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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 원인을 보다 정확하
게 파악하고 이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한다. 이러한 점에
서 기대인플레이션의 형성방식과 결정요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
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의 형성방식 및 주요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총량지표를 바탕으로 한 거시적 분석은 물론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활용되
지 않은 「소비자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
요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방식에서 나
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주로 실제인플
레이션 및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경제주체가 생각하는 과거 인플레이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대 형성이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 방식으로 이
루어짐을 시사한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인식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인플레이션 정보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기대인플
레이션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은 자
주 구매하거나 지출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거시변수들 중에서는 소비자물가, 임금 등의 물가지표는 기
대인플레이션 형성 시 활용되지만 산업생산, 금리 등의 경기·금융 지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플레
이션 기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국
가의 경제주체는 보다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시적 분석에서는 연령층, 성별, 소득수준 등 조사 응답자의 개인특성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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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미래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전망)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일반적 사례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층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한편 미래를 비
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들은 낙관적 응답자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경기비관적 응답자가 늘어나 기대-실제 인플레이션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향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정보에 주로 의존하
여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anchoring)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실제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중앙은행
의 물가안정 의지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
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
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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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처럼 그간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블랙박스(black
box)로 인식되어 왔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방식에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의 가격결정 및 임금협

대한 이해가 크게 증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상을 통해 실제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

루어진 국내연구는 대부분 기대인플레이션 중위값

식된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

(median) 및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는 총량적 수준의

는 실제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분석에 집중한 반면, 개인별 기대인플레이션의 이질성

물가안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

(heterogeneity)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은 통

미시적 차원에서 기대 형성방식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화정책의 유효성에 직결되므로 중앙은행은 기대인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연구는 새로운 기

레이션의 변동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방

대인플레이션 조사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이

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전 통계를 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존재한

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형성방식 및 결정요인을 이

다. 개편 이전의 조사는 ‘과거 1년간의 평균 소비자물

해하려는 노력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입

가상승률’을 제시하면서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 예

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상치’를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방식 자체

현대 거시경제이론에서는 경제주체가 미래지향적
(forward-looking)이며 기대형성시점에서 이용가

가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향적 방식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rational) 방식으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총량

로 기대인플레이션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수준(aggregate level)의 거시적 분석과 함께 「소비

실증분석, 설문조사, 실험 등을 이용하여 실제 기대인

자동향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한 미시적 접

플레이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혀내려 시도한 기

근방법도 활용하였다.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는 인플

존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

레이션 기대가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과거지향적이고

향적(backward-looking)이며 제한된 정보만을 이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형성되는지를 추정하

용하여 형성된다는 결과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였다. 한편 미시적 분석에서는 각 개인이 갖는 연령,

국내 선행연구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의 인플레

성(性) 등의 개인적 특성과 경제심리에 따라 기대인플

이션 정보를 활용하여 형성되고, 실제인플레이션에

레이션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점검하였는데, 동 분석

선행하기보다는 동행하며, 실제인플레이션과의 관계

으로부터 기대인플레이션이 총량 수준에서 변동하는

에서 체계적(systematic) 예측오차를 보인다는 결과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

를 제시하고 있다.

을 수 있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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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본고의 수량적 분석 및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사실을 도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고려할 때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의 경우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향적인 방식으

새로운 기대인플레이션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로, 그리고 한정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으

2013.1~2017.10월 중 통계를 이용하여 인플레이

로 추정된다. 다만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

션 기대 형성방식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

이 거의 동일한 궤적을 보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될 수 있다. 먼저 총량 수준의 거시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두 지표 간에 어느 정도의 시변하는(time-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주로 과거 인플레이션

varying) 격차가 존재하며, 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

정보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받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우리나라에 비

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

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주요 선진국

대 형성방식이 과거지향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기대

의 경제주체가 미래에도 과거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인식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 즉 기대의 과거지향적 성격이

보이지만 실제인플레이션과는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

우리나라보다는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인플레이션 정보보다는

편 2013년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나

주관적 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타난 또 다른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인플레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기대

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는 점

인플레이션과 과거 인플레이션 간의 높은 동행성이 과

인데, 이는 물가하락에 비해 물가상승을 보다 뚜렷하

거지향적 기대 형성방식의 실증적 근거로 제시되어 왔

게 기억하는 비대칭적 물가인식(asymmetric price

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동행성

perception)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은 경제주체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변동에 크게 기여

다음으로 「소비자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미시

한 품목들의 가격정보를 주로 이용하여 물가변동을 인

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응답자의 개

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인식이 과거 인플레이션 추세

인특성 및 경제심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1)

으로 나타났다.

와 밀접하게 동행2)하는 데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한

편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대형성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개인특성별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낮은 연령층, 성

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합리적 방식이 아닌, 석

별로는 여성, 소득구간별로는 고소득층, 주택점유형

유류, 에너지 등 구매빈도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

태별로는 임차주택 거주자, 그리고 지역별로는 비수

목의 가격정보와 소비자물가, 임금 등 제한된 범위의

도권 거주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

경제정보만을 활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개인특성에 따른 기대

1) 과거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2) 2013.1~2017.10월 중 인플레이션 인식과 과거 1년간 평균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계수는 0.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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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수준 간의 격차는 주로 과거 인플레이션

어서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경

에 의존하여 그 크기가 변화하는 상태의존적(state-

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대표적인 부정적 경제현

dependent) 특성을 보였다. 한편 성별, 소득수준별,

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

주택점유형태별 격차에는 식료품가격, 전세가격 등

는 응답자는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시 인플레이션 상승

특정 품목군의 가격변동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을 연상(association)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

추정되었다. 이는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간 격

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감안하면 총수요 위축

차가 개인특성에 내포된 고유한 요인들뿐만 아니라 경

에 따른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경기 전망이 비관

제변수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결정됨을 시사한다.

적인 응답자가 늘어나면서 기대-실제 인플레이션 간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해외 연구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결과에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기대인플레이션

2014.3~2015.3월 중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하락

이 각각 청년층(20~30대) 및 고소득층에 비해 높

했던 시기에 양 지표 간 격차가 확대된 바 있다.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

본고의 분석결과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

이 1970~198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고

(anchoring)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

령층의 기대 형성에는 일생 동안의 인플레이션 경험

제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lifetime inflation experience)이 강한 영향을 미

아울러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 및 통화정책 방향에

치고,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물가상승을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에 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

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이를 반증하는데, 본고에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로 총량

서는 주택임차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20~30대 연령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기존

층이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처럼 과거지향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

는 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여 형성되는지를 살펴본 뒤, 이를 주요 선진국 사례

큰 식료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게

와 비교하였다. Ⅲ장에서는 「소비자동향조사」의 원자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본다.

료를 이용하여 조사 응답자의 개인특성과 경제심리가

한편 거시경제 전망과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마지막

이 비관적인 응답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낙관

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

적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을 도출하였다.

둔화될수록 오히려 물가는 상승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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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방식에 대한 총량적 분석
본 장에서는 총량지표인 기대인플레이션3), 인플레

1.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방식의 과거지향성 여부

가.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

이션 인식 및 실제인플레이션 지표를 주로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방식을 추정한 뒤,

(과거 인플레이션 정보의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분

기대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석방법, 분석대상기간 등이 다르기는 하나 우리나라

이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 간

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향적 방식으로 형성된다

단히 정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플레이션’은 통계

는 공통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4) 새로운 기대인

청이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동 표

플레이션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작성된 2013.1월 이

현 대신 기대인플레이션과의 대비를 위해 ‘실제인플레

후에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가 유효한지를 살펴보기

이션’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위하여, 기대인플레이션과 과거·기대형성시점·미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집계된 일반인이

래 등 세 개 시점별 실제인플레이션과의 시차상관관계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인플레

를 2017.10월까지의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이션 인식’은 각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과거 1년간의

그림 1>은 분석대상기간 중 각 지표의 변동 및 기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의미한다. ‘과거 1년간 인플

플레이션과의 시차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레이션’ 및 ‘미래 1년간 인플레이션’은 각각 특정시점
이전 및 이후 1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
미한다.

3) 기대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변수로서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크게 설문조사에 기반한(survey-based) 지표와 금융시장에 기반한(market-based) 지
표가 있다. 설문조사는 주로 일반인, 기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금융시장에 기반한 지표로는 물가연동국채와 일반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인 BEI(Break-even
Inflation Rate), 물가변동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파생상품인 인플레이션 스왑 거래에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연동 이자율 등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
션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지표이다.
4) 이정익(2012)은 2002.2~2011.10월 중 기대인플레이션과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의 시차상관계수를, 이한규·최진호(2015) 및 최병재(2012)는 각각 2002.2~2013.12
월 및 2002.2~2012.6월 중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기대 형성방식이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들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주로 기대인플레이션 조사방법이 변경되기 전인 2013년 이전 시기로 한정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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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미래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형성시점의 인플레이션)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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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대형

설정하였다.6) 따라서 위 모형에서의 회귀계수

은인

성시점 또는 미래시점보다는 과거시점의 인플레이션

플레이션 하락국면(2013.1~2016.8월)에서 기대인

과 훨씬 더 강한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플레이션이 과거 실제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는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과거지향적 방식

는 인플레이션 상승국면에서의 의존도를 각각

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타낸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표 1>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점별 실제인플레이션 간 동시상관계수
과거1)

기대형성시점

미래1)

0.68

0.31

0.09

의 추정치가 0.49~0.61

임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하락국면에서 기대인플레
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월 인플레이션보다는 과

주: 1) 과거 및 미래의 실제인플레이션은 각각 기대형성시점 이전과 이후 12개월간의 평균 소
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거 3~12개월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
이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위에서 제시된 상관계수 추정결과에서 한 걸음

이는 기대 형성과정에서 최근 시점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아가 과거의 실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

는 과거 인플레이션의 추세치가 보다 중시된다는 것

션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

을 의미한다.7) 한편 인플레이션 상승국면에서는 기대

하여 2013.1~2017.10월 중 기간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의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존도(

Ehrmann(2015)의 분석모형을 원용5)한 아래의 모

)가 0.03~0.10으로 하락국면의 경우( )에 비해 매

형을 추정하였다.

우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가 최
근의 인플레이션 상승국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과
(1)

거지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
만, 그 반대를, 즉 미래지향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위 식 (1)에서

는 시점에서 형성한 기대인플레이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시점부터 시점까지의 평균 실

1>의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최근 과거 1년간 인플레

제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추세

이션은 2016년 하반기 이후 계속 상승해 온 반면 기

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거 실제인플레이션

대인플레이션은 대체로 2.5%~2.6%의 좁은 범위에

(

서 횡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션,

은 지난

)의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인플

레이션 상승국면과 하락국면을 구분하는 더미변수(

의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존도는 하락한 대신 기대

)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국면을 구분하는 시점은 구조

인플레이션 자체의 관성(inertia)이 강해졌다는 것을

변경시점에 대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2016.9월로

의미하는데, 이같은 현상은 경제주체가 물가 오름폭

5) Ehrmann(2015)에서는 직전 월의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보다 일정기간(1~12개월) 지속적으로 낮은 기간과 높은 기간을 더미 변수로 각각 설정하고, 각 기간
중 기대인플레이션의 과거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2013.1~2017.10월 중 인플레이션 동향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 상
승과 하락국면만을 구분하였다.
6) 구조변경시점은 식 (1)에 표현된 회귀분석모형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자기회귀(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7)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 실제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추정결과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물가안정목표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설은 설명변수 구성을 달리한 별도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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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이 이러

배치된다. 저자들의 견해로는 저(低)인플레이션의 장

한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다만 그

기화로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타당성은 보다 장기간의 시계열이 확보된 후에 별도의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

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의 관계 추정결과1)2)

<표 2>

통계량
(기대형성시점)

2.21***

0.49***

0.19

-0.39***

0.10

0.62

29.30***

(3개월 평균)

2.11***

0.57***

0.38***

-0.52***

0.05

0.69

40.87***

(6개월 평균)

2.05***

0.61***

0.46***

-0.56***

0.05

0.74

52.42***

(12개월 평균)

2.02***

0.59***

0.52***

-0.56***

0.03

0.80

72.99***

주: 1) ***는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잔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은 Newey-West HAC 추정량을 이용하여 산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

이션과 인플레이션 인식이 거의 동일한 궤적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에는 과거 인플레이션 통계,

변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등의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과

인플레이션 인식 간 동시상관계수는 0.97로, 앞서 제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인플레이션 인

시된 기대인플레이션과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간의

식(inflation perception)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0.6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두 지표 간

8)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 평균격차도 0.05%p에 그쳐 과거 1년간 인플레이

분석대상기간인 2013.1~2017.10월 중 기대인플레

션의 경우(1.47%p)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기대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인식 및 실제인플레이션1)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과거 1년간 평균
자료: 한국은행

<표 3>

인플레이션 인식·기대·실제 수준1) 간 상관계수 및 격차2)
상관계수

절대평균격차(%p)

인식·기대 간

0.97

0.05

인식·실제 간

0.72

1.45

기대·실제 간

0.68

1.47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과거 1년간 평균
2) 추정 기간은 2013.1~2017.10월 중

8) 영란은행이 2008년 2월에 실시한 기대인플레이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인플레이션 인식이 매우 중요한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이라고 답변하였다
(Benford and Driver, 2008).
한편 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은 198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The perceived rate of inflation, that
is, the public's knowledge about the historical behavior of the price level, plays an extremely important－although little observed－role in much
of recent work on the formation of inflationary expectation,” Jonung(1981)). 다만 인플레이션 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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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

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에 강한 영향을

향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친다는 사실은 「소비자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통해

2013.1~2017.10월 중 기간을 대상으로 오차수정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조사」의

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응용한 식 (2)의

개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 1년간

9)

의 인플레이션 수준11)이 향후 1년 동안 동일할 것이라

모형을 추정하였다.

고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8% 정도를 차지
(2)

하고 있다.12) 기대인플레이션 응답구간별로 보면 이
러한 응답자의 비중이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위 식에서
인식,

는 기대인플레이션,

는 인플레이션

는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인식

70% 내외 수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3>).

간 장기균형식 오차의 추정치10)를 의미한다. 추정 결

특징적인 점은 분석대상기간 중 실제인플레이션의

과, 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

변동 범위(0.4~2.6%)에 가까운 0~3% 구간의 응답

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 )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자들에게서 자신이 인식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앞으로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인식과 실제인

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

플레이션이 각각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비

타났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 응답자들이 실제인플레

교하기 위하여, 식 (2)의 인플레이션 인식(

)을 과거

이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관

)으로 대체한 후 회귀계수( )

련 정보를 자주 갱신함에 따라 자신들이 인식한 인플

를 재추정한 결과 실제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유의하지

레이션 수준이 실제 수준에 근접하다는 점을 확인할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이는 자신들의 인식에

1년간 인플레이션(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개인의 인플레이션 인식 수준이
<표 4>

1)

2)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추정결과

미래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즉 인플레이션 기
대 형성의 과거지향적 성격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추측

인플레이션 인식(

)

)

된다.13)

0.18

0.79***
=0.57,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2.09

=0.12,

=2.23

주: 1) 식 (2)의 회귀계수 를 의미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9)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셔 인식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동 오차는 장기균형식
의 균형오차(equilibrium error)인 의 추정치 를 의미한다.
11) 「소비자동향조사」의 기대인플레이션 설문은 응답자가 0%에서 6%까지 1%p 범위의 구간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소비자동향조사의 인플레이션
인식·기대 설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동일한 응답자의 평균 비중은 20대 64.3%, 30대 68.9%, 40대 70.4%, 50대 67.4%, 60대 이
상 65.6%로 30~40대 응답자가 여타 연령대의 응답자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 68.2%, 여성 64.6%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베이지안 학습(Bayesian learning)의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과정에서 개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갖는 믿음(prior belief)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경
우, 새로운 인플레이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 간 격차와 같은 정보마찰(information friction)이 발생한다(Cavallo et
al., 2017).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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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가 일치하는 응답1) 비중2)

미치는 인플레이션 인식이 과거 실제인플레이션과 밀
접하게 동행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
제주체가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
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Rowe(2016)
등 해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정보를 모른다고 답변한 점14)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
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소비자가 실제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흐

주: 1)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2) 2013.1~2017.10월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름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가계 소비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군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기

인 집세, 섬유제품, 전기·수도·가스, 석유류, 가공

대 형성방식이 과거지향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

식품 등15)의 가격변동이 실제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주

편 그간 국내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인플레이션 기대

도하는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동 추정의 근거는

형성과정에 대한 두 가지 추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이들 5개 품목군과 인플레이션 인식의 상관계수가 여

다. 먼저 기대인플레이션에는 과거 인플레이션 정보,

타 품목군에 비해 월등히 높고, 동 품목군의 물가지수

즉 실제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인식과 밀접하게 동행(상관계수

관적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0.76)한다는 점이다(<그림 4>와 <그림 5>). 이는 소

과거 실제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강한 상관

비자가 이들 5개 품목군의 가격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관계를 보이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인플레이션 인식과 품목군별 물가상승률1) 간 상관계수2)

<그림 5> 인플레이션 인식과 주요품목의 물가상승률1)

주: 1) 과거 1년간 평균
2) 2013.1~2017.10월중
자료: 자체 계산

주:1) 인플레이션 인식과 상관관계가 높은 5개 품목군의 종합적인 물가상승률(6개월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체 계산

14) 영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및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Rowe, 2016).
15) 2013~16년중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섬유제품, 전기·수도·가스, 집세, 석유류,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기간중 평균 비중은 각각 6.7%, 2.8%, 3.6%,
9.0%, 10.2%로 여타 품목군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6

논고

다음으로 <그림 6>에서는 인플레이션 인식과의 상

을 통해 미국, 유로지역17), 영국, 일본 등 4개 주요 선

관계수가 높은 품목군이 전체 소비자물가 변동폭에 대

진국18)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방식이 우리나라와 어떤

한 기여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인플레이션 인식에 주
된 영향을 미치는 5개 품목군이 인플레이션 변동에 상

(과거 인플레이션 정보의 영향)

대적으로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실제인플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기

레이션 추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결

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향적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론을 도출할 수 있다.16)

점이 입증되어 왔다. 영국의 경우 Blanchflower
& MacCoille(2009) 및 Rowe(2016), 일본은

<그림 6>

1)

2)

인플레이션 변동폭 에 대한 기여도

Bank of Japan(2016)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하여 과거의 개인적 물품구매 경험이 기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Ehrmann(2015)은 15개 선진국에서 기대인플레이
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정도를 추정하여 기
대인플레이션이 과거지향적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실
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19)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과거 12개월 평균으로 담배세 인상(2016.1월) 효과 제외
2) 전월대비 변동폭
3) 2013.1~2017.10월중 인플레이션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5개 품목군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그림 7>

영국의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 설문조사 결과

나. 주요 선진국에 대한 분석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방식의 국가 간 비교는 기대인
플레이션 형성방식에 대한 일반적 사실을 도출해 내는
동시에 개별 국가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이
를 위해 본 절에서는 통계적 분석, 선행연구 서베이 등

자료: 영란은행 Rowe(2016)

16) 농축수산물의 인플레이션 변동폭에 대한 기여도 역시 작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이 민감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축수산물과 인플레이션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점은 하나의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추론하자면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계절적 요인 및 기상여건 등 불규칙적
요인으로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며 단기간에 장기추세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인식 시 농축수산물 가격을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7)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개별국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Arioli et al.(2016)을 통해 2004.1~2015.7월까지의 통계를 입수하여 본고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18) 표현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로지역도 국가로 지칭하기로 한다.
19) 이탈리아의 경우 Easaw et al.(2013)이 설문조사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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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점별 실제인플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

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를 보면

유로지역, 영국 및 일본의 2010~2017년20) 중 인

기대형성시점의 인플레이션 및 미래 실제인플레이션

플레이션 기대, 인식, 실제수준 간의 상관계수를 <그

과의 상관계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림 8>의 우측에 있는 표에 제시하였다. 기대인플레이

이는 동 국가의 경제주체가 보다 최근 시점의 인플레이

션과 인플레이션 인식 간 상관계수는 유로지역 및 영

션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는 점

국이 각각 0.97 및 0.93으로 우리나라(0.97)와 비

을 시사한다. 개별 국가별로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점별

슷한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0.72로 여타 국가에

실제인플레이션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해 보면, 유로지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여

역과 일본에서는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가

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인식에 대한 통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

계가 없는 미국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21)에

대형성시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기는 하나 과거 1년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향후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

간 인플레이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다(Detmeister et al.,
2016). 이들 국가에 대한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이들

<표 5>

기대인플레이션과 시점별 실제인플레이션 간
동시상관계수1)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주관적 인식이 기대인플레이
션 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미국

유로지역2)

영국

일본

한국

과거 1년간

0.46

0.93

0.89

0.64

0.68

기대형성시점

0.52

0.82

0.90

0.53

0.31

미래 1년간

0.42

0.54

0.76

0.57

0.09

수 있다.

주:1) 추정기간은

미국 2010.1~2017.9월, 유로지역 2010.1~2015.7월, 영국·일본
2010.1~2017.3분기, 한국 2013.1~2017.10월임
2) Arioli et al.(2016)이 산출한 통계 활용

20) 영국

및 일본의 표본기간은 각각 2010.1/4~2017.3/4분기, 유로지역은 2010.1~2015.7월이다. 영국 및 일본은 기대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인식 통계를 매 분기마다
공표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Arioli et al.(2016)이 산출한 통계를 활용하였다.
21) 미
 연준은 2016년 중 미시건대학 소비자조사 설문 내용에 인플레이션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총 4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동 결과는
2016년 2월 및 5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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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플레이션 인식·기대·실제1) 수준 간 상관계수 및 격차2)
(유로지역)3)

상관계수

절대평균격차(%p)

인식·기대 간

0.97

2.38

인식·실제 간

0.94

5.19

기대·실제 간

0.93

2.82

(영국)

상관계수

절대평균격차(%p)

인식·기대 간

0.93

0.49

인식·실제 간

0.95

1.23

기대·실제 간

0.89

0.94

(일본)

상관계수

절대평균격차(%p)

인식·기대 간

0.72

0.91

인식·실제 간

0.77

3.50

기대·실제 간

0.64

3.73

(한국)

상관계수

절대평균격차(%p)

인식·기대 간

0.97

0.05

인식·실제 간

0.72

1.45

기대·실제 간

0.68

1.47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과거 1년간 평균
2) 영국과 일본은 기대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인식 통계를 분기 단위로 작성·공표하기 때문에 이들 지표 간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significance)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기간을
2010년까지로 확장
3) Arioli et al.(2016)이 산출한 통계 활용
자료: 각국 통계청 및 중앙은행, Arioli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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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인식-기대 간

적 성격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시간에 따라 변동(time-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주체가 인플레이션 관

varying)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련 정보를 갱신(update)하는 횟수가 적다는 점, 즉

다(<그림 9>). 이러한 차이는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

정보경직성(information rigidity)이 상대적으로 강

션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과 같을 것

하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22)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즉 기대 형성방식의 과거지향

<그림 9>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
(한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자료: 각국 중앙은행, 유로지역은 Arioli et al.(2016)

22) 우리나라에서 정보경직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을 뛰어 넘기 때문에 향후 후속연구에 의해 이러한 의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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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인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보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레이션 간에 일정 수준의 괴리가 존재함에 따라 <표

잠재적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대 형성에 필요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인플

정보를 간헐적으로만 갱신하게 된다. 이 가설을 적용

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나라보다는 약한 것으로

할 경우,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주

추정되었다. 특히 유로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 인식보

의를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비

다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오히려 큰 것으로

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기대 형성방식의 과거지향성이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두 지표의 영향이 비슷한 수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Cavallo et al., 2017). 다

준을 나타냈다.

만 동 가설로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국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동안 2.6% 내외 수준을 지속

<표 6>

1)

주요 선진국에서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추정결과2)3)

인플레이션 인식(
유로지역
영
국
일
본
한
국

0.62***
0.88***
0.54***
0.79***

)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인지심리
학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
)
1.05**
0.34***
0.22
0.18

주: 1) 식 (2)
의 회귀계수 를 의미
2) 추정기간은 유로지역 2010.1~2015.7월, 영국·일본 2010.1~2017.3분기, 한
국 2013.1~2017.10월임
3) ***, **는 각각 1% 및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편 <그림 10>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인식이 실제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실제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계적 예측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23)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인식에는 인플레이션 통계 외에도 개인의
구매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이 하락한

거시적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품목보다는 상승한 품목, 특히 상승폭이 큰 품목의 구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과

매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과거 인플레이

Jungerman et al.(2007)은 독일에서 진행된 실험

션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과거지향적 방식에 의해 형

을 통해 실험참가자들이 가격이 하락한 품목보다는 상

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

승한 품목의 가격상승률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음

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를 설명하려는 현재까지

을 발견하였다.24) Burine de Bruin et al.(2011)

의 시도들 중에서는 Sims(2003), Reis(2006) 등이

역시 미국에서의 실험을 통해 실험참가자 중 상당수가

주장한 ‘합리적 부주의(rational inattention)’ 가설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과정에서 매우 큰 폭의 가격변동

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 가설에 따르면 경

을 보다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주체는 기대를 합리적 방식으로 형성하지만, 정보

이러한 물가인식 행태는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기

23)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체계적 오차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추정결과는 ‘<참고 2> 기대인플레이션 예측오차의 체계성 검증’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행태경제학 연구에서는 경제주체가 가격상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Kahneman & Tversky(1979)가 언급한 손실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Brachinger, 2008; Jungerma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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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 간의 괴리를 확대시

한 인플레이션 인식에 대한 조사가 응답구간을 선택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저인플레이션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영국, 유로지역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상승폭이 줄어드는 품목들의

등에서는 응답자들의 중심구간(2%~4%) 선택 경향

수가 늘어나면서 초래되기 마련인데, 경제주체가 이

(central tendency)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

를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수록 인플레이션 인식과 실

레이션을 상회하게 하는 추가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25)

제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림 10>

또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인식과 실제인플레이션
(한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자료: 인플레이션 인식은 각국 중앙은행(유로지역은 Arioli et al.(2016)), 실제인플레이션은 각국 통계청

25) 앞에서는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확대된 원인 중의 하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하는 경기비관적 응답자의 비
중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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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시 정보 활용범위

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및 주택매매가격상승
률을, 경기지표로는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의

가.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

순환변동치와 산업생산증가율을, 금융지표로는 91일
물 CD금리, 3년물 국채금리 및 환율을 이용하였다.

26)

합리적 기대이론 에서는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기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

대를 형성할 때에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

관계에 기인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Forsells & Kenny(2002)

하면, 경제주체가 개인적 물품구매 경험 및 뉴스를 통

를 따라 각 변수 하나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일변량

해 입수하는 개별 가격정보 외에도 인플레이션, 여타

(univariate) 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거시경제변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도 활용한

정보집합의 회귀계수인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가

는 것은 예측오차에 특정 변수의 설명력이 남아있다는

정과 달리 경제주체가 입수 가능한 정보를 두루 활용하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형성과정에서

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물가변동에 대한 기억 및

동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좁은 범위의 경제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

다. 추정결과가 제시된 <표 7>을 보면 기대형성시점

었다.27)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일

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주택매매가격

부 거시경제변수 정보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상승률 등 물가지표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28)

다는 이정익(2012)의 추정결과 가 기대인플레이션 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동행지수 및 산업생산과

사방법이 변경된 이후 기간인 2013.1~2017.10월 중

같은 경기지표, 금리 및 환율과 같은 금융지표의 회귀

에도 유효한지를 점검하였다.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
는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기보다
(3)

는 인플레이션, 임금, 주택가격 등의 일부 제한된 정
보만을 활용하여 기대를 형성함을 시사한다.29)

식 (3)에서
션,

는 시점 이후 1년간 연평균 인플레이

아울러 앞서 제시된 것처럼 구매빈도가 높은 소비자

는 시점에서 형성된 향후 1년간의 기대인플레

물가 5개 품목군과 인플레이션 인식 간 상관계수가 상

이션으로 종속변수인

는 예측오차를 의미한다.

대적으로 높다는 추정결과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한

는 경제주체가 기대 형성시점에서 이용하는 거시경

정된 정보만을 반영하여 형성된다는 데 대한 추가적

제변수의 정보집합으로서 물가지표, 경기지표, 금융

근거로 볼 수 있다.

지표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물가지표로는 소비
26) Hall(1978)은 경제주체가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통계적 의미에서 최적 예측치(optimal forecast) 산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기대인플레
이션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27)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Benford and Driver, 2008; Rowe, 2016), 모의실험(Georganas et al., 2014 등)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Forsells and Kenny(2012)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대 형성과정에서 중간 수준(intermediate level)의 합리성이 나타난다고 추정하였다.
28) Forsells & Kenny(2002)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2.2~2010.10월 중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29) 다만 경기선행지수의 경우에는 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결과만으로 해석하면 기대 형성 시 경기선행지수가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타 경기
지표들은 경기선행지수와는 다른 추정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가 기대 형성 시 경기지표를 이용한다는 가설은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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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대인플레이션의 합리성 추정결과1)2)

기대인플레이션 격차의 50% 이상이 원유가격 변동에
p-value

3)

물가지표

경기지표

금융지표

소비자물가상승률

-0.114

0.623

3)

명목임금상승률

0.045

0.173

주택매매가격상승률3)

0.037

0.228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112

0.637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0.622

0.029**

산업생산증가율3)

0.102

0.014**

91일물 CD금리

-0.459

0.009***

3년물 국채금리

-0.377

0.019**

환율

0.003

0.009***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Kamada et
al.(2015)은 일본에서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이 기대인
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큰 것
으로 분석하였다.

<표 8>

관한 연구
대상 국가

연구

연구방법

미국

Cavallo et al.(2017)
Georganas et al.(2014)
Souleles(2004)
Vlasenko &
Cunningham(2015)

실험(experiment)
실험
계량분석
체감물가지수 편제 및
계량분석(Granger 인과관계)

독일

Jungermann et al.(2007)

실험

영국

Rowe(2016)

가계 설문조사

스위스

Huber(2011)

실험

스웨덴

Jonung(1981)

가계 설문조사 및 계량분석

호주

Kumar et al.(2015)

기업 설문조사

일본

Kamada et al.(2015)

계량분석

주: 1) ***, **는 각각 1% 및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잔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은 Newey-West HAC 추정량을 이용하여 산출
3) 전년동월대비

나. 주요 선진국에서의 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좁은 범위의 정
보에 주로 의존하여 형성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연구결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인식·기대 형성방식에

과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대해 별도의 수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보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특히 <그림 11>에 제시된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

<표 8>에 열거된 연구들 중 Georganas et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에 관한 영국의 가계설문조사 결

al.(2014)은 미국에서의 실험을 통해 구매빈도가

과를 보면, 많은 응답자들이 인플레이션 인식에는 구

높은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실험참가자의 인플레

매빈도가 높은 가공식품, 전기·가스, 의류, 석유류

이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등의 가격변동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였으며, Cavallo et al.(2017)의 실험결과에 따

(Rowe, 2016).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된 우리나

르면 인플레이션 통계보다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

라의 소비자물가 품목군별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

는 물품가격이 피실험자들의 기대 형성에 더 큰 영

이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ibion and

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소매점에서 경험한 지

Gorodnichenko(2015)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난 1년간의 가격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09~2011년 중 미국에서 나타난 전문가-일반인 간

나타났다.30)

30) 인플레이션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88%)가 ‘자신의 구매 경험’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Kuma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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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영국의 인플레이션 인식 결정요인 설문조사 결과1)

사」 원자료는 응답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패널데이터
로서,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를 시계열로
파악하고 그 차이가 체계적인지 아니면 여타 경제변수
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32)
지금까지 기대인플레이션 설문조사의 미시자료
를 이용한 해외연구는 다수 축적되어 온 반면 국
내연구로는 최혜정·장희지(2014)가 유일한 것
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동 논문의 분석기간

주: 1) 4개 항목까지 중복 선택 가능
자료: 영란은행 Rowe(2016)

(2013.1~2014.6월, 총 18개월)을 연장하여 개인특
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장기 시계열상으
로도 유지되는지를 재점검하는 한편 응답자 특성에 따

Ⅲ.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방식에 대한 미시적 접근

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
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거시경제 및 개인적

지금까지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의 인플레이션 인
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31)한 총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점검하고자 한다.

량지표(aggregate index)를 주로 이용하여 기대인플
레이션이 과거지향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하는

1. 응답자의 개인특성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대인
플레이션 설문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국내외 연구

가. 선행연구 개관

들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은 개인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이질성(heterogeneity)

개인특성과 기대인플레이션 간 관계를 추정한 기존 해

을 갖는다. 따라서 각 개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단일

외연구33)에서는 연령, 성(性), 소득, 교육수준, 금융이

수치로 요약하여 보여주는 총량지표의 장점은 동시에

해도(financial literacy) 등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총량화(aggregation)에

유의한(significant)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해 이질성에 내재되어 있는 기대인플레이션 형성방
식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령의 경우, 대부분의 최근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기대인플레이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본 장에서는 「소비자동향조사」 원자료 및 이를 활용

다(Blanchflower & MacCoille, 2009; Bruine de

한 계량분석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영향을 미

Bruin et al., 2010 등).34) 현재까지는 그 원인이 명

치는 미시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자동향조

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고령층이 경험한

31) 개별 응답자의 설문결과는 중위수방식을 이용하여 총량지표로 전환된다.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참고 3>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 산출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32) 「소비자동향조사」의 대상 가구에는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동일 응답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33) 이에 대해서는 ‘<참고 4> 응답자 특성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연구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34) 다만 Ehrmann et al.(2017)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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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

중 주택임차료상승률이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다면 주

35)

택임차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자가주택 거주자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남성보다 높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는 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격변동이 빈번한

대적으로 강한 예산제약 하에서 가격상승폭이 작은 상

음식료품 등의 생필품을 자주 구매함에 따라 남성에

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낮게

비해 가격상승을 경험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인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상승을 가격하락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 왔다.36)

나. 우리나라의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소득의 경우, 그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인플레

2013.1~2017.10월중 「소비자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션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을 더 민감하게 받

이용하여 응답자의 연령, 성(性), 소득, 주택점유형태,

아들이는 데다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군의 물

거주지역 등 5개의 개인특성별40)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를

가상승률이 고소득층의 경우보다 높다는37) 것이 그

작성하였다. <그림 12>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60대 이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Bryan & Venkatu, 2001;

상과 20~30대, 남성과 여성, 중위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Pfajfar & Santoro, 2008 등).38)

에 일정 수준의 격차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력과 금융이해도가 높은 응답자는 인플레이션

시계열 상으로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이 보이

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실제인플레

는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 하락세를 보인

이션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형성

2013.1~2016.6월 중에는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ioli et al.,

션 간 격차가 지속되다가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국면에

2016; Burke & Manz, 2014 등). 한편 제한적이

서는 동 격차가 거의 소멸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실제

기는 하나 일부 실증연구는 주택점유형태(housing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대인플레

status), 가구구성원의 수 등이 인플레이션 인식

이션이 2.6% 내외 수준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개인

및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성별 격차가 줄어든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상대적

(Blanchflorwer & MacCoille, 2009; Fritzer &

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한 그룹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39)

Rumler, 2015).

이들 연구에서는 분석대상기간

세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5) Madeira

& Zafar(2015)는 미국의 미시건 소비자 설문조사(Michigan Consum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인플레이션 경험이 각 개인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36)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측오차가 크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Pfajfar &
Santoro(2008), Ehrmann et al.(2017), 영국 Blanchflower & MacCoille(2009), 스웨덴 Palmqvist & Strömberg(2004), 유로지역 Arioli et al.(2016) 등이 있다.
37) Fessler

& Fritzer(2013)는 오스트리아에서 저소득층이 실제로 직면하는 인플레이션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과 홍콩에서도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8) 다만

Blanchflower & MacCoille(2009), Fritzer & Rumler(2015) 등의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Fritzer

& Rumler(2015)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세입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자가주택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주택임차료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
하는 데 기인한다.
40) 「소비자동향조사」의

설문 대상은 ‘가구(household)’이지만 조사표의 작성자는 세대주다. 열거된 개인특성 중 소득 및 주택점유형태는 가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고에
서는 편의상 이를 개인특성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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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연령대별)

(성별)

(소득계층별)1)

(주택점유형태별)

(거주지역별)

주: 1)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중위소득층 200만원~500만원, 고소득층 500만원 이상
자료: 「소비자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정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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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개인특성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과정

는 청년층, 여성, 고소득층,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

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

기 위해 Malgarini(2009)41), Blanchflower &

었다. 한편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개인특성이 기대

MacCoille(2009) 및 최혜정·장희지(2014) 등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

42)

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구간회귀모형 (interval
43)

regression model)을 추정하였다.

여 응답 시점의 인플레이션 및 과거 인플레이션을 각
각 원래의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에
따른 영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식 (4)에서 종속변수

<표 9>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추정결과1)2)

기본 모형

는 응답자 가 선택한 기대인

플레이션 구간을, 는 응답자가 속한 그룹을 나타낸

당월 인플레이션 과거 인플레이션
추가 모형
추가 모형

연령별 (기준그룹: 60대)
20~30대

0.273***

0.278***

0.265***

는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40대

0.175***

0.177***

0.173***

동 모형에서는 연령대, 성(性), 소득계층, 주택점유형

50대

0.162***

0.164***

0.157***

0.068***

0.066***

0.070***

중위소득

0.037***

0.034***

0.043***

고소득

0.043***

0.037***

0.051***

전세

0.014

0.014

0.008

월세

0.063***

0.064***

0.064***

0.118***

0.118***

0.116***

-

0.169***

-

다.

태, 거주지역 등 모두 5개의 특성(

)을 감안하였

다. 한편 각 개인특성 내의 그룹들 중에서는 기대인플
레이션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그룹으로 설정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대별로는 60대, 성별로는 남
성,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 주택점유형태별로는 자
가주택 거주자,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를 기
준그룹으로 선택하였다. 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모
수(parameter)는 각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인

로

서 기준그룹과 그룹 간의 기대인플레이션 격차를 나
타낸다.

성별 (기준그룹: 남성)
여성
소득계층별 (기준그룹: 저소득)

주택점유형태별 (기준그룹: 자가)

거주지역별 (기준그룹: 수도권)
비수도권
기대형성시점 인플레이션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Constant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9>를 보면 ‘전세거주’를 제외
하고는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모든 특성의 영향이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LR chi2

-

-

0.370***

2.594***

2.387***

2.145***

0.351***

0.349***

0.346***

1.420

1.417

1.413

818.26

1223.61

1837.38

주: 1) 분석대상기간은 2013.1~2017.10월, 총 표본 수는 112,329개임
2) ***는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1) Malgarini(2009)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구간’이 아닌 ‘수준’ 통계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42) 구간회귀모형은

아래의 우도비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때
의미하며
는 누적 표준정규분포함수이다.

및

는 기대인플레이션 구간의 하한 및 상한을

43) 구간회귀모형의

대안으로 각 구간의 중간값(midpoint)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단순회귀모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특정 구간을 선택한 모든 응답자들이 똑같은 수
준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강한 가정이 요구되고 아울러 “하락할 것이다(＜0%)” 및 “6% 이상일 것이다(＞6%)”와 같은 개방구간(open-ended interval)의 중간값은 산
출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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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

지(2014)는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20~30대 연령층44)

대별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앞서 제시된 계량분석 결

이 인플레이션을 보다 높게 인식함에 따라 동 연령층의

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대인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

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생동안

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앞에서의 <그림 12>에서 제

의 인플레이션 경험(lifetime inflation experience)

시된 주택점유형태별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추론을

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세 세입자와

는 Jonung(1981)의 가설 및 Lombardelli &

자가주택 거주자의 기대인플레이션 간에는 2016년 중

Saleheen(2003), Madeira & Zafar(2015) 등 다수

반까지 0.1%p 내외의 격차가 지속되었다. 주택점유

의 해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형태별 기대인플레이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한

2017년 기준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청·장년 시

가지 더 들자면, <그림 15>에서와 같이 전세 세입자와

기에 10~30% 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자가주택 거주자 간의 기대인플레이션 격차가 전세가

그럼에도 고령층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

격상승률과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는 것은 과거의 인플레이션 경험이 연령대별 기대인플
레이션 간 격차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아닐 수 있음

<그림 14>

소비자물가 및 주택임차료1)

을 시사한다.

<그림 13>

연령대별 인플레이션 경험

주: 1) 소비자물가지수의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 통계청

<그림 15>

주택점유형태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와 전세가격1)

자료: 통계청

연령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역(逆)의 관계를 보
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최혜정·장희지(2014)는
그 중 하나로 2013년 이후 주택임차료상승률이 소비
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한 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에서처럼 2016년 상반기까지 주택임차료가 전체 소비
자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최혜정·장희

주: 1) 전세가격상승률의 과거 1년간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44) 「소비자동향조사」 응답자 중 연령대별 임차주택 거주자의 2013.1~2017.10월 평균 비중은 20~30대 45%, 40대 27%, 50대 20%, 60대 이상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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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격변동이 빈번한 식료품을 자주 구매함에 따라 가격상

여성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승을 보다 자주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최혜정·장희지(2014)는 저소득층의 기대인플

한편 소득계층별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중위소득층

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소득층의 소비지

과 저소득층 간에 0.2%p 내외의 격차가 지속되었다.

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및 석유류의 가

이 역시 연령대별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

격상승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제시하였

로 해외사례에 배치되는 결과인데, 소득수준이 높을

다.45) <그림 16>과 <그림 17>은 식료품가격상승률이

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덜 심각하게 받

소득수준별 및 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에 영향을 미

아들인다는 추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효

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식료품가격상승률이 둔화된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2013~2014년)에는 생필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기존 해외연구 및 최혜정·장희지(2014)의 분석결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가장

과를 감안할 때, 성별 및 소득수준별 기대인플레이션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식료품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격차는 식료품가격의 변동으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기간(2015~2016년)에는 여성 기대인플레이션이 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해외연구들은 여성의

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여성이 가

확대되었다.

<그림 16> 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와 식료품가격1)

<그림 17> 소득수준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와 식료품가격1)

주: 1) 식료품가격상승률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 1년간 평균치로 제시
자료: 자체 추정, 통계청

45) 2013~16년

중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석유류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각각 10.1%, 20.8%인 반면, 소득 5분위 소비지출에
서의 비중은 각각 8.1%, 11.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40

논고

단순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식료품가격이 기대

(lagged value)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소득수

인플레이션의 성별 및 소득수준별 격차에, 그리고 전

준별 격차는 식료품가격상승률의 축소·확대국면에

세가격이 주택점유형태별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축소국면인 2014년까

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해 보았다. 아래 <표

지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0.3%p 내외 수준을 지속하

10>에는 각 개인특성별 격차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이

다가 상승국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미미한 수

제시되어 있다. 실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준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 이를 고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모형에

려하여 소득수준별 격차 분석모형에는 식료품가격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과거의 실제

승률의 영향을 국면별로 포착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추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

가하였다.

는 시차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설명변수의 시차값

<표 10>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 결정요인 추정 모형
추정 모형1)

종속변수
성별 격차
소득수준별 격차2)
주택점유형태별 격차
주: 1)  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는 식료품가격상승률,
더미변수
2) 소득수준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격차를 의미

는 전세가격상승률을 의미하며,

는 식료품가격상승률의 축소국면(2013.1~2014.9월)을 나타내는

<표 11>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 결정요인 추정결과1)

아래의 <표 11>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식료품
가격상승률의 회귀계수(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

성별 격차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식료품가격 오름폭
이 커질수록 여성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남성의 기대인

-0.172***

품가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식료품
가격상승률이 하락하는 국면( )에서는 상승국면에 비

0.58

1.98

0.73

1.72

0.52

1.85

소득수준별
격차
0.006

플레이션을 상회하는 폭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소득수준별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격차 또한 식료

0.019***

0.000

0.255***

주택점유형태별
격차
-0.019

0.034***

주: 1) ***는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해 소득수준별 기대인플레이션 격차가 0.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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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거주지역별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그

하였다. Malgarini(2009) 또한 2003~2007년중 이

격차가 크진 않으나 비수도권 거주자의 기대인플레이

탈리아의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션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

통해 신규 차입가구나 내구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

다. 이는 Fritzer & Rumler(2015)가 오스트리아 사

구의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

례에 대해 유추한 것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거주

로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는 경제정보의 전달 및 습득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대 형성행태는 경기 악화 시 총수요 위축
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이론적 추론 및 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

증분석 결과에 배치된다. 본고의 저자들은 경기부진

는 개인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간 격차에는 전반적으

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 경제현상

로 실제인플레이션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

으로 인식됨에 따라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부 개인특성 간 격차의 경우 식료품가격, 주택임차료

하는 응답자는 경기 둔화 시 인플레이션 상승을 연상

등 특정 품목군의 가격변동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association)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다.

2. 응답자의 경제전망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경제심리와 기대인플레이션

가. 선행연구 개관

본 절에서는 거시경제 및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
한 전망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전망 및 개인적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과 기

지를 개인특성의 경우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이용하

대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

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니라 해외에서도 극히 드문 실정이다. Ehrmann et

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경기’ 및 ‘취업기회’ 전망에

al.(2017)은 1980~2011년 중 미국 미시건대학 설문

대한 응답을,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의 경우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 및 개인적 경제사정을 비

는 ‘가계수입’과 ‘가계부채’ 전망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

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렇

였다. 기준그룹으로는 ‘낙관적’·‘비슷한’·‘비관적’ 전

지 않은 응답자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실증분석 결과

망을 가진 세 개 그룹 중에서 ‘낙관적’ 그룹을 선택하

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Del Giovane et al.(2009)은

였으며, 분석기간은 앞서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일회성 설문조사 결과

2013.1~2017.10월로 설정하였다. <표 12>에 제시

로부터 가계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가구의 인플레이션

된 추정결과를 보면, 해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경

인식이 흑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

기·취업기회 전망이 비관적인 응답자일수록 기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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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

<표 12>

경제상황 전망별 기대인플레이션 추정결과1)2)

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형성시점의 실제인플레이션
기본 모형

및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을 추가한 모형에서도 각 전
망 그룹별로 기대인플레이션이 1% 수준에서 유의한
46)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8>을 보면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
인 그룹과 낙관적인 그룹의 기대인플레이션 간에 일정
한 격차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국면에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개인특성의 경우와 달리 여전히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전망(기준: 낙관)
비슷
0.086***
비관
0.386***
취업기회 전망(기준: 낙관)
비슷
0.089
비관
0.268***
응답자의 가계수입 전망(그룹: 낙관)
비슷
0.026**
비관
0.191***
응답자의 가계부채 전망(그룹: 낙관)
비슷
-0.036***
비관
0.277***
기대형성시점 인플레이션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Constant
2.438***
0.332***
1.393
LR chi2
4891.32

당월 인플레이션 과거 인플레이션
추가 모형
추가 모형
0.094***
0.388***

0.113***
0.428***

0.113
0.299***

0.133***
0.332***

0.018
0.185***

0.014
0.171***

-0.036***
0.278***
0.201***
2.171***
0.329***
1.389
5478.30

-0.041***
0.270***
0.485***
1.797***
0.323***
1.382
6655.66

주: 1) 분석대상기간은 2013.1~2017.10월, 총 표본 수는 112,329개임
2) ***, **는 각각 1% 및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그림 18>

경기 및 취업기회 전망과 기대인플레이션
(6개월 후 우리나라 경기 전망)

(6개월 후 우리나라 취업기회 전망)

자료: 「소비자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정

46) 응답자 개인특성과 경제상황 전망을 모두 고려하여 동일한 분석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모든 개인특성 및 전망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참고 5> 개인특성과 경제심리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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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점으로는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 응답자

기둔화를 인지한 일부 소비자가 경제이론과 반대되는

가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 성장률이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을 높게 예상하는 데 일부 기인한

크게 둔화된 2015~2016년 중에 크게 높아졌으며,

다는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같은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 인식과 실제인플레이션 간

총수요 둔화로 저인플레이션 국면이 초래될 경우, 인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19> 및 <

플레이션 인식과 실제인플레이션 간의 괴리가 확대되

그림 20>). 이로부터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기대인

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보다 적게 하락한 것은 경

인다.

<그림 19> GDP 성장률과 경기 전망 비관적 응답자의 비중

<그림 20> 인플레이션 인식과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격차

주: 1) 실질 GDP 성장률의 4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정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21>에 제시된 개인적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특성별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인플레이션의 추

별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향후 가계수입 및 부

세, 집세, 식료품가격 등에 따라 변동하였던 것과는

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관적 응답자의

대조적으로 낙관적·비관적 전망 그룹 간의 격차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체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각

0.4%p 내외의 일정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각 0.3%p씩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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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개인의 가계수입 및 부채 전망과 기대인플레이션
(6개월 후 개인의 가계수입 전망)

(6개월 후 개인의 가계부채 전망)

자료: 「소비자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추정

Ⅳ. 결론

보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더 강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인플레

먼저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인

이션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수준은 자주 구매하거나 지

플레이션은 주로 실제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인식

출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정보에 주로 의존하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대 형성이

여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 방식으로 이루어

미시적 분석에서는 「소비자동향조사」 응답자의 개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실제인플레이션 정

인특성 및 경제심리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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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분석결과

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책결정문, 경제교육 등을 통

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층이 낮거나

해 물가안정 의지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진

이션을 강화한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높아

다는 특수성을 보였다. 한편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47)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실

하는 응답자들은 낙관적 응답자에 비해 기대인플레이

제인플레이션과 과도하게 괴리된 가운데 장기간 큰 폭

션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의 변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

데,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물가안정 의지를 강

경기비관적 응답자가 늘어나 기대-실제 인플레이션

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은 후속연

본고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

구들이 설문조사, 계량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

책을 통해 실제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기대인

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

플레이션의 안착을 유도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인 것으

향’을 검증할 필요가 크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기

로 사료된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실제인플레이

대인플레이션이 가격 및 임금 결정을 통해 실제인플

션의 과거 추세, 석유류 등 생필품 가격, 경기상황 등

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편화된 인식이 실증적

이 주요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앙은행

근거보다는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이론의 핵

이 통화정책 이외의 수단으로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

심인 필립스커브(Phillips Curve) 관계식에 기초하

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

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

다. 해외 중앙은행들 역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의 중

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의 정책적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가적인 안정화 수단을 제시하

요성을 재점검하는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47) Ehrmann et al.(2017)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Fritzer & Rumler(2015)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인식하고 있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대인플레이션 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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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004

<참고 1>
소비자동향조사의 인플레이션 인식·기대 설문

1. 인플레이션 인식을 묻는 설문

●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락하였다 [(-) 물가상승률 의미]

2

0% 이상 ~ 1% 미만이다

3

1% 이상 ~ 2% 미만이다

4

2% 이상 ~ 3% 미만이다

5

3% 이상 ~ 4% 미만이다

6

4% 이상 ~ 5% 미만이다

7

5% 이상 ~ 6% 미만이다

8

6% 이상이다

9

모르겠다

2. 기대인플레이션을 묻는 설문

● 향
 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하락할 것이다 [(-) 물가상승률 의미]

2

0% 이상 ~ 1% 미만일 것이다

3

1% 이상 ~ 2% 미만일 것이다

4

2% 이상 ~ 3% 미만일 것이다

5

3% 이상 ~ 4% 미만일 것이다

6

4% 이상 ~ 5% 미만일 것이다

7

5% 이상 ~ 6% 미만일 것이다

8

6% 이상일 것이다

9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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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대인플레이션 예측오차의 체계성 검증

기대인플레이션과 미래 1년간 실제인플레이션의 격차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Mincer
& Zarnowitz(1969)가 제안한 아래의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위 식에서

는 기대형성시점인 기 이후의 1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이며

는 기에 형성된 향후 1년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즉 「소비자동향조사」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검정 귀무가설은 ‘ =0 그리
고 =1’로서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의 편의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1년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2013.1~2017.3월을 대상으로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본기간을 가장 최근인 2017.10월까지
확장하여보면,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예측오차가 체계적으로
발생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에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 편의의 체계성 검정1)2)
추정기간

2013.1~2017.10

2013.1~2016.8

1.02*
통계량

-1.53***

0.03

0.91***

0.02

40.16***

주: 1) ‘ =0 그리고 =1’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션(
2) ***, * 는 각각 1% 및 1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의 편의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도 동 검정을 수행하였는데, 검정결과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정기간을 2010년부
터로 설정하였다. 검정결과, 이들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 예측오차도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국 기대인플레이션 편의의 체계성 검정1)2)3)

통계량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1.00*

-2.07***

-1.88**

-2.03**

0.86***

2.32***

1.31***

0.63***

20.62***

25.35***

26.36***

10.96***

주: 1) ‘ =0 그리고 =1’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션( )의 편의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2) 추정 기간은 미국은 2010.1~2017.9월, 여타 국가는 2010.1~2017.3분기
3) ***, **, * 는 각각 1%, 5%, 및 1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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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 산출방식*

* 한국은행(2014)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

당행의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은 비대칭분포에 따른 편의를 방지하고 불성실한 응답에 의한 이상
치를 배제하기 위하여 중위수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의 중위수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동일 응답
구간 내에서는 응답자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uniformly distributed) 가정 하에 선형내삽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중위수(50분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물가상승률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 Woodruff, R. S. (1952), “Confidence Intervals for Medians and Other Position Measure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47, pp. 635-646

: 중위수(인플레이션 인식 또는 기대인플레이션),
: 중위수를 포함하는 응답구간의 하한값, : 전체 응답자 수,
: 중위수를 포함하는 응답구간의 이전 구간까지의 누적 응답자 수,
: 중위수를 포함하는 응답구간의 응답자수,

: 중위수를 포함하는 구간의 폭(range)

【예시】
전체 응답자 수( )가 1,000명, 중위수(50분위)를 포함하는 구간이 [3.0%, 4.0%), 동 응답구간의 응답자
수가 300명( ), 이전구간 (-∞, 3.0%)까지의 누적 응답자 수( )가 4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중위수를 포함
하는 응답구간의 하한값(
중위수(

)은 3.0%이며 동 구간의 폭(

)은 1.0%가 된다.

), 즉 인플레이션 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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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응답자의 개인특성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연구 결과

• 가설: 연령↑, 여성, 소득↓, 교육수준↓, 금융이해도↓ ⇒ 기대인플레이션↑

국가

분석
대상

연령1)

성별

소득2)

교육
수준

금융
이해도

고용

Bryan &
Venkatu(2001)

미국

기대
수준

유의

유의

유의

유의

-

-

• 추가적 특성으로 인종도 포함

Bruine de Bruin
et al. (2010)

미국

기대
수준

유의

×

유의

유의

유의

-

• 추가적 특성으로 인종, 결혼여부 등도 포함
• 소득, 교육, 인종, 결혼여부 등에 따라 기대 형성방식
및 금융이해도가 상이

Pfajfar &
Santoro(2008)

미국

예측
오차

-

유의

유의

유의

-

-

Ehrmann et al.
(2017)

미국

예측
오차

유의

유의

유의

-

-

-

•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의 인식, 개인 금융상황, 거시경
제 전망 등을 기대 결정요인으로 고려

유로지역

기대
수준

×

유의

유의

유의

-

-

• 인플레이션 인식과 기대의 상관관계 강조

Blanchflower &
MacCoille(2009)

영국

기대
수준

유의

유의

유의

유의

-

×

• 추가적 특성으로 주택점유형태도 포함
• 인플레이션 인식이 기대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다만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식이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

Malgarini(2009)

이탈리아

기대
수준

유의

유의

유의

유의

-

유의

• 추가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거주지역 인구, 주택점유형
태, 경제상황 인식 및 전망 등도 포함

Fritzer &
Rumler(2015)

오스트리
아

응답
여부

유의

유의

유의

유의

유의

-

Leung(2009)

뉴질랜드

예측
오차

×

×

유의

유의

-

유의

연구

Arioli et al.
(2016)

비고

• 인플레이션 인식의 결정요인으로 연령, 교육, 소득,
가구 규모, 거주지역이 유의
• 추가적 특성으로 민족(ethnicity)도 포함
• 금융이해도의 유의성을 추정하지는 않았으나 금융이해
도의 차이가 중요 요인이라 주장

주: 1) Ehrmann et al.(2017) 및 Malgarini(2009)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 낮아진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2) Bruine de Bruin et al.(2010)과 Fritzer & Rumler(2015)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진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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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개인특성과 경제심리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1)2)
기본 모형

당월 인플레이션 추가 모형

과거 인플레이션 추가 모형

연령별(기준: 60대)
20~30대

0.249***

0.252***

0.229***

40대

0.138***

0.137***

0.127***

50대

0.132***

0.133***

0.121***

0.085***

0.082***

0.086***

중위소득

0.062***

0.059***

0.068***

고소득

0.093***

0.086***

0.102***

전세

0.001

0.000

월세

0.033**

0.033***

0.033*

0.122***

0.122***

0.121***

비슷

0.069***

0.076***

0.096***

비관

0.374***

0.376***

0.416***

비슷

0.069***

0.092

0.113***

비관

0.237***

0.268***

0.303***

성별(기준: 남성)
여성
소득계층별(기준: 저소득)

주택점유형태별(기준: 자가)
-0.008

거주지역별(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경기 전망(기준: 낙관)

취업기회 전망(기준: 낙관)

응답자의 가계수입 전망(기준: 낙관)
비슷

0.061**

0.052

0.047**

비관

0.248***

0.241***

0.225***

-0.022***

-0.027***

0.277***

0.277***

0.271***

-

0.199***

-

응답자의 가계부채 전망(기준: 낙관)
비슷

-0.022*

비관
기대형성시점 인플레이션
과거 1년간 인플레이션
Constant

LR chi2

-

-

0.477***

2.194***

1.933***

1.569***

0.328***

0.325***

0.320***

1.388

1.384

1.377

5664.53

6248.25

7380.23

주: 1) 분석대상기간은 2013.1~2017.10월 중, 총 표본 수는 107,927개임
2) ***, **는 각각 1% 및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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