퍼마켓의 주별 가격데
이터를 이용하였는데, 기준가격을 각 분기당 가장 빈
번히 관찰되는 가격(modal price)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7>

Klenow·Malin(2010)은 미국 CPI 기초자료를 이

상품가격 상승률 분해

용하여 대상 월을 중심으로 전후 13개월 기간 동안 가

(%)

장 빈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의하였다. 본고에
서는 각 상품별로 대상 주에서 12주 전까지의 가격 중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의하였
으며 최빈값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가
격을 선택하였다. <표 4>는 연도별로 기준가격과 원
가격이 일치하는 비율인 기준가격 비중을 보여준다.
기준가격은 전체 가격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자료: 저자 계산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주에 평균적으로 약 30% 가량
상품가격 상승률과 기여도간 상관계수1)

<표 3>

기준가격 비중1)

<표 4>
전기간

2014~16년

조정폭

0.75**

0.80**

0.64**

조정빈도

0.55**

0.40*

0.79**

주:1)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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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논고

(주평균, %)

전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19.1~9월

72.6

70.6

71.6

72.7

73.3

73.3

73.9

주:1) 각 상품의 기준가격이 원가격과 일치하는 비율이며 각 상품의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자료: 저자 계산

의 상품이 정가(regular price)에서 이탈해 있음을

기준가격 조정빈도1)

<그림 8>

나타낸다. 연도별로 보면 기준가격 비중은 2014년 이
후 대체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림 8>, <그림 9>는 각각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조정빈도와 조정폭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원가
격에 비해 기준가격의 조정빈도는 그 수준이 1/5 정
도에 그쳐, 일시적인 가격변동을 제거한 기준가격은
훨씬 더 경직적으로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간 가격조정빈도는 4.9%이며, 가격지속기간은 평균
으로는 47.4주, 중위값 기준으로는 22.5주로 나타

주: 1) 월
 빈도를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저자 계산

났다.17) 중위값을 가진 상품 기준으로 보면 5~6개월
에 한 번씩 기준가격이 조정된 것이다. 시기별로는 가
격조정빈도가 5% 내외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대체로

기준가격 조정폭1)

<그림 9>
(%)

2018년 초반 이후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
상·인하 빈도로 구분하여 보면 원가격과 마찬가지로
두 빈도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기간별로는 2018
년까지는 인상빈도가 인하빈도에 비해서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2019년 들어서는 인상빈도가 상당폭 낮
아지면서 인상과 인하빈도간 차이가 좁혀졌다. 인상
률과 인하율은 2017년 이후 조정폭이 확대된 점 이외

주: 1) 월
 평균 인상률 및 인하율의 12개월 이동평균
자료: 저자 계산

에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8)
<표 5>

기준가격 조정빈도 및 조정폭
(월평균, %)

Ⅳ.인플레이션과 가격조정행태의 관계 분석
1. 개관

인플레이션율 수준의 변화는 기업의 가격조정 유
인을 변화시키는데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전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19.1
~9월

조정빈도1)

4.9

4.7

5.3

4.8

5.5

4.7

4.5

인상빈도

2.7

2.4

2.9

2.5

3.0

3.0

2.2

인하빈도

2.2

2.2

2.3

2.3

2.6

1.6

2.3

인상률

13.8

11.4

13.4

8.1

16.2

15.1

19.6

인하율

10.4

8.5

8.6

7.2

13.4

12.3

12.7

주:1) 인상빈도와 인하빈도의 합계
자료: 저자 계산

17) 가격지속기간의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지속기간이 매우 긴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기간 동안 기준가격이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상
품 수는 4개에 달하였다.
18) 기준가격 조정빈도가 5% 내외에 불과하므로 원가격에 비해 조정폭이 계산되는 상품 수가 많지 않고 시기별로 상품 구성이 달라 특정 상품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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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격을 조정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인플레이션율

<그림 10>

월별 조정빈도 및 근원인플레이션1)2)

이 낮은 수준일 경우 기업이 비용상승 등의 가격인상
요인을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미루다가 가격
조정시 한번에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 이번 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의 가격
조정행태 변화를 실증분석하여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기업 가격조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다.
물가 기초가격자료를 이용한 주요 해외 연구에 따
르면 인플레이션과 가격조정빈도는 대체로 양의 관

주: 1) 식
 료품·에너지제외 지수
2) 밝은색 점은 2019.1~9월을, 점선은 추세선을 표시
자료: 저자 계산, 통계청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Gagnon(2009)
은 멕시코의 1994~2002년 데이터를 이용해 분

<그림 11>

월별 조정폭 및 근원인플레이션1)2)

석한 결과 가격조정빈도가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기간(10~15% 미만)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인플
레이션율이 높은 기간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
을 발견하였다. Wulfsberg(2016)는 노르웨이의
1975~2004년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 인플레이션율
과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는 가격조정빈
도가 높아지나 조정폭은 작아지는 반면, 인플레이션
율이 낮은 기간에는 조정폭이 커지고 조정빈도는 하
락함을 발견하였다. Klenow·Kryvtsov(2008)
및 Nakamura·Steinsson(2008)은 미국의

주: 1) 식
 료품·에너지제외 지수
2) 점선은 추세선을 표시
자료: 저자 계산, 통계청

1988~2005년 데이터를, Dhyne et al.(2006)은
유로지역 10개 국가의 1996~2001년 데이터를 이용
한 결과 가격인상빈도가 인플레이션과 양의 상관관계
19)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앞 장에서 도출된 월별 가격조정
빈도·조정폭과 근원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를 <그림

10> 및 <그림 11>을 통해 살펴보았다. 식료품·에너
지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월별 가격조정빈
도와 양(+)의 관계를, 인상률 및 인하율과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미국과

유로지역 데이터는 해당기간 중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어 Gagnon(2009), Wulfsberg(2016)가 지적하였듯이 멕시
코와 노르웨이 데이터와 달리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가격조정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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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지막주 가격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전

2. 실증분석

종속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은 일시적

이번 절에서는 가격조정행태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인 세일 등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 변수로 해당 월에 인

실증분석한다.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유통업체에 따라

상조정과 인하조정이 동시에 실시된 경우 1의 값을 가

가격조정행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반영·통제하기

지며 그밖의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

위해 상품가격 조정빈도와 조정폭을 유통업체별로 도출

제변수들로 구성된 벡터로 상품 품목 더미, 제조업체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4사, 체인

더미, 유통업체 더미, 연도 더미, 월 더미와 조사특이

슈퍼마켓 3사, 백화점 4사, 편의점 3사, 전통시장의 총

월(2018년 1~2월) 더미 변수를 포함한다.21) 품목,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통업체별 상품가격은 지역

제조업체, 유통업체 더미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품목

20)

별 점포의 가격 중위값을 이용하였다.

가격조정빈도

에 대한 분석모형은 다음의 식 (8)과 같다.

는 그밖의 통

간, 제조사 및 유통업체 간 가격조정빈도의 차이를 통
제하였다.22)
분석모형은 종속변수인 가격조정빈도가 0과 1 사
이의 값

(8)

만을 가지므로 Papke·Woo-

ldridge(1996)의 비율로짓(fractional response
log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는 t월 유통업체 r의 상품 i 가격조정

빈도(또는 인상·인하 빈도)이며 주요 설명변수

<표 6>은 인상빈도, 인하빈도 및 전체 조정빈도 각

는

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전년동월대비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제외)

인상빈도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기준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사용하였다.

인상빈도 더미 변수와의 교차항 계수

는 기준가

가 유의한 양

격 기준 가격조정빈도(또는 인상·인하 빈도)에 대한 더

의 값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 자체의 계수

미 변수로 해당 월에 기준가격 조정빈도가 0보다 큰 경

도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교차항 계수

우 1의 값을, 기준가격 조정빈도가 없는 경우 0의 값을

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기준가격이 인상조정된

가진다.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 가격조정빈도가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준가격조정 더미 변수와 인플레이션율과의 교
차항을 포함하였다. 가격조정이 전주대비 가격변동으
로 정의됨에 따라 해당 월 첫 주의 가격조정은 전월 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원인플레이션율
이 인상빈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인

하빈도의 경우 인플레이션율 자체 계수

이 모든 물

가지표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교차항의

20) 전통시장의 경우 지역별 35개 전통시장의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21) 150개 상품의 품목은 83개, 제조사는 57개이므로 상품 품목 더미는 82개, 제조사는 56개의 더미 변수가 생성된다.
22) 추정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한 표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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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인하빈도에

때 인상빈도는 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치는 영향은 기준가격의 인하조정 여부와는 관계가

인하빈도는 전 물가지표에서 유의하였으며 인플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빈도에 대한 결과도

션 1%p 상승에 0.3~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인하빈도와 유사하게

났다. 인상과 인하빈도의 합계는 근원인플레이션만이

계수

였으나,

은 모든 물가지표에서 유의하

는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유의하였는데 물가 1%p 상승에 1.1%p 상승하였다.

않은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음
의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격조정폭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최소
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조정빈도와 유사한 모형식

비율로짓 모형은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

으로 추정하였다. 식 (8)과의 차이는 1개월 전 조정

모형과 마찬가지로 비선형 모형이어서 회귀계수 자체

폭이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점이다.23) <표 8>은 추정

를 설명변수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 증가분으로 해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 인하율에

할 수 없으므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로 환산

서

하여야 한다.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표

가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기

7>과 같다. 인상빈도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이 유의

준가격 인하조정이 있었던 경우 단위 조정당 인하율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원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 줄어듦을 나타낸다. 소비자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인상률도 계수

가격조정빈도 비율로짓 모형 추정결과1)2)3)

<표 6>

근원인플레이션 (식료품·에너지 제외)
인상
인하
전체
0.154***

0.133**

0.165***

0.159***

0.004

0.037

0.019

0.254***

0.060

-0.055

1.462***

2.094***

인상
0.017
-0.048
0.316***
-0.056

0.365***

2.095***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하
0.062**
-0.021
0.284***

관측치 수

Pseudo

2.384***

2.944***

2.328***

0.362***

2.384***

2.943***

100,278

100,278

100,278

100,278

100,278

100,278

0.262

0.263

0.370

0.261

0.263

0.370

23) 이전

월에 가격조정이 없는 경우 1개월 전 조정폭은 결측치가 됨에 따라 분석가능한 표본 수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였다.
논고

0.193***

1.523***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품목,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도, 월 및 특이월 더미는 지면관계상 생략
3) 오차항 분산의 이질성을 고려한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robust standard error)
4) 기준가격조정 더미 변수는 종속변수와 동일한 빈도(인상·인하·전체) 구분을 사용, 즉 종속변수가 인상(인하/전체)빈도일 경우

28

0.043**
-0.065*

1.461***

1.525***
2.330***

전체

는 기준가격 인상(인하/전체)빈도를 의미

가격조정빈도 비율로짓 모형 한계효과1)2)3)

<표 7>

인상

근원인플레이션 (식료품·에너지제외)
인하
전체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하

전체

0.008***

0.006**

0.011***

0.000

0.003**

0.002

0.012***

0.011***

0.008***

0.012***

0.011***

0.007***

-0.002
0.093***

0.064***

-0.002

0.016***

0.093***

0.064***
0.016***

0.096***
0.103***
관측치 수

100,278

0.104***

0.185***

100,278

100,278

0.096***
0.103***
100,278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품목,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도, 월 및 특이월 더미는 지면관계상 생략
3) 오차항 분산의 이질성을 고려한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robust standard error)
4) 기준가격조정 더미 변수는 종속변수와 동일한 빈도(인상·인하·전체) 구분을 사용, 즉 종속변수가 인상(인하/전체)빈도일 경우

<표 8>

100,278

는 기준가격 인상(인하/전체)빈도를 의미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가격인하조정시에는 인플

소비자물가 상승률
4)

인상률

인하율

-1.270

-0.147

0.215

0.259

-1.254

-0.813*

1.133

0.036

0.042

-0.851

-1.256**

2.357

adj.

100,278

0.185***

가격조정폭 OLS 모형 추정결과1)2)3)
근원인플레이션
(식료품·에너지 제외)
인상률
인하율4)

관측치 수

0.104***

레이션율이 높아질 때 조정빈도가 높아졌으나 인하율
은 기준가격조정시에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앞선 <그림 11>에서 인상률과 인하율 모두 근원인플

2.150*** 1.109***

2.169*** 1.112***

레이션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18,583

17,997

18,583

17,997

데 이는 인상률 및 인하율이 각각 인상빈도 및 인하빈

0.327

0.401

0.327

0.401

주: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품목, 제조업체, 유통업체, 연도, 월 및 특이월 더미는 지면관계상 생략
3) 오차항 분산의 이질성을 고려한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robust standard error)
4) 인하율은 절대값 기준
5) 기준가격조정
더미 변수(
)는 종속변수가 인상률일 경우는 기준가격 인상빈도

를, 인하율일 경우는 기준가격 인하빈도를 의미

도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어 인플레이션과도 간접적으
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25) 즉 인
플레이션율이 높아질 때 기업들은 가격조정빈도를 높
이는 반면 각 조정당 조정폭은 줄이는 경향이 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물가 상황이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영향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가

을 미친다는 점은 경기와 물가간 관계의 변화가 진행

격인상조정시에 조정빈도를 높였으나 인상률에는 별

되고 있을 가능성을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

24)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가격인하조정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날 것이므로 직관적으로 인하조정빈도와 인하율은 인플레이션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 해외사례에서도 인하조
정빈도는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없거나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결과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가격 인하조정빈도 더미 변수 교차항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반
면 인하율이 기준가격조정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전체 인하조정빈도가 기준가격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상승하는 것은 인플
레이션 수준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변동성도 높아져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세일이 자주 시행된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평균 2% 미만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해외사례와 같이 일반화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5) 인상률과 인하율을 각각 인상, 인하빈도와 세일 더미 변수 및 기타 통제 더미 벡터를 설명변수로 하여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 인상률에는 인상빈도가, 인
하율에는 인하빈도가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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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격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저인플레이션 상황일수록

경직성 상승은 경기상황 변화가 물가에 반영되는 정

기업이 비용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을 가격에 곧바로

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소위 필립스곡선

반영하지 않고 미루다가 가격조정시에는 큰 폭으로 조

(Phillips Curve) 평탄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

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물가상황이

고 있다(Davig, 2016; Costain et al., 2019).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기상
황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등 경기와

Ⅴ.맺음말

물가간 관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미시적
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의 분

2014.1월부터 2019.9월까지 150개 상품의 주간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가격조정행
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가격조
정빈도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9
년 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조정빈도를 인상·인
하 빈도로 구분할 경우 두 빈도가 유사한 수준을 보여
가격인상뿐만 아니라 일시적 할인 등 가격인하 조정도
빈번하였다. 둘째,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평균 가격
인상률 및 인하율은 조정빈도와는 달리 확대되는 추이
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최근에 과거보다 큰 폭으로
가격을 조정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상품가격 상승률
을 조정빈도와 조정폭의 기여도로 분해한 결과, 2017
년 이후 상품가격 상승률은 조정폭보다 조정빈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플레이
션 수준에 따른 기업 가격조정행태를 실증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때 기업들은 가격조정빈도를
낮추는 반면 각 조정당 조정폭은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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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데이터의 제약으로 일부 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므
로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서
비스업종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격자료의 확충을 통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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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필품 가격데이터 개요

가격데이터 관측치(2014.1~2019.9월중)
구

분

개

수

가격 조사대상 총주수(week)

2781)

150개 상품의 가격 총관측치수

14,265,251

상품당 주별 가격 평균관측치수

3422)
1,4583)

조사대상 총판매업소수

주: 1) 분석기간 월력상 주수인 300주의 93%
2) 2018.2월 이후 급격히 증가, 2014.1~2018.1월 평균 191개 → 2018.2~2019.9월 평균 721개
3) 대형마트
4사, 슈퍼마켓 3사, 백화점 4사, 편의점 3사, 전통시장으로 구분되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은 각각 414, 970, 36개 지역별 점포를, 전통시장은 지역별 35개 시장을 포함

하며 편의점은 본사 기준

150개 상품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중치
(%, 개)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기타상품 및
서비스

합계

5.1

0.5

0.01

0.2

0.3

1.2

7.3

(해당품목수)

(58)

(3)

(1)

(9)

(3)

(9)

(83)

조사대상 상품수

109

9

3

11

3

15

150

CPI 가중치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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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율로짓 및 OLS 모형 변수

변 수 명

변 수 정 의

<종속변수>
•비율로짓 모형

•

가격조정빈도, 0과 1 사이의 비율 값(

)

가격인상빈도, 0과 1 사이의 비율 값(

)

가격인하빈도, 0과 1 사이의 비율 값(

)

모형
가격 인상률
가격 인하율

<설명변수>
전년동월대비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제외)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가격 조정빈도(또는 인상·인하 빈도)가 0보다 큰 경우 1의 값을, 0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
인상빈도와 인하빈도가 모두 0보다 큰 경우(
0의 값을 갖는 세일 여부 더미 변수

> 0,

> 0)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 통제변수
82개 품목별 더미 변수(총 83개 품목)
56개 제조사별 더미 변수(총 57개 제조사)
14개 유통업체별 더미 변수(총 15개 유통업체)
기준년 제외 5개년 연도 더미
기준월 제외 11개월 월 더미
조사특이월 더미 변수로 2018년 1~2월인 경우 1의 값을, 나머지 월은 0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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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