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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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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 김형식 · 이정익

1)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시 느끼는 물가 움직임은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구조에 따
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개념적으로 일반 소비
자들이 느끼는 물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
료(2010년 이후)를 이용하여 시산해보고, 동 지수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과 얼마나 괴
리를 보이는지, 소득이나 연령계층별로는 상승률 격차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행 공식 CPI는 품목별 가격지수를 해당 품목이 가계부문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으로 가중한 지수인 반면, 가구균등 물가지수는 개별가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을 단순평균한 값을 품목별 가중치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산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2011~2012년에는 소득수준이 하위 50%
에 속하거나 가구주 연령이 60~70대인 가구의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이 공식 소비자물
가 상승률에 비해 연평균 0.3~0.7%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이 2011년 이후 최대 3%p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구그룹간 물가인식이 국
면에 따라 상당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
진 2013년 하반 이후 가구주 연령이 20~30대인 그룹의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은 물론, 여타 연령 그룹의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며, 이는 전세 등 주거비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큰
동 그룹에 있어 높은 주거비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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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서 느끼는 물가 움직임은 공식 물가동향과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구조에 따라 물가는 달리 관찰되거
나 인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가을과 같이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때에는 이에 대한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주 그룹의 경
우 공식적인 물가지표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물가상승률과 공식 물가상승률간에 차이가 발생하
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물가지수 대상품목의 선정 및 가중치 선택 등과
같은 물가지수의 산정방식에도 일부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통계청에서 도시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1/10,000을 넘는 481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다음, 각 품목이 도시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구하는
지출액가중 지수이다.1) 따라서 동 지수는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가
구의 소비지출구조를 더 크게 반영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
들의 생활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비(cost of living) 지수로서의 대표성
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Prais

(1959)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출액가중

물가지수를

금권적

(Plutocratic) CPI라 명명하고 이와는 달리 각 가구별 지출구조에 동등한 가중치
를 부여하는 지수인 가구균등 물가지수(Democratic CPI)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
였다.2)
한편 Handbury et. al (2013)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표하는 CPI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로 지수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표본추출 방식의 오류
를 지적하였다. 즉,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를 산정하려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
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가격상승률을 평균할 때에도 보다 정확한 가중치를 사
용함으로써 각종 편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8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매월 전수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 통계청은 매 0, 2, 5 및 7로 끝나는 연도에 가중치를 개편하기로 하고, 2013년말에 2012년 기준 가중
치를 적용한 물가지수를 공표하였다.
2) 가계부문 전체의 품목별 지출액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는 Plutocratic 방식은 가구당 지출구조에 동일
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Democratic 방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1보다 낮은 필수재(necessities)의 가중
치는 작게, 1보다 높은 사치재(luxuries)의 가중치는 크게 부여함으로써 고소득가구의 소비패턴이 더
많이 반영되는 편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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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공식 소비자물가와 차이가 나
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출액가중 물가지수
(이하 P-CPI로 지칭) 대신 통계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균등 물
가지수(이하 D-CPI로 지칭)를 시산하고 동 지수의 상승률을 공식 물가지수 상
승률 추이와 비교·검토하는 한편,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을 소득분위별 또
는 가구주 연령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가구 그
룹별 물가상승률 간에 때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다. 아울러 이를 통해 유용한 거시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지수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은 여러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에 상원 금융위원회(U.S.

Senate

Finance

Committee)의 요구에 의해 Boskin et al. (1996)이 생계비 지수 산정과 관련된
보고서(일명 Boskin 보고서)를 작성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계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계비 지수 산정에 있으
며, 생계비 계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연금제도, 재정, 국가부채
등의 전망에 오류를 가져와 소득계층간, 세대간 부의 재분배는 물론, 궁극적으
로는 경제성장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에 따르면 1973~1995년 중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1%p 과대
평가되었는데, 정부 재정전망이 이에 기초할 경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8년
에는 재정적자가 2,000억 달러 이상 더 발생하고 정부부채는 1.1조 달러나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중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0.7~0.8%p, GDP 성장률은 연평균 0.4~0.5%p 과소평가되게 된다(Boskin et al.,
1997).
이들의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준년 고정 라스파이레스 방식의 소
비자물가지수가 내포한 편의3)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어 이를 보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이들의 보고서는 소득하위계층, 고령가구 등 특정
3) 상대가격이 낮아진 상품으로 수요가 대체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substitution bias), 상품의
질적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quality change bias), 할인점이나 할인기간을 이용한 구매를 반영
하지 못하는 편의(outlet substitution bias), 신상품이 물가지수 대상품목에서 누락되는 편의(new
product bias) 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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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생계비 지수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행 CPI와 같이 가계부문의 총지출액을 가중치로 평균한 지수는 나라 전체
의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그 품목의 가격변화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므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추이를 파악하
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 구조가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는 그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출액가중 CPI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품목별 가중치가 영국
의 경우에는 가계소비지출 분포상 71분위 가계의 지출구조(Muellbauer, 1974)를
나타내며, 미국의 경우에는 75분위 가계의 지출구조와 근접(Deaton, 1998)하는
등 중상위계층의 지출구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러한 대표성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방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
지이다. 첫째는 가계소득, 가구주 연령 등 전체 소비자를 그룹별로 분류한 다음
이들 하위그룹별 지출구조를 반영하여 그룹별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물가지수와 은퇴고령인구 물
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고, 홍콩의 경우 가계지출규모별로 하위 50퍼센트,
중위 30퍼센트, 차상위 10퍼센트의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그룹별 CPI를
보조지표로 발표하고 있다.5) 한편 이들 그룹별 지수는 품목별 가중치를 소득그
룹별로 구하여 물가지수를 산정하기는 하나, 각 소득분위 내에서는 총지출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 CPI지표의 대표성 편의 문제를 여전히 내
포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가계부문 전체의 지출액 비중 대신 가구별 지출비중을 단순
평균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가구균등 물가지수이다.
D-CPI와 공식 CPI 또는 P-CPI의 산출방식6)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두 지수 모두 품목별 가격지수(  )에 가중치(   )를 곱하여 전체 평균을 구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
의 경우 개별가구의 품목별 지출비중을 단순평균한 값을 가중치(   )로 사용하
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상위계층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나, 자료의 미비로 해당 소득분위를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5) <부록 A: 해외사례>를 참조하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를 발표하지는 않으나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 및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와 채소류, 과일
류, 생선류 등을 묶은 신선식품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6) 본고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 P-CPI는 현행 공식 CPI와 개념상 같으나, 사용된
가계지출자료의 차이로 인해 양자간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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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비해, 후자는 전체 가구의 해당품목에 대한 지출이 총지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가중치(   )로 사용한다.

D-CPI 




P-CPI 




      









    







 









단,  는 총가구수,  는 가구  의 품목  에 대한 지출,  는 가구  의 총소비
지출,  는 가계부문 전체의 총소비지출을 의미한다.
공식 CPI 또는 P-CPI와 D-CPI간의 상승률 격차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국
가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표 1> 참조). 이들 연구결과를 보면 동 격차의 평
균 크기(절대값 기준) 및 부호는 국가별,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 크기 면에서는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의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분석기간
이 각기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P-CPI와 D-CPI간 상승률 격차가 절대값 기준으
로 연평균 0.3~0.4%p 정도이고, 마이너스 격차(P-CPI 상승률 < D-CPI 상승률)
가 플러스 격차보다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마이너스 격차가 플러스
격차보다 더 크다는 것은 D-CPI가 P-CPI 또는 공식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때의
양자간 차이가 하회할 때에 비해 더 커지는 비대칭성이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D-CPI 상승률이 P-CPI 상승률을 상회하는 물가상승기에 저소득 계층의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장인성(2012)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피셔지수를 이용
하여 소득 10분위별 물가상승률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계층간 물가상승률
격차가 연평균 –0.1~0.3%p이고 대체로 소득하위계층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
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그룹별 지출구조를 이용한 D-CPI를 시산하고
공식 CPI와의 상승률 격차를 구한 결과, 동 격차가 1991년 2분기~2011년 2분
기 중 연평균 –0.03~0.01%p에 불과함을 밝혔다. 그러나 동 연구는 D-CPI를 시
산할 때 가구균등치를 적용하지 않은 데다, 5년 단위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
함으로써 마이너스 격차와 플러스 격차가 서로 상쇄되어 공식 CPI와 D-CPI 상
승률간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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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Results on the Increase Rate Gap between Official CPI or
P-CPI, and D-CPI

U.S.

U.K.

Italy

Spain

• Researcher

Kokoski (2003)

• Analysis period

1987-1997

• Growth rate
gap

P-CPI vs. D-CPI

• Main results

- The annual average of absolute value is 0.3%p (Max:
–0.6%p in 1990).
- The (-) gap (5-year average: –0.33%p) is bigger than
the (+) gap (5-year average: 0.22%p).

• Researchers

Crawford and Smith (2002)

• Analysis period

1976-2000

• Growth rate
gap

P-CPI vs. D-CPI

• Main results

- The annual average of absolute value is 0.33% p
(0.26%p since the 1990s, Max: –0.6%p in 1999).
- The (-) gap since the 1990s (average: –0.34%p) is
bigger than the (+) gap (average: 0.19%p).

• Researchers

Cepparulo et al. (2010)

• Analysis period

1998-2007

• Growth rate
gap

P-CPI vs. D-CPI

• Main results

- The annual average of absolute value is 0.43%p (Max:
–1.05%p in 2000).
- The (-) gaps during most of the period (except for
1998 and 2002).

• Researchers

Izquierdo et al. (2003)

• Analysis period

1992-1997

• Growth rate
gap

Official CPI vs. D-CPI

• Main results

- The annual average of absolute value is 0.1%p.
- The (+) gaps are more frequent and the absolute
values are bigger than the (-)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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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가구균등 물가지수(D-CPI)
시산 결과
본고는 공식 소비자물가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간에 차이가 나는 주
요 요인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물가지수 산정방식에 주목하여, 통계청에서 매분
기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를 기초로 D-CPI를 시산하고 동 지수의
상승률을 공식 CPI 상승률과 비교해 보았다. 분석에 이용한 가계동향조사의 표
본크기는 매분기 8,000가구 내외인데, 동 조사의 지출 서베이 대상인 392개 품목
을 소비자물가의 조사대상인 481개 품목에 매칭시킨 후 가구별로 481개 품목별
지출 가중치를 구한 뒤 이를 단순평균하여 D-CPI를 시산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2010년 1분기 이후로 한정하였다.
또한 분기별로 가구별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D-CPI를 연쇄 라스파이레스 방
식7)으로 산출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P-CPI도 연쇄지수로 산출하였다.8) 이하 별
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식 CPI 이외에 모든 물가지수는 연쇄 방식으로 산출하
였음을 밝혀 둔다.
시산 결과 2011~2012년 중 P-CPI와 D-CPI 간 상승률 격차가 연평균 –0.2%p
정도로 D-CPI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 하반기 이후
에는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P-CPI와 D-CPI 상승률간 마
이너스 격차가 작아지다가 2013년 3분기 들어서는 플러스 격차로 전환되었다
(<표 2> 참조). 이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기간에는 D-CPI가 P-CPI보다 더 빠르
게 높아진 반면, 물가상승세 둔화가 본격화된 시기에는 반대로 전자의 상승세
가 후자를 하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D-CPI와 P-CPI 상승률을 소득계층 및 가구주 연령
별로 보다 세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앞서 <표 2>에서 보인 대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기간에는 D-CPI의 상승률이 공식 CPI나 P-CPI 상승률을 상회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기간에는 D-CPI의 상승률이 공식 CPI나 P-CPI 상승률을 하회
하는 모습은 소득계층별 또는 가구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대체로 공
7) 현행 고정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을 산출하는
데 비해 본고에서는 매분기 가중치를 갱신하여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였다.
8) 공식 CPI도 총지출액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P-CPI의 일종이나, 공식 CPI가 기준년 고정 라스
파이레스 방식인 반면, 본고에서 논의하는 P-CPI는 가중치가 매분기 달라지는 연쇄 라스파이레스 방
식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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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그룹별로 각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를 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Table 2> Trend of the Increase Rate Gap between P-CPI and D-CPI
(%, %p, year on year)

P-CPI

11.1/4

2/4

3/4

4/4

12.1/4

2/4

3/4

4/4

3.57

3.89

4.42

3.86

3.12

2.22

1.28

1.45

D-CPI

3.92

4.04

4.80

3.80

3.33

2.42

1.61

1.59

Gap

-0.35

-0.15

-0.38

0.06

-0.21

-0.20

-0.33

-0.14

13.1/4

2/4

3/4

4/4

14.1/4

2/4

3/4

4/4

P-CPI

1.09

1.03

1.05

0.93

1.49

1.71

1.01

1.01

D-CPI

1.17

1.04

0.84

0.66

1.50

1.56

0.74

0.91

Gap

-0.08

-0.01

0.21

0.27

-0.01

0.15

0.27

0.10

Sources: The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s calculations

<Figure 1>

Increase Rate of CPIs by Income Bracket
(Increase Rate of D-CPI)1),2)

(Increase Rate of P-CP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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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Rate Gap3) between D-CPI and P-CPI1))

Notes: 1) P-CPI and D-CPI refer to plutocratic and democratic consumer price indexes,
respectively, which are calculated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All of the
inflation rates except for the official CPI are based on the chain-Laspeyres index.
2) PI and DI represent P-CPI and D-CPI, respectively, 50%, 30%, and 20% indicate
the bottom 50%, the median 30%, and the upper 20% of income distribution,
respectively.
3) The value earned by subtracting the Increase rate of P-CPI from that of D-CPI
Sources: The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s calculations

먼저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기준 하위그룹간 물가상승률 격차는 D-CPI의
경우 P-CPI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가구균등 지수 방식이 지출액가중 방식에
비해 소득계층별 물가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그림 1>의 첫째
및 둘째 패널). 특히 소득이 낮은 하위 50% 그룹의 경우 D-CPI와 P-CPI 상승
률간 격차가 다른 그룹에 비해 다소 큰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1>의 셋째 패
널).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평균적으로 느끼는 물가와 공식물가간 괴리
가 중상위 소득그룹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괴리
감은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9)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본 물가지수별 상승률의 주요 특징은 다음
과 같다.10) 먼저 소득계층별로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D-CPI의 경우 P-CPI
에 비해 연령그룹간 상승률 편차가 더 크며, 하위그룹간 D-CPI 상승률의 차이
9) D-CPI와 P-CPI간 상승률 격차를 일반가구들이 느끼는 물가와 공식물가간 상승률 격차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D-CPI를 공식 CPI와 직접 비교하는 경우 가중방식의 차이 외에도 추
가적인 편의, 즉 가중치의 고정 여부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 시산한 P-CPI는
D-CPI와 마찬가지로 연쇄 라이파이레스 지수로서 가중치가 매기 달라지는 것은 동일하나, 기본적으
로 지출액가중 지수라는 점에서는 공식 CPI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하위그룹별 P-CPI와 D-CPI간
상승률 격차는 공식물가와 일반가구들이 체감하는 물가간 상승률 격차 중에서 가중치 산정방식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0) 가계동향조사 샘플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40대 가구 비중은 2000년대초 63%에서
2013년에 46%로 하락한 반면, 50~60대 가구 비중은 동 기간 중 26%에서 38%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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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에 따라 최대 3%p에 달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의 첫째
및 둘째 패널). 60~70대 가구주 그룹의 물가지수는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
았던 2011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였고,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
던 2012년 하반 이후 다른 연령대의 경우에 비해 천천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가구
주 그룹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둔화되
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육료·급식비·납입금 지원 등 복
지지출 확대의 혜택이 주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4/4분기 이후에는 20~30대 가구주 그룹의 D-CPI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이나 여타 연령 그룹의 D-CPI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최근 체감물
가와 공식물가간 괴리감은 주로 이들 연령그룹에서 느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40~50대 가구주 그룹의 물가상승률은 두 가지 지표 모두 공식
CPI 상승률 추이와 비슷한데 이는 동 연령대 그룹의 가구균등 가중치가 공식
CPI 가중치와 유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의 셋째 패널에서 보이듯이 D-CPI와 P-CPI의 상승률 격차를 연령
그룹별로 보면 60~70대 가구주 그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들 그룹의 경우 평균적으로 느끼는 물가와 공식물가간 괴리가 다른 연령그룹
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동 괴리감은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11) 가구주가 20대인 경우에는 다른 하위그룹과는 달리 물
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기간에도 D-CPI 상승률이 P-CPI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동 그룹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낮은 기간에도 평균적으
로 느끼는 물가가 공식물가에 비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1) 각주 9)에서 설명한 대로 하위그룹별 P-CPI와 D-CPI간 상승률 격차는 공식물가와 일반가구들이 체
감하는 물가간 상승률 격차 중에서 가중치 산정방식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11~2012년 기간 중 60~70대 가구주 그룹의 D-CPI 상승률은 공식 CPI 상승률을 연평균 0.7%p 상
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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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crease Rate of CPIs by Householder Age
1),2)

(D-CPI)

(P-CPI)1),2)

(The Increase Rate gap3) between D-CPI and P-CPI1))

Notes: 1) P-CPI and D-CPI refer to plutocratic and democratic consumer price indexes,
respectively, which are calculated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All of the
inflation rates except for the official CPI are based on the chain-Laspeyres index.
2) PI and DI represent P-CPI and D-CPI, respectively. People in their 30s to 70s are
householders.
3) The value earned by subtracting the Increase rate of P-CPI from that of D-CPI
Sources: The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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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득분위 및 가구주 연령대별 D-CPI 상승률
격차 발생 원인
이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여 크게 높았던 2011년12)
과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13)로 나누어 그룹별로 D-CPI 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2011년
2011년의 물가상승기에는 소득하위 50% 가구 및 60~70대 가구주 그룹의 물
가상승률이 타 그룹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
은 석유류, 농축산물, 집세,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동 시기의 전체 소비자물가
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기한 소득
및 연령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3>에 정리한 것과 같이 2011년도에 물가상승을 주도한 품목들을 보면
공식 CPI의 경우 휘발유, 돼지고기, 전세, 경유, 도시가스 순이었으며, 소득하위
50% 그룹의 D-CPI의 경우 등유, 돼지고기, 고춧가루, 전세, 휘발유 등의 순이
었다. 한편, 60대 가구주 그룹의 D-CPI의 경우 돼지고기, 고춧가루, 휘발유, 마
늘, 쌀 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은 이들 품목 중에서 소득 및 연령대 그룹별로 물가상승률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농축수산물, 집세, 및 전기․수도․가스의 가중치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하위 50% 그룹 및 60~70대 가구주 그
룹의 해당 품목 가중치가 공식 CPI는 물론 타 그룹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12) 2011년 중 분기별 CPI 상승률은 각각 3.84%, 4.02%, 4.28%, 3.96%를 기록하였다.
13) 2012년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분기별 CPI 상승률은 각각 1.64%, 1.72%, 1.56%, 1.22%,
1.36%, 1.07%, 1.13%, 1.60%, 1.38%, 0.98%로 크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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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fficial CPI

D-CPI
(The bottom
50%)

D-CPI
(Householders
in their 60s)

Top 5 Items in the (+) Contribution to Inflation Rate in 2011
No.1

No.2

No.3

No.4

No.5

2011Q1

Gasoline

Pork

Jeonse

Diesel

City gas

2011Q2

Gasoline

Pork

Jeonse

Diesel

City gas

2011Q3

Gasoline

Jeonse

Pork

Diesel

City gas

2011Q4

Gasoline

Jeonse

City gas

Diesel

Red pepper
powder

2011Q1

Kerosene

Pork

Jeonse

Gasoline

City gas

2011Q2

Pork

Jeonse

Gasoline

Garlic

City gas

2011Q3

Red pepper
powder

Pork

Jeonse

Gasoline

Diesel

2011Q4

Red pepper
powder

Jeonse

Rice

Kerosene

Gasoline

2011Q1

Pork

Gasoline

Kerosene

City gas

Apple

2011Q2

Pork

Garlic

Gasoline

Jeonse

City gas

2011Q3

Red pepper
powder

Pork

Gasoline

Jeonse

Rice

2011Q4

Red pepper
powder

Rice

Gasoline

Kerosene

Jeonse

Notes: Top 5 items that contribute most to quarterly inflation in 2011 among 481 items.
Contribution by item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inflation rate by item and weighted
value by item.

<Figure 3>

Weighted Values of Top Items in the (+) Contribution to
Inflation Rate in 2011 (D-CPI)
(By income distribution)

Weighted Value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eighted Values of
Housing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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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useholder age)
Weighted Value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eighted Values of
Electric⋅Water⋅Gas

2. 2012년 이후
2012년 들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물가
안정목표의 하한선14)을 하회하였다. 동 연도에 CPI 상승률의 가파른 둔화를 주
도한 품목은 주로 이동전화료, 보육시설이용료, 학교급식비, 교육기관 납입금,
농축산물, 휘발유, 조제약 등이었다. 특히 농축산물, 조제약 등의 가격 하락은
소득 하위 50% 및 60~70대 고령가구주 그룹의 물가 상승세 둔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표 4>에 정리한 것과 같이 2012년도 이후에 물가상승세 둔화를 주도한 품
목들은 공식 CPI의 경우 이동전화료, 돼지고기, 휘발유, 고춧가루, 보육시설이
용료, 학교급식비, 유치원 납입금 등이었으며, 소득하위 50% 그룹의 D-CPI의
경우 파, 보육시설이용료, 돼지고기, 휘발유, 고춧가루, 이동전화료, 조제약 등
이었다. 한편, 60대 가구주 그룹의 D-CPI의 경우 파, 돼지고기, 휘발유, 고춧가
루, 조제약, 이동전화료 등이 물가상승세 둔화를 주도하였다.15)
저소득 및 고령 가구주 그룹의 경우 2012년 3분기까지 여타 그룹에 비해 물
가상승률이 비교적 더디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 중 물가상승세 둔화를
주도한 보육료·급식비·납입금의 지출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았던 데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들 세 가지 복지지출 관련 품목의 지출비중이

14)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2010~2012년 기간 중 2~4%로, 2013~2015년 기간 중 2.5~3.5%로 설정
하였다.
15) <부록 B> “기여도 상위 품목별 소비지출비중(연쇄가중치) 및 가격상승률”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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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았던 30대 가구주 그룹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다른 연령대에 비
해 특히 가팔랐는데,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 1분기 동안 보육료·급식비·납입
금의 30대 가구주 그룹의 D-CPI 물가상승률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는 –1.1
~ –1.6%p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op 5 Items in the (-) Contribution to Inflation Rate from
2012 to 2014
No.1

No.2

No.3

No.4

No.5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Red pepper
powder

Mid-size
passenger car

Pork

Red pepper powder

Tangerine

Dental charges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Childcare service
charges

Diesel

Dental charges

Red pepper powder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Dental charges

2014Q2 Red pepper powder Cabbage

Gasoline

Onion

Dental charges

2014Q3 Gasoline

Diesel

Watermelon

Red pepper powder

2014Q4 Gasoline

Diesel

Watermelon

2012Q1 Scallion

Mobile phone
charge

Beef (Korean)

Cabbage
LPG
(for vehicles)
School meal
fees

2012Q1
2012Q2
2012Q3
2012Q4

Mobile phone
charges
Mobile phone
charges
Mobile phone
charges
Mobile phone
charges

2013Q1 Pork
Official 2013Q2 Gasoline
CPI

2013Q3 Red pepper powder
2013Q4 Gasoline

2014Q1 Gasoline

Childcare
charges
Childcare
charges
Childcare
charges
Childcare
charges
Childcare
charges

Diesel

service School meal

fees

service School meal

fees
service School meal
fees
service School meal
fees

service Prescription
medicine
Enrollment costs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Red pepper powder

Cabbage

Childcare service
Pork
2012Q2
charges
Childcare service
Pork
2012Q3
charges
Childcare service
Pork
2012Q4
charges
Prescription
2013Q1 Pork
medicine
D-CPI

(for kindergarten)

Prescription
medicine
Prescription
medicine
Prescription
medicine
Childcare service
charges

Pork
Oriental melon
(The 2013Q2 Gasoline
Childcare service
Bottom
Scallion
2013Q3 Red pepper powder
charge
50%)
Scallion
2013Q4 Red pepper powder Cabbage

Mobile phone
charges
Mobile phone
charges

Enrollment costs
(for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costs
(for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costs
(for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TV
Cabbage
School meal fees
School meal fees

Red pepper
powder

School meal fees

Tangerine

Strawberry

Potato
Diesel
Passenger ship
Dental charges
fares
Radish
Gasoline

2014Q1 Scallion

Gasoline

Pear

Cabbage

Carrot

2014Q2 Onion

Garlic

Cabbage

Scallion

Gasoline

2014Q3 Red pepper powder Watermelon

Grape

Gasoline

Pear

2014Q4 Gasoline

Diesel

Cabbage

Bean

Kerosene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D-CPI
(House

147

2012Q1 Scallion

Beef (Korean)

Mobile phone
charges

Cabbage

Pork

2012Q2 Pork

Prescription
medicine

Mobile phone
charges

Garlic

School meal fees

2012Q3 Pork

Prescription
medicine

Mobile phone
charges

Radish

School meal fees

2012Q4 Pork

Prescription
medicine

Red pepper powder

Mobile phone
charge

Bean

2013Q1 Pork

Prescription
medicine

Tangerine

Strawberry

Car insurance costs

2013Q2 Gasoline

Oriental melon

Pork

Potato

Diesel

Scallion

Dental charges

Passenger ship
Garlic
fares

2013Q4 Red pepper powder Cabbage

Scallion

Radish

Gasoline

2014Q1 Scallion

Pear

Cabbage

Apple

Gasoline

2014Q2 Onion

Garlic

Cabbage

Gasoline

Scallion

2014Q3 Red pepper powder Watermelon

Grape

Gasoline

Pear

2014Q4 Gasoline

Cabbage

Persimmon

Bean

holders
in
2013Q3
their
60s)

Red pepper powder

Diesel

Notes: Top 5 items that contribute most to quarterly inflation in 2011 among 481 items.

Contribution by item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inflation rate by item and weighted
value by item.

<그림 4>은 이들 품목 중에서 소득 및 연령대 그룹별 물가상승률 격차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농축수산물, 보육시설이용료 및 유치원납입금의 가중치 추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농축수산물의 경우 소득 하위 50%
및 60~70대 가구주 그룹의 가중치가 공식 CPI는 물론 타 그룹에 비해서도 크
게 높은 반면 보육시설이용료 및 유치원납입금의 경우 소득 중위 30%와 특히
30대 가구주 그룹의 가중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들어 저소
득 및 고령 가구주 그룹의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은 이들 그룹의 지출비
중이 큰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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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eighed Values of Top Items in the (-) Contribution
to Inflation Rate Since 2012 (D-CPI)
(By income distribution)

Weighted Value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eighted Values of Childcare Service
Charges and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By householder age)
Weighted Value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eighted Values of Childcare Service
Charges and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한편 <그림 5>에서 보면 전기․수도․가스 가중치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50% 및 60~70대 가구주 그룹의 가중치가 타 그룹에 비
해서도 크게 높은 반면 전세의 경우 소득 하위 50%와 특히 30대 가구주 그룹
의 가중치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하반 이후 30대 가구주
그룹의 D-CPI 상승률이 여타 연령그룹은 물론, 공식 CPI상승률을 상회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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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그룹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큰 전세가의 높은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분
석된다.

<Figure 5>

Weighted Values of Jeonse and Electric⋅Water⋅Gas
Since 2012 (D-CPI)
(By income distribution)

Weighted Values of Electric․Water․Gas

Weighted Values of Jeonse

(By householder age)
Weighted Values of Electric․Water․Gas

Weighted Values of 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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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서 느끼는 물가 움직임은 공식 물가동향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구조에 따라서 물가는 달리 관찰되거
나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통계청의 가
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시산해보고, 동 지수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과 얼마나 괴리를 보이는지, 소득이나 연령계층별로는 상승률 격차가 어
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득계층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 그룹으로 세분하여 물가지수를 시산하여 살
펴본 결과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주 그룹의
D-CPI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2012
년 기간중 그 차이는 연평균 0.3~0.7%p에 달했던 것으로 시산되었다. 소득수
준, 가구주 연령 등 가구 특성별로 D-CPI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가
구주 연령그룹별로 물가상승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크기는 최대
3%p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진 2013년 하반
이후 가구주 연령이 20~30대인 그룹의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은 물론, 여타 연령 그룹의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
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며, 이는 전세 등 주거비의 가중
치가 상대적으로 큰 동 그룹에 있어 높은 주거비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소비자물가
지수와 같이 가계부문의 총지출액을 가중치로 평균한 지출액가중 물가지수가
더 적합하겠으나,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
지는 경우, 본고에서 시산한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물가동향 및 계층별 가계의 부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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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해외 사례>
공식적으로 D-CPI 지수를 편제하여 공표하는 나라는 없으나 미국, 일본, 홍
콩 등에서는 특정 하위 그룹별 P-CPI를 보조지표로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매월 소비자
물가 관련 주지표 및 보조지표를 발표(1982~84년=100)하고 있는데 공식지표인
CPI-U 외에 도시 임금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PI-W와 대체
편의 등 편의를 줄이기 위한 연쇄방식의 물가지수(C-CPI-U)도 발표하고 있다.
CPI-U는 모든 도시소비자를 대상(전인구의 88%를 포괄)으로 하며, CPI-W는
도시 임금 및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전인구의 28%를 차지)으로 한다.
일본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별 물가지수를 1970년부터 공표해오고 있
으며, 가구주가 60세 이상이고 무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고령인구 물
가지수를 2010년 기준년 개편 시에 추가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구주 연령별, 종사자 지위별, 거주형태별 물가지수를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그림 A-1>과 같이 최근 일본의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최하
위인 1분위 물가지수가 2013년 5월부터 지수 100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소득 2, 3분위가 7월부터, 그리고 소득 4, 5분위는 8월 이후 100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A-1>

Trend of CPI by Income Distribution in Japan

Source: Japan Statistics Bureau & Statistic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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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분위별로 물가상승률 격차가 뚜렷했던 2013년 9월의 소득 5분위별
인플레이션 동향(<그림 A-2> 참조)을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지수 및 물가
상승률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ure A-2>

Trend of CPI and Inflation Rate by Income Distribution in
Japan (2013.09)

Source: Japan Statistics Bureau & Statistics Center

홍콩은 매월 CPI 외에 가계소비지출 규모별로 하위 50퍼센트, 중위 30퍼센
트, 차상위 10퍼센트 등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CPI를 보조지표로 발표
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계소비의 지출구조가 상이하고 그 결과 품
목별 가격변동의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16)
그룹별 특징을 보면 가계소비지출 하위계층은 식료품, 전기․가스․수도, 집세
등의 지출비중이 커 해당 항목의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가계소
비지출 상위계층은 의복비, 내구재, 여행경비 등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다. 이를 반영하여 <그림 A-3>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거주자에
대한 집세보조금이 지급된 시기(2008.8~10, 2009.8~9, 2010.7~8, 2011.8~9,
2012.7~8, 2013.8~9, 2014.8)에 가계소비지출 하위 50퍼센트 그룹의 물가지수가
단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가계소
비지출 하위 50퍼센트 그룹의 물가지수가 평균17)을 상회하고 있다.

16) 홍콩의 CPI 편제 및 가중치 개요는 “BOK 이슈노트 제2014-5호”를 참조하라.
17) 홍콩은 가계소비지출 최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계를 대상으로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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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 Trend of CPI by Household Expenditure Distribution in
Hong Kong

Source: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최근 홍콩의 가계소비지출 분위별 물가지수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2013
년 10월의 물가지수 및 상승률을 살펴보면 <그림 A-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계소비지출 하위 50퍼센트 그룹의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소득
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ure A-4> CPI and Inflation Rate by Household Expenditure Distribution
in Hong Kong (2013.10)

Source: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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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The Share of Expenditure (Chain Weighted
Value) and Price Increase Rate by Top Item in Contribution>
(Pork)

(Joense)

(Gasoline)

(Enrollment costs for kindergarten)

(School meal fees)

(Childcare service charges)

Notes: 1) “D” indicates D-CPI, and “30s”, “60s”, “50” represent that householders are in their 30s, 60s,
and the bottom 50% of income distribution.
2) Blue cross marks mean inflation rate (based on CPI) for an item.
3) Red lines are weighted values of an item by group (based on chain; the share of expenditure
a year ago), black lines are weighed value of an item in the official CPI (2010=100).

Sources: The Statistics Korea, the Bank of Korea’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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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Inflation Differentials
by Income and Age Group
: Focusing on the Democratic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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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ements of prices can be differently felt by consumers according to
their income and spending structure.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this paper
calculates the democratic CPI that reflects well the prices that consumers feel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since 2010 collected by the Statistics Korea
(KOSTAT). It aims to explore how big the gaps between the democratic and
official CPI Growth rates as well as among different income or age groups. The
current official CPI is calculated by weighting price index for a certain item with
the ratio of the item to total household expenditures.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c CPI uses a value of simple average of the expenditure ratio of
individual households as a weighted value for the i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rate of the democratic CPI of households
whose income levels are the bottom 50% or householders are in their 60s and 70s
is higher than that of the official CPI by an annual average of 0.3~0.7%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2 when the overall inflation rate had been high. In
addition, the gap among different householder age groups in terms of the Growth
rate of the democratic CPI has been widened by up to 3%p since 2011, implying
that the price recognition of different household groups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since the latter half of 2013 when low
inflation began to be pronounced, the Growth rate of the democratic CPI for the
group of householders in their 20s and 30s has continuously exceeded those for
the rest groups. It seems that a high burden of housing costs for the group with a
relatively high weighted value of those costs such as Jeonse price is reflected in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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