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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조 지 성

물가지수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지수산

식에서부터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이를 보완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 까지 다 방면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

행되어왔다. 기존 소비자물가지수의 한계점 중 하나는 소비자 체감

물가와의 괴리이다. 소비자물가지수상의 물가 상승률은 20%인데 소

비자의 체감물가상승률은 20% 이상인 경우가 그 예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체

감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것과 다른 물가지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라스파이레스 산식이 아닌 다른 종류

의 지수 산식을 사용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의 라스파이레스 지수 산식을 그대로 따르되 그 가중치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였다.

기존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평균지출액비중만을 기준으로 사

용하여 도출된 값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지수화하기위

해 노력한 기존의 물가지수들을 검토해보면 평균지출액비중 뿐 아

니라 구매빈도수기준, 소득2분위이하계층의 지출액비중, 물가파급효

과, 가격변동성 등이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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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평균지출액비중과 소득2분위이하계층 지출

액비중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구매

빈도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각 품목 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가격변동성을 계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각 기준 별 중요도

를 계측하였다. 중요도 계측을 위해서는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평균

지출액비중의 중요도가 0.36으로 가장 높고, 구매빈도수 0.30, 물가

파급효과 0.19,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 0.13, 가격변동성 0.11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기준 별 값과 중요도를 종합하여 품목 별 체감가중치를 산

정하고 기존가중치와 비교하였다.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지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교 결과, 국수만이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가 같

고 나머지 53개 가공식품 품목은 두 가중치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므

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중치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기존가중

치가 체감가중치 보다 더 큰 품목으로는 김치, 분유, 빵, 아이스크림,

과실주, 우유 등이 있고, 반대의 경우로는 체감가중치가 기존가중치

보다 큰 소금, 밀가루, 기능성음료, 당면, 초코파이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대체편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의 가중치가 5

년 동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2005년∼2011년) 체감가중치를 도출한 후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

정하여 대체편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소비자체감물가지수는 전체가공식품분야에 대한 것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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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군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전체가공식품분야에 대

한 소비자체감물가지수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한 결과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소비자물

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다. 즉 기존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기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서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다. 이는 앞의 경우와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평가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COICPO(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따라 가공식품분야를 11개의 품목 군

으로 구분하고 각 품목 군별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

가지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품목 군 별 물가지수의 추이와 전체가공

식품분야의 물가지수 추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중치가 큰 ‘빵

및 곡물’과 ‘과자·빙과류 및 당류’의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전체 가

공식품분야의 소비자체감물가지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물가지수의

경우 0.1%의 변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으

므로,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요어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체감물가지수,

라스파이레스 산식(Laspeyres), 가중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학 번 : 201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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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비자물가지수는 경제지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소

비자물가지수는 가구부문 전체의 물가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

을 제공하기위한 거시경제지표로서 사용된다. 둘째, 사회보장수혜금,

사회수혜금, 임금 등은 생계비나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

므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를 위한 지표로서 사용된다. 셋째, 가계수

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소매판매액통계,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에서

현재의 금액을 과거 일정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디플레이

터로 활용된다. 넷째, 경제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물가상승을 모

니터링 할 경우 및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재정정책 및 통

화정책, 무역 및 환율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이 소비자물가지수이다. 이와 같이 국민 소비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은 엄밀해야 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그 역할 및 중요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1)

소비자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지수 산식

을 따르므로 본질적으로 상향편의(upward bias)가 있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변동의 크기를 과장하여 실제보다 더 크게 물

가가 변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물가

지수의 계측방법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상향편의에도 불구하고 소비

1) Kokoski(1987)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측오차가 총지수의 1%만 되어도 어

떤 정부지출사업예산에 10억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언급하면

서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측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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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체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이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 체감물가를 높게 만든다. 소비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품목에 대한 구매

빈도수와 최근에 오른 품목에 대한 기억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

자가 자주 구입하는 두부의 가격은 오른 반면 10년에 한번 정도 구

입하는 냉장고의 가격이 내렸다고 하자. 두부와 냉장고의 가중치를

감안하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구매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전체소비자물가

지수가 상승하였다고 체감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오직 평균지출액만을 기준으로 추정된 소비자물가

지수의 가중치이다. 평균지출액이 작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비자물가지

수가중치 산정의 기준을 평균지출액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경

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중이 작은 품목 수십 개의 가

격이 상승하고 비중이 큰 품목 한두 개의 가격만이 하락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에 전체 물가는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수십 개의 가격이 상승하였기에 물가가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

통계청 및 여러 정부기관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가

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생활물가지수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정 하에 소

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구매빈도가 높거나 생활필수품인 품목을 선

정하여 이들 품목만의 물가지수를 측정한 것이 생활물가지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소비자물

가와 여전히 괴리가 존재한다는 보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체

감정도를 반영한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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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목적은 가격이 변하는 품목의 종류에 따

라 소비자들이 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감가중치

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평균지출액비중을 사용하여 계측

된다. 즉, 총 가구지출액 중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액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지출비중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체감을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비

자들은 절대적인 지출액과는 상관없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변

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지출액 외에 추가적으로 네 가지 기준들을 가중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자한다.

첫 번째 기준은 구매빈도수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일

수록 그렇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 변할 때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구매빈도수가 높은 품목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

어야 한다. 품목별 구매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농

식품 소비자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계층의 지출액

비중이다. 동일한 가격변동에 대해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지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는 물가지수 활용

목적의 하나인 물가정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반

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의 지출액 자료는 통계청

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물가파급효과이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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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가격변동이 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산업의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물가파급효과가 클수록 해

당 품목의 가격변동이 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격변동성을 가중치에 포함하고자 한다.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격변동성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이계수를 도출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다섯 가지 기준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 별 중요

도를 사용하여 가공식품분야의 체감가중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연도별로 계측하고, 이를 기존의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였다.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초기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외국의 연구 사례들은 가구의 효용함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국민 후생의 변

화에 대한 연구가 Afriat(1977), Allen(1949, 1975), Deaton(1979),

Die-wert(1981), Samuelson(1947) 등에 의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들 연구는 모든 가구의 효용이 동일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으므

로 이의 해결을 위해 Sen(1979b), Barnes and Gillingham(1984),

Hagemann(1982), Jorgenson and Slesnick(1983), Kokoski(1987),

Lewbel(1985), Michael(1979), Pollak and Wales(1992)

Sherwood(1975) 등이 가구특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Kersten(1985)은 비응답 편의 (nonresponse bias)가

CPI(Consumer Price Index)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프로그래밍을 통해

계측한 후 총 지출에 대한 탄성치를 사용하여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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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1999)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상품대체편의(commodity

substitution bias), 판로대체편의(outlet substitution bias), 근본적지

수편의(elementary index bias)는 ‘변하지 않는 상품의 질’과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가정의 변동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새로운 상품의 영향력

이 커짐으로서 발생하는 편의(new goods bias) 와 상품의 질이 변

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의(quality bias)에 대해 설명하고 계측하였다.

Hausman(1999)은 이와 같이 새로운 상품을 CPI에 포함시키지 않아

발생한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포함한 CPI를 산정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Beatty와 Larsen(2005)는 준모수적엥겔곡선(Semiparametric Engel

curves)을 이용하여 캐나다 CPI의 편의를 추정하였다. 또한 단일 지

수(single index)를 사용한 계량통계학적 접근법(penalized linear

spline model)을 이용하여 CPI의 수준을 기준으로 나눈 네 가지 유

형의 가계들을 분석한 결과, CPI가 생계비를 1.33~1.86% 정도 과장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내 연구사례로는 윤성민(1996)에 의해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계

측 및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 중 상대가격효과 및 가구특성효과로

부터 유발되는 편의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효과를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생계비지수(Cost of living Indices)2) 계측모

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윤창호 외(1999)는 CPI의 상향편의(upward bias)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품을 소

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상품에

2) 생계비지수(Cost of living Indices)는 물가지수의 일종으로서 가계에 있어 보다

중요시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중요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지수이다. 따라서 이

의 계측을 위해서는 소비내용의 파악, 가계계열의 파악등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

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생계비지수의 대리변수로써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두 지수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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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 함수를 추정 한 후, 소비자의 CV를 계측하는 방법을 통

해 COLI(Cost Of Living Inde number)를 기초한 이동식전화요금을

포함시킨 수정된 통신부분 소비자물가지수(C-CPI1)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비자물

가지수가 본질적으로 편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

구에서는 해당 편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계측하고자 하는

방향과 시장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품목만을 고려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의에 대해 새로운 품목을

포함시킨 수정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두 가지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생계

비지수를 대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편의가 발생하므로 이를 계측하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생계비지수로서의 대표성

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의에 그 초점을 두지 않고 소비자들의 체

감 정도를 객관화하여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지수화하기 위해 기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용

하고 있는 ‘평균지출액’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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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물가지수이론의 검토

제 1절 지수산식의 종류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지수(Elementary Price Indices) 산출 단계를

거쳐 각각의 품목지수를 가중 합산함으로써 산출된다. 이때 품목지

수를 산정하기 위한 지수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중치의 사용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

분되는 데 첫 번째로 가중치가 있는 지수산식으로는 라스파이레스

(Laspeyres)와 파셰(Paasche) 지수가 있다. 두 번째로 가중치가 없

는 지수산식으로는 Carli, Jevons, Dutot, Harmonic 지수가 있다. 마

지막으로 Superlative Indices로써 이에 해당되는 지수산식으로는 피

셔(Fisher), 통크비스트(Tornqvist), 왈쉬(Walsh) 지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지수산식 중 이상적인 지수산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주로 활용하는데, 경제이론적 접근법과 공리적

접근법이 그것이다. 경제이론적 접근법이란 가격과 수량이 상호의존

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상적인 지수를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근

거할 경우 Jevons 산식이 대부분의 품목지수에 적합한 수량지수로

판명되었다. 공리적 접근법이란 지수가 가져야할 공리를 설정하고

이를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지수가 이상적인 지수가 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확률적 접근법의 포함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불확정적(inconclusive)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나열

한 여러 가지 지수산정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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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는 분자의 비교시점과 분모의

기준시점 가격벡터에 대해 각각 기준시점의 소비량벡터로 곱한 뒤

그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 식(1)

( = 라스파이레스지수, 
=비교연도 I상품가격, 

=기준연도 I상품가격, 
=기준

연도 I상품수량)

라스파이레스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필

요한 가중치가 기준년도의 품목별 지출비중만을 사용하여 구하기

때문에 비교년도가 바뀜에 따라 품목별 가격지수만 새로 측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물가지수의 산식으로 라스파

이레스 산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라스파이레스 산

식을 통해 계측되고 있으며 기준 년을 5년마다 바꿔주고 있다. 따라

서 라스파이레스지수는 비교년도가 기준년도에서 멀어짐에 따라 비교

년도의 소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스파이레스지수와는 반대로 비교년도의 소비량 벡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파셰지수(Paasche Index) 이다.

 


  






  





························································· 식(2)

( =파셰지수, 
=비교연도 I상품가격, 

=기준연도 I상품가격, 
=비교연도 I상품수량)

파셰지수는 비교시점의 품목별 가중치가 필요하므로 물가지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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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매기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비교시점이 기준시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라스파이레스지수와는

반대방향의 편의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시점간의 상

품의 가격변동과 수량변동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라

스파이레스지수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 파셰지수로 산정한 물가상

승률보다 크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증가하면 수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라스파이레스지수의 물가 상승

률이 파셰지수의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나타난다. 즉,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상향편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파셰지수는 하향편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가 없이 산출되는 지수산식은 오직 두 기간에 대해서만 비교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지수를 “elementary"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품목의 최 하위단계에 해당하는 크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우유라는 품목이 있을 경우, 이의 최 하위단계라 함

은 “500ml 규격의 저지방 흰 우유"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제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산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품목 내에 I개의 규격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t시점에서 규격 i의 가격을 
라

하고, 가격 벡터를   
 
 
  

         라 하자.

첫 번째 지수산식은 Dutot Index이다. 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Dutot(1738)에 의해 만들어진 산식으로 가중치가 없을 경우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1기의 평균가격을 0기의 평균가격으로 나

누어서 산출된다.

 
   

  






 

  






  

  




 

  




  ········ 식(3)

(=Dutot Index, 
=0기 I규격의 가격,

=1기 I규격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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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수산식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Carli(1764)에 의해 만들어

진 Carli Index이다. 이는 1기와 0기의 가격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되는 산식이다. Carli Index는 영국의 Retail Price Index 산출에 사

용되는 등 Dutot Index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식(4)

(=Carli Index, 
=0기 I규격의 가격,

=1기 I규격의 가격)

세 번째 지수산식은 Jevons Index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Jevons(1863)이 1기와 0기의 가격비의 기하평균을 산출한 것이 다.

기초 품목의 합산(elementary aggregate)에 이 지수산식을 활용할

경우, Jevons Index는 기간 간 상품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탄력성 불변 지수(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dex)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식(5)

(=Jevons Index, 
=0기 I규격의 가격,

=1기 I규격의 가격)

네 번째로 Jevons(1865)와 Coggeshall(1887)이 제안한 Harmonic

Index가 있다. 이는 N개 가격비의 조화평균으로 산출된다.

 
   

  








     ····································· 식(6)

(=Harmonic Index, 
=0기 I규격의 가격,

=1기 I규격의 가격)

다섯 번째 지수산식으로는 Carli와 Harmonic산식의 기하평균

( )이 있다. Fisher(1922)는 가  와 매우 유사하며 이

둘은 최우량 비가중 지수산식이라 하였다.

 
       ······························· 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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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수산식으로는 Ratio of Harmonic means가 있다. Dutot

Index에 상응하는 조화 평균(Harmonic Average)이 Ratio of

Harmonic means 이다.

 
  







  






 ············································· 식(8)

상기 언급한 지수 산식 간 크기를 비교해 보면 식(9)와 같다. 즉,

는 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며 는 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등호가 성립한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간의 등호

가 항상 성립한다고 하여 정확하게 그 차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수간의 차이는 N개 상대가격비의

분산과 관련이 있다. 와 의 차이는 N개의 상대가격비의 분산이

커질수록 그 값이 더 커지게 되며, 와 의 차이는 N개의 상대

가격비의 분산에 비례한다. 또한 실증적 검토과정을 통해서  는

 와 와 항상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 식(9)

3. 기타지수(Superlative Indices)

기타지수는 기간에 대해 가격과 양을 동등하게 간주한다. 이에 해

당하는 지수들은 대칭적이며 생계비지수와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진

다. 피셔지수(Fisher’s Index), 통크비스트지수(Tornqvist Index), 왈

쉬지수(Walsh Index)의 결과 값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

격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된다.

라스파이레스지수와 파셰지수가 양극단의 편의문제를 내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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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상적인 물가지수는 이 두 지수들의 평균값을 취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취할 때 일반적으로 기하평균(geometric

mean)이 널리 쓰이는데, 두 지수에 대한 기하평균 방법을 통해 산

출되는 것이 피셔지수이다. 가격지수와 수량지수의 곱이 지출액지수

와 일치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미국 등에서 국민계정상 GDP 추계에

사용되는 추세이다.

   




······················································· 식(10)

(=피셔지수, =라스파이레스지수, =파셰지수)

또한 품목별 가격지수의 가중기하평균을 취하는 경우에는 통크비

스트지수라고 한다. 통크비스트지수는 그에 상응하는 생산 또는 소

비함수가 계량적 추정에 용이한 형태를 뛰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에

널리 활용된다.

 
  







 ,   



  





  



  





 ··식(11)

(=통크비스트지수, 
=0기 I상품가격,

=1기 I상품가격,
=0기 I상품수량,


=1기 I상품수량)

마지막으로 1기 가격의 합을 0기 가격의 합으로 나누어 준 것을 가

중치로 하여 두 기간 간 기하평균을 도출한 왈쉬지수산식이 있다.

  
  



  
  



  ································ 식(12)

(=왈쉬지수, =0기 가격, =1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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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소비자물가지수의 시계열측정 방법

시계열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준시점고

정방식(fixed base system)과 연쇄방식(chain system)이 있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방식은 기준시점고정방식을 따르고 있

다. 예를 들어 2010년을 기준년도로 선택한 경우, 2011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과 2011년의 가격과 수량벡터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 즉, t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년도와 t기의 가격과 수량에 의

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

·

   

기준시점고정방식의 문제점은 기준시점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

라 물가상승률이 다르게 계측된다는 것이다. 즉, 기준 연도와 많이

떨어져 있는 한 시점인 t-2기와 t-1기 간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하고

자할 경우에도 기준시점의 가격 및 수량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 기간 간의 물가상승률에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시점고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연쇄지수방식이다.

연쇄지수방식의 경우 기준시점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매 기간 직

전연도를 기준연도로 삼아 물가지수를 구한 후 곱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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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지수방식을 따를 경우 두 기간간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

두 기간간의 가격 및 수량만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준시점고정

방식에서 발생하는 대체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쇄지수방식도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편의를 내포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순환성(circularity)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준

시점과 비교시점의 가격 및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도 두 시점간의

가격변동경로가 다르면 지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순

환성을 정의하면 식(13)과 같다.

       ························ 식(13)

즉, 순환성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고정방식과 연쇄지

수방식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수산식은 순

환성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superlative indices의 경우 순

환성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한 차이가 그리 크지 않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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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기존 물가지수에 대한 검토

제 1절 기존 물가지수 현황

1.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

종 소비재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소비자물가지

수는 가구가 소비하는 재화의 물가를 가중평균한 것으로 각 재화별

가중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조사 대

상 481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하고자 할 때,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일

한 가격상승이라 할지라도 품목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

므로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을 기초로 하여 품목별 가중치를

작성함으로서 소비지출규모에 비례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자 하였다.

가중치의 모집단은 201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중 의제지출비를 포

함한 소비지출액 중 자가보유비와 복권, 중고차 구입비 일부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동

향조사의 월 평균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481개 품목을 대상

으로 산정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이 가중치 모집단(소비지출

총액)을 1,000.0으로 하고 개별품목이 차지하는 지출액 비중을 그 품

목의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격변동을 가중 평균하여 작성된다.

<표 1>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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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기간, 지역, 품목

분류 수준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조사 되어 발표 되

므로 월별, 분기별, 연도별 자료를 197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도시 및 37개 시, 9개 구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기준시점의 가격수준

이 다르게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격 차

이를 비교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두 개의 품

목 분류수준으로 구성된다. 즉, <표 1>과 같이 상위분류인 빵 및 곡

물이 있고 이의 하위분류로서 쌀, 찹쌀, 보리쌀 등이 있는 것이다.

<표 1> 2011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품목별
전도시 서울특별시

원데이터 가중치 원데이터 가중치

총 지수 104 1000 103.8 1000

빵 및 곡물 108.6 22.8 109.9 21.7

쌀 111.1 6.2 111.6 5.6

찹쌀 99.4 0.8 99.3 0.7

보리쌀 105 0.2 104.3 0.2

콩 143.7 0.5 143.5 0.5

땅콩 98 0.1 95.2 0.1

혼식곡 126.4 0.4 127.1 0.4

밀가루 105.3 0.2 105.7 0.1

국수 107 0.8 107.6 0.8

라면 99.7 2.4 100.6 1.9

당면 119.1 0.2 119.2 0.2

두부 119.2 1.4 123.9 1.5

식빵 106.2 0.4 106.4 0.4

… … … … …

육류 109.3 23.5 107.1 21.9

어류 및 수산 107.9 15.2 105.4 12.8

우유·치즈 및 계란 104.5 11.6 105 10.8

식용유지 102.9 1.2 102.1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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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종소비단계의 물가지수로서의 대표성을 위한

지수라면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소비자물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수이다. 통

계청은 소비자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 언론기관 및 물가통계전문

가들로 구성된 「물가통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소비자

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

지수를 1998년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생활물가지수의 대상품목은 두부, 라면, 돼지고기 등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품목, 쌀, 닭고기 등 소득의 증감과 관계없이

지출하면서 분기 1회 이상 구입하는 품목, 한우쇠고기, 납입금 등 소

비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들과 자주 구입

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142개 품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가공식품분야의 품목은 26

개로 <표 2>와 같다.

<표 2> 생활물가지수 품목 중 가공식품분야

가공식품

(26개)

구분 대상품목

빵및곡물 두부, 라면, 국수, 빵, 식빵, 떡

육류 햄

어개 생선통조림, 어묵

낙농품 우유, 발효유

유지 참기름, 식용유

채소․해조 맛김

과자․당류 스낵과자, 초코파이, 빙과

조미료․기타식품 고춧가루, 소금, 설탕, 고추장, 된장, 간장

차와음료 커피, 콜라, 과일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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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물가지수 데이터를 간략

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소

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생활필수품에 대해 별도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비슷하다. 우선 1975년

부터 2012년까지 월별, 분기별, 연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도

시 및 37개 시, 9개 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성질과 같다. 하지만 분류수준에 있어서는 소비자물가지

수와 차이가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하위단계의 분

류 수준에 속한 품목(예: 쌀, 씨리얼식품 등)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위단계(예: 빵 및 곡류 등) 분류체계

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 식품이

외, 전월세, 생활물가이외,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 등 상위단계로

총 다섯 개의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표 3> 2011년도 생활물가지수

(2010=100)

생활물가지수품목
전 도시 서울특별시

소계 가중치 소계 가중치

생활물가지수 104.4 560.3 103.9 522.1

국수 107 0.8 107.6 0.8

라면 99.7 2.4 100.6 1.9

두부 119.2 1.4 123.9 1.5

식빵 106.2 0.4 106.4 0.4

… … … … …

식품 106.3 165.2 106.2 150.9

식품이외 103.5 395.1 102.9 371.2

전월세 104 91.8 104.3 148.2

생활물가이외 103.5 439.7 103.5 477.9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 104.3 652.1 104 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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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의 소비심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산

가치에 대한 전망 등을 파악하여 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

해 산정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

지출전망,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

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개별지수가 100보다 높다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반대

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자체가 100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

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99.1/4~’08.2/4)평균

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개별지수들을 표준화하

여 합성한 하나의 대표지수에 의해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민간소비 및 경기 동

행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래 소비 및 경기 등

의 전망에 유용한 지수라 판단할 수 있다.

<표 4>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 데이터를 간

략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 달 지수코드와 분류코드별로 발표되고 있다. 지수코드

의 경우 현재생활형편 CSI(Consumer Sentiment Index), 현재경기판

단 CSI, 생활형편전망 CSI 등 총 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지

수코드에 대해서 전체 또는 분류코드별로 소비자심리지수가 발표된

다. 분류코드는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주택보유형태, 지역 등 총 6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개 지수코드를

모두 종합한 월별 소비자심리지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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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1년도 소비자심리지수

(2010=100)

지수코드별 분류코드별 2011.01 2011.02 … 2011.12

현재생활

형편CSI

전체 90 89 … 85

남자 90 89 … 85

여자 86 87 … 86

40세미만 94 95 … 85

… … … … …

100만원미만 78 75 … 75

… … … … …

자가 90 89 … 85

… … … … …

서울 90 89 … 84

… … … … …

… … … … … …

소비자

심리지수
전체 108 105 … 99

4. MB 물가지수

MB 물가지수는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을 상징하는 물가지

수로서,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계층의 구입이 잦고 지

출액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08년 3월 처음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교통요금, 삼겹살 등의 10개의 품목을 추가

한 ‘신MB 물가지수’가 공표되었다. 그렇지만 MB 물가지수와 신MB

물가지수는 발표된 이래 2011년 말까지 동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보

다 1.5배~2배정도 더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MB 물가지수를 살펴봐야하는 이유는 타 물가지수

와는 달리 소득수준에 따른 물가에 대한 체감정도가 다를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MB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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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12개)

구분 대상품목

빵및곡물 밀가루, 라면, 빵, 식빵, 케이크, 두부

낙농품 우유, 분유

유지 식용유

조미료․기타식품 고추장, 설탕

과자․당류 스낵과자

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2개 품목 중 가공식품 품목은 12개로서

저소득층에게 가공식품의 가격변동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MB물가지수 품목 중 가공식품분야

제 2절 기존물가지수의 한계점

생계비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예가 소비자물가지수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품목들의 가격변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주어진 품목의 바구니를 그대로 소비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계비지수가 같을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출액비중 가중치를 사용하

여 품목별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중요도를 반영하여 나타내려 하였

지만, 지출액비중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나타내기에는 한

계가 있어 많은 비판들이 있어왔다. 즉, 소비자물가지수는 비현실적

인 가정 하에서만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보완책인 가중치의 구성요소가 평균지출액만으로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지수화 하는데 있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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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주요한 요인이라 판단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 중 구

매빈도가 높은 품목들만을 따로 모아 산정한 지수이다. 즉, 생활물

가지수는 구성품목의 선정에 있어 빈도수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것과 동일한 것

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지수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구성품목을 빈도수가 높은 품목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빈도수만이 소비자들의 체감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라는 가

정을 한 것으로, 다른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체감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섯 개의 지수를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하나

의 지수를 만들어 낸 점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에 다섯 가지

기준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들을 표준화한 후 단순 합을 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심리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여섯 가지 지수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의 심리지수에

있어 여섯 가지 지수의 중요도가 같은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별로 물가에 대한

체감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물가변동

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에 ‘소득수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MB물가지수의 의도는 좋았으나 생활물가지수와 마찬가지

로, 그 품목의 구성에 있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반영하

였지, 가중치 자체는 ‘평균지출액 비중’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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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중치항목의 중요도 추정

기존 물가지수를 검토한 결과,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평균지출액비중 뿐 아니라, 구매빈도수(생활물

가지수의 목적), 소득수준별 지출비중(MB물가지수의 목적) 등에 대

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지출액 외의 여

러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지수들은 구성품목에 변화

를 주었다. 예를 들면,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지수산식과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것을 그대로 원용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자주 구

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전체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품목의 구성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

라 체감가중치를 산정하여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본 장에서는 체감가중치 도출에 사용될 다섯 가지 기

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을 크게 두 개의 상위 개념으로 나

누어 접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소비측면’이다. 이 개념에 속하는

기준으로는 평균지출액비중, 구매빈도수, 소득 2분위 이하계층 지출

액비중이 있다. 즉, 소비측면은 물가변동이 가계 소비자들에게 미치

는 영향과 그들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준이다.

두 번째는 ‘시장측면’이다. 이 개념에 속하는 기준은 물가파급효과

와 가격변동성이다. 즉, 시장측면은 가격변동이 전반적인 산업부문

과 기업의 행동경정 및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

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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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가중치 항목

1. 평균지출액 비중

평균지출액 비중은 현재 모든 물가지수의 가중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원용할 것이다.

가중치의 모집단은 2010년 가계조사 결과 집계된 소비지출액에서

이전적 성격인 경조비, 회비, 종교 관계비를 제외한 후, 전세 및 보

증부월세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중치의 모집단 = 소비지출액 - (경조비, 회비, 종교 관계비)

+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소비지출총액을 1,000.0으로 하고 개별

품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그 품목의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다. 즉, 품

목별 소비지출 규모가 클수록 해당품목이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결

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지출액에 비례하는 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품목별 지출액 기준

을 소비자체감지수물가 산정 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표 6>은 가공식품 54개 품목의 평균지출액비중 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평균지출액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우유로서 가중치가 5.8

이며, 그 다음이 빵 4.6, 라면과 아이스크림이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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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 지출액비중 순위 품목 지출액비중

1 우유 5.8 30 참기름 0.6

2 빵 4.6 30 식용유 0.6

3 라면 2.4 30 김 0.6

3 아이스크림 2.4 30 맛김 0.6

5 발효유 2.2 30 초코파이 0.6

5 스낵과자 2.2 36 치즈 0.5

7 떡 2.0 36 간장 0.5

7 비스킷 2.0 38 식빵 0.4

7 커피 2.0 38 초콜릿 0.4

10 과일주스 1.9 38 사탕 0.4

11 고춧가루 1.8 38 설탕 0.4

11 맥주 1.8 38 된장 0.4

13 두부 1.4 38 고추장 0.4

13 햄 1.4 44 맛살 0.3

13 육류통조림 1.4 44 과실통조림 0.3

16 케이크 1.3 44 혼합조미료 0.3

16 탄산음료 1.3 44 차 0.3

18 소시지 1.1 44 기능성음료 0.3

18 어묵 1.1 44 과실주 0.3

18 생선통조림 1.1 51 밀가루 0.2

18 소주 1.1 51 당면 0.2

22 즉석식품 1 51 껌 0.2

23 분유 0.9 51 소금 0.2

23 김치 0.9 51 양념장 0.2

25 국수 0.8 51 양념장 0.2

25 젓갈 0.8 51 소금 0.2

25 두유 0.8 51 양념장 0.2

28 씨리얼식품 0.7 51 껌 0.2

28 냉동식품 0.7 51 소금 0.2

30 부침가루 0.6 51 양념장 0.2

<표 6> 가공식품의 평균지출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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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 빈도수 순위 품목 빈도수

1 우유 37.9 29 차 2.0

2 두부 26.8 30 껌 3.1

3 생선통조림 24.6 31 사탕 3.1

4 라면 21.3 32 치즈 3.1

5 발효유 17.8 33 설탕 3.0

6 빵 17.3 34 소금 3.0

7 케이크 17.3 35 혼합조미료 3.0

8 비스킷 15.0 36 국수 3.0

2. 구매빈도수

소비자들은 자주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그렇지 않은

상품의 가격 변동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물가 변동에 대한 체감정도를 반영하는 지수를 만들고

자 할 때 구매빈도수는 주요 기준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구매빈도수는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예,

발렌타인데이때의 초콜릿 수요 증가 등)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들로 인한 오류를 배제하고자 월별 또는 분

기별 품목의 빈도수가 아닌 일 년간 품목별 빈도수 자료를 사용하

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이 통계학적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2010년 서울 및 경

기 일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데이터’

를 사용하여 추정한 구매빈도수는 <표 7>과 같다. <표 7>은 가구 당

년 평균 품목 별 구매빈도수를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구매빈도

수는 우유, 두부, 생선통조림, 라면, 발효유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우유를 일 년에 37.9번 구입하는데

이는 여타 가공식품품목에 비해 높은 구매빈도수임을 알 수 있다. 우

유는 앞서 살펴 본 평균지출액비중도 큰 품목으로서 여타 상품에 비

해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가공식품의 가구당 연평균 구매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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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낵과자 15.0 37 밀가루 2.8

10 초코파이 15.0 38 맛살 2.5

11 떡 9.8 39 두유 2.5

12 과일주스 9.0 40 고추장 2.3

13 소시지 8.9 41 간장 2.2

14 햄 8.9 42 식용유 2.2

15 맥주 8.9 43 된장 2.2

16 아이스크림 8.0 44 젓갈 1.9

17 탄산음료 7.6 45 김치 1.7

18 어묵 7.6 46 참기름 1.5

19 소주 6.4 47 당면 1.2

20 식빵 6.3 48 기능성음료 1.2

21 초콜릿 5.6 49 부침가루 1.2

22 육류통조림 5.5 50 과실통조림 0.8

23 커피 5.0 51 양념장 0.4

24 즉석식품 5.0 52 고춧가루 0.4

25 김 4.9 53 과실주(와인) 0.2

26 맛김 4.9 54 분유 0.2

27 냉동식품 3.7 53 과실주(와인) 0.2

28 씨리얼식품 3.6 54 분유 0.2

3. 소득 2분위이하 계층 지출액 비중

소득 2분위 이하 계층 지출액 비중은 소득이 다른 두 사람은 동일

한 가격변동에 대해 체감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한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2012년 3분기 소득 하위

20%의 물가는 지난해 3분기보다 2.4% 오른 반면, 소득 상위 20%의

물가상승률은 1.5% 오르는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경우, 소득 하위 20%의 물가

는 7.5%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범위(3.0%±1.0%)를 크게 벗어난 반

면, 상위 20%의 물가는 3.7%오르는 데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으므로 저소득층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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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 지출액비중 순위 품목 지출액비중

1 고춧가루 0.0926 28 간장 0.0112

2 우유 0.0599 29 햄 0.0112

3 비스킷 0.0477 30 참기름 0.0111

4 스낵과자 0.0477 31 소금 0.0109

5 초코파이 0.0477 32 국수류 0.0103

6 빵 0.0436 33 어묵 0.0098

7 커피 0.0368 34 차 0.0096

8 라면 0.0364 35 과실통조림 0.0094

9 떡 0.0347 36 혼합조미료 0.0088

10 소주 0.0271 37 생선통조림 0.0087

11 발효유 0.0257 38 된장 0.0079

12 육류통조림 0.0244 39 케이크 0.0077

13 두부 0.0237 40 고추장 0.0069

14 부침가루 0.0235 41 사탕 0.0060

15 씨리얼식품 0.0235 42 기능성음료 0.0054

16 탄산음료 0.0232 43 식빵 0.0046

17 과일주스 0.0206 44 밀가루 0.0043

18 젓갈 0.0189 45 소시지 0.0040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른다면 이는 실제 가격이 오른 것 보다 그

체감의 정도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의 지출액이 큰 품목의 가격변동이 그렇지 않은 품목의 가격

변동 보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

여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계측 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소득 2분위이하 계층 지출액 비중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8>은 소득2분위이하지출액 비중을 기준

으로 하여 가공식품 54개의 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지출액비중은 고

춧가루, 우유, 비스킷, 스낵과자, 초코파이 순이다. 소득2분위이하계

층지출액비중에서 상위10위권에 포함되는 품목과 평균지출액비중에

서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품목과 비교해보자. 후자에 비해 전자에

추가된 품목은 고춧가루, 초코파이, 소주이고 후자에는 포함되어 있

으나 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아이스크림이다.

<표 8> 가공식품의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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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이스크림 0.0189 46 당면 0.0040

20 김 0.0187 47 양념장 0.0004

21 맛김 0.0187 48 분유 0.0003

22 맥주 0.0177 49 초콜릿 0.0034

23 두유 0.0129 50 치즈 0.0030

24 냉동식품 0.0125 51 맛살 0.0025

25 즉석식품 0.0125 52 껌 0.0017

26 설탕 0.0115 53 과실주 0.0012

27 김치 0.0114 54 식용유 0.0001

4. 물가파급효과3)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물가파급효과의 분석은 투입산출모형에서 외

생부문인 ‘수입 및 부가가치부문’의 가격변화에 따른 물가파급효과

를 분석하는 물가투입산출모형의 기본모형과는 다르다. 식품가공산

업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해당 산업 생산물의 가격이 변

동할 경우, 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으로서 해당산업 부문을 이전 처리

하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2009년 총 산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36개

식품 가공 산업의 평균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소비자체감물가지

수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각 가공식품산업 부문의

생산품 가격 10% 증가에 따른 타 산업으로의 물가파급효과가 크다

는 것은 타 산업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

려 할 수 있다.

<표 9>는 물가파급효과를 기준으로 54개 가공식품 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가공식품의 물가파급효과는 맥주, 식용유, 참기름, 탄산음료,

기능성음료 순으로 나열된다.

3) 물가파급효과는 김관수 외(2012)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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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 물가파급효과 순위 품목 물가파급효과

1 맥주 0.0123 30 고추장 0.0039

1 식용유 0.0123 30 된장 0.0039

1 참기름 0.0123 33 국수 0.0036

4 탄산음료 0.0118 33 당면 0.0036

4 기능성음료 0.0118 33 라면 0.0036

6 과실통조림 0.0103 36 껌 0.003

6 과일주스 0.0103 36 두유 0.003

8 소금 0.0102 36 떡 0.003

9 고춧가루 0.0096 36 씨리얼식품 0.003

9 밀가루 0.0096 36 즉석식품 0.003

9 부침가루 0.0096 36 양념장 0.003

12 소주 0.0085 42 초콜릿 0.0025

13 빵 0.0083 42 초코파이 0.0025

13 식빵 0.0083 42 사탕 0.0025

13 케이크 0.0083 45 김 0.0024

13 스낵과자 0.0083 45 맛김 0.0024

13 비스킷 0.0083 45 맛살 0.0024

18 햄 0.0077 48 어묵 0.0022

18 소시지 0.0077 49 과실주 0.002

18 육류통조림 0.0077 50 젓갈 0.0019

21 냉동식품 0.0068 51 생선통조림 0.0017

22 우유 0.0053 52 두부 0.0013

23 발효유 0.0052 53 김치 0.0008

23 치즈 0.0052 54 혼합조미료 0.0008

23 분유 0.0052 54 혼합조미료 0.0008

26 차 0.0046 50 젓갈 0.0019

26 커피 0.0046 51 생선통조림 0.0017

28 설탕 0.0045 52 두부 0.0013

29 아이스크림 0.0044 53 김치 0.0008

30 간장 0.0039 54 혼합조미료 0.0008

<표 9> 가공식품의 물가파급효과

<표 10>은 1위인 맥주, 식용유, 참기름의 경우 앞선 세 기준에서의

순위와 비교한 것이다. 해당 품목들은 다른 세 기준에서 10위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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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측면으로만 소비자체감물

가지수를 산정할 경우, 맥주, 식용유, 참기름 등의 중요성을 과소평

가할 수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맥주, 식용유, 참기름의 기준항목별 순위 비교

품목
평균지출액

비중

구매

빈도수

소득2분위

이하계층

지출액

물가

파급효과

가격

변동성

맥주 11 15 24 1 52

식용유 31 43 56 1 19

참기름 31 47 32 1 22

5. 가격변동성

가격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품목별 가격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5년 동안의 변이계수를 추정하였다. 두

품목 A와 B의 가격이 2년 동안 10% 상승하였다고 가정할 때, 품목

A는 한해에 5%씩 두해 동안 증가한 것이고, 품목 B는 첫해에 10%

하락 후, 다음해 20%증가할 경우 품목 B의 변이계수가 품목 A의

변이계수보다 크다. 즉, 변이계수가 클수록,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은 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

의 구매계획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비자체감물가

의 가중치 산정 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11>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가공식품 54개의 순위를 살펴

본 것이다. 부침가루의 변이계수가 0.27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고

춧가루 0.246, 비스킷 0.229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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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 변이계수 순위 품목 변이계수

1 부침가루 0.271 28 아이스크림 0.129

2 고춧가루 0.246 29 양념장 0.122

3 비스킷 0.229 30 소시지 0.121

4 밀가루 0.209 31 껌 0.118

5 국수 0.206 32 커피 0.118

6 간장 0.205 33 빵 0.111

7 고추장 0.186 34 식빵 0.109

8 설탕 0.181 35 맛살 0.107

9 초콜릿 0.179 36 씨리얼식품 0.104

10 당면 0.176 37 햄 0.102

11 된장 0.173 38 냉동식품 0.091

12 소금 0.167 39 기능성음료 0.090

13 과일주스 0.161 40 라면 0.089

14 생선통조림 0.158 41 육류통조림 0.083

15 치즈 0.156 42 김치 0.078

16 혼합조미료 0.155 43 젓갈 0.075

17 두부 0.154 44 즉석식품 0.074

18 우유 0.147 45 떡 0.071

19 식용유 0.147 46 발효유 0.071

20 맛김 0.141 47 김 0.071

21 어묵 0.140 48 차 0.063

22 참기름 0.137 49 소주 0.048

23 스낵과자 0.136 50 케이크 0.047

24 사탕 0.136 51 맥주 0.038

25 두유 0.132 52 과실통조림 0.037

26 초코파이 0.132 53 분유 0.027

27 탄산음료 0.131 54 과실주 0.006

<표 11> 가공식품의 가격변동성

6. 다섯 가지 가중치 기준별 주요품목

<표 12>는 다섯 가지 체감가중치 산정 기준 별 상위 10개 품목만

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소비측면의 세 기준에서 공통적인 품목은

우유, 빵, 라면, 스낵과자, 비스킷이다. 즉, 이들 품목은 소비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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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측면 시장 측면

평균지출액

비중

구매

빈도수

소득2분위

이하지출액

비중

물가

파급효과

가격

변동성

1 우유 우유 고춧가루 맥주 부침가루

2 빵 두부 우유 식용유 고춧가루

3 라면
생선

통조림
비스킷 참기름 비스킷

4 아이스크림 라면 스낵과자 탄산음료 밀가루

5 발효유 발효유 초코파이
기능성

음료
국수

6 스낵과자 빵 빵
과실

통조림
간장

7 떡 케이크 커피 과일주스 고추장

8 비스킷 비스킷 라면 소금 설탕

9 커피 스낵과자 떡 고춧가루 초콜릿

10 과일주스 초코파이 소주 밀가루 당면

10 - - - 부침가루 -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체감소비자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시장측면의 두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품목은 고

춧가루, 밀가루, 부침가루인데, 이들은 시장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비

자체감물가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다섯 가지 기준별 상위 10개 품목 비교

기준 별 상위 3개 품목들의(총 11개) 타 기준에서의 순위를 비교한

것이 <표 13> 이다. 우선 다섯 가지 기준 모두에서 고르게 중요시

되고 있는 품목은(약 20위의 범위에 포함된 품목) 우유와 비스킷이

다. 즉, 우유와 비스킷은 모든 기준 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품목

임을 알 수 있다.

라면의 경우, 소비측면의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상위 10개 품목에

속하지만, 시장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물가파급효과 34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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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평균지출

액비중

구매

빈도수

소득2분

위이하계

층지출액

물가

파급효과

가격

변동성

우유 1 1 2 22 18

빵 2 6 6 13 33

라면 3 4 8 34 41

두부 13 2 13 54 17

생선통조림 19 3 39 53 14

고춧가루 11 54 1 9 2

맥주 11 15 24 1 52

식용유 31 43 56 1 19

참기름 31 47 32 1 22

부침가루 31 50 14 9 1

비스킷 7 8 3 13 3

변동성 41위이다. 이는 소비측면의 항목으로만 라면의 체감정도를

고려할 경우, 시장측면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맥주, 식용유, 참기름의

경우 물가파급효과 기준에서 중요시 고려하는 것만큼 타 기준에서

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한 가지 기준으로만 물가변동에 대한 품목의 영향력을 나타내

려 할 경우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기존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가중치에 반영하고자 한다.

<표 13> 각 항목별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순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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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중치의 항목별 중요도

1. 분석방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상기 살펴본 다섯 가지 기준의 중요도 도출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한다. AHP는 Satty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나 다수의 평가기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계층’으로 알기 쉽게 세분화하여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AHP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

과적인 인간 사고를 위하여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

의 원리,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의 원리, 논리의 일관성

(consistency)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된 의사결정방법이다.

또한 AHP는 상호비교(reciprocal comparison), 동질성(homogeneity),

독립성(independence), 기대성(expectation) 등의 네 가지 공리를 따른

다. 상호비교의 공리란 의사결정자가 두 대상에 대해서 상호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도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이 해당 중요도는 반드시 역 조건을 성립시켜야 함을 의

미 한다. 즉, X가 Y 보다 2 만큼 더 중요하다면, Y는 반드시 X보다

1/2 만큼 중요해야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동질성의 공리란 중요도의

정도는 한정된 범위내의 정해진 척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비교 대상 간에는 비교 가능한 일정한 범위를 갖는

기준들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독립성 공리는 평가항목

들은 그 특성이나 내용측면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이 없고 독립적이어

야 한다는 뜻 이다. 마지막으로 기대성 공리란 계층구조에 관한 것

인데,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포함

해야 하며 이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공리는 AHP를

유지하거나 그 타당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위의 네 가지 공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발생한다. 첫째, 상호비교의 공리가 위배될 경우, 의사결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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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다. 이처럼 질문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의미는 쌍대비교가 성

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질성의 공리가 충족되지 못

한다는 것은 비교의 기준이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이므로 쌍대비교

가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독립성 공리의 위배는 특정

대안의 선택에 유리한 가중치 산출이 가능해 짐을 말하는 것으로

두 기준을 쌍대비교할 때는 상위수준의 요소만을 고려함을 의미한

다. 넷째, 기대성 공리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합리적 기대를 맞추는데 필요한 모든 대안이나 판단기준을 사용하

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기대를 반

영하지 못하게 된다.

AHP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브레

인스토밍(brainstorming)의 단계로서 평가항목의 선정과 계층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의견

을 모으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계층구조를 설정(structuring)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문제의 요소를 파악하고,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

화하여 이 집합을 상이한 수준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

에서는 각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특

히, 의사결정자가 다수일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의사결정자에 따라 요소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인

식하고 평가에 임하게 되므로 결과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중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우선, 가중치를 산정

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 행태의 설문을 실시한다. <표 14>는 쌍대비교 시 중요도

의 척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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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판단 계량적 점수부여

동등하게 중요 1

약간 중요 2

중요 3

매우 중요 4

절대 중요 5

<표 14> 쌍대비교 시 중요도의 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구해진 쌍대비교행렬을 이용한 가중치 산출에 이

용되는 방법은 고유벡터법, 최소자승법, 상수합법, 열행합법, 행평균

법, 엔트로피법, LIMAP(Linear Programming technique for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reference) 등이 있다. Saaty(1990)

는 고유벡터법이 다른 가중치 산출방법에 비해 더 좋은 추정치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은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의 단계이다. 일관성지수(CI

: Consistency Index)는 아래의 식과 같다.

CI=μ=
λ max-n

n-1
·············································· 식 (13)

(CI=일관성지수, n=기준의 수, max  인 경우 완전한 일관성을 가짐)

AHP에서는 일관성 검정 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 대신 일관성

지수를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지수(RI : Random Index)

로 나눈 비일관성비율(CR)로 검정한다.

CR=
CI
RI
·························································· 식 (14)

(CR=비일관성비율, CI=일관성지수, RI=평균 무작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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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이 0일 경우, 응답자는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Satty는 CR이 0.1 일 경우,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0.2 이내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

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목표를 가공식품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으로

설정하고, 상위계층을 소비측면과 시장측면으로 나누었다. 소비측면

의 하위계층으로는 평균지출액비중, 구매빈도수, 소득2분위이하계층

지출액비중이 있고, 시장측면의 하위계층으로는 물가파급효과와 가

격변동성이 있다.

<그림 1> 계층구조의 설정

   

의사결정자 집단의 구성은 물가정책전문가 19명,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통계청의 전문가 13명, 물가지수연구 관련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 방법은 직접방문의 형식으로 하였다. 상기의

AHP 분석과정을 따라 항목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일관성 검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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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R이 0.1 미만으로 합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5> 의사결정자의 구성

의사결정자 집단 수 (명)

물가정책전문가 19

소비자물가지수산정기관(통계청)의 전문가 13

물가지수연구관련 전문가 8

계 40

2. 중요도 추정결과

AHP를 통해 도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의 최종 중요도를 종합한 것

이 <표 16>이다. 우선, 상위계층의 쌍대비교 결과 소비측면 0.69, 시

장측면 0.31로 추정되어 소비측면이 시장측면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자들의 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계층의 쌍대비교 결과, 평균지출액비중이 0.36으로

가장 높고, 구매빈도수 0.30, 물가파급효과 0.19, 소득2분위이하계층

지출액비중 0.13, 가격변동성 0.11 순으로 계측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체감소비자물가에 있어 평균지출액비중과 구매빈도수의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도가 큰 기준일수록 소비자의 체감정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즉, 평균지출액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는 기

존소비자물가지수가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의 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평균지출액비중 뿐 아니라

소비자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준들을 추가로 고려하는 본

연구방법은 엄밀한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에 알맞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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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층
상위계층

중요도
하위계층

하위계층

중요도

최종

중요도

소비측면 0.69

평균지출액비중 0.51 0.36

구매빈도수 0.30 0.21

소득2분위이하

계층지출액비중
0.18 0.13

시장측면 0.31
물가파급효과 0.62 0.19

가격변동성 0.38 0.11

계 1.00 1.00

<표 16>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중치 기준별 중요도

<표 16>이 각 항목별 최종 중요도를 계측한 결과를 요약한 것 이

라면, <표 17>∼<표 19>는 의사결정자들을 세 그룹(물가정책전문

가, 물가지수산정전문가, 물가연구전문가)으로 나누어 각 그룹 별 가

중치 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보여준다.

<표 17>는 물가정책전문가그룹의 기준별 중요도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물가정책전문가들은 평균지출액비중(0.34), 물가파급효과

(0.20), 구매빈도수(0.19),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0.16), 가격변

동성(0.11)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종합한 결과에서 구매빈도수의 중요도가 물가파급효과의 중

요도보다 더 높은 것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다. 또한 평균지출액

비중과 구매빈도수는 각 0.2씩 중요도가 하락한 반면, 소득2분위이

하계층지출액비중은 0.3, 물가파급효과는 0.1씩 그 중요도가 상승하

였다. 즉, 여타 그룹에 비해 물가정책전문가 그룹에서 평균지출액비

중과 구매빈도수는 덜 중요시하며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과

물가파급효과를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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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층
상위계층

가중치
하위계층

하위계층

가중치

최종

가중치

소비측면 0.69

평균지출액비중 0.49 0.34

구매빈도수 0.28 0.19

소득2분위이하

계층지출액비중
0.23 0.16

시장측면 0.31
물가파급효과 0.65 0.20

가격변동성 0.35 0.11

계 1.00 1.00

<표 17>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중치 항목별 중요도 - 물가정책전문가

<표 18>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가중치 항목별 중요도이다. 이 그룹에서의 기준별 순위를 살

펴보면 평균지출액비중(0.38), 구매빈도수(0.22), 물가파급효과(0.17),

가격변동성(0.14),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0.09) 순이다.

이는 종합한 결과에서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의 중요도가

가격변동성의 중요도보다 더 높은 것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이 있

다. 또한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과 물가파급효과는 종합한 항

목별 중요도에 비해 각 0.04 와 0.02 만큼 하락한데 비해, 평균지출

액비중은 0.02, 구매빈도수는 0.01, 가격변동성은 0.03만큼 상승하였

다. 즉, 여타 그룹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과 물가파급효과를

덜 중요시하며 평균지출액비중과 구매빈도수, 가격변동성을 더 중요

시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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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층
상위계층

가중치
하위계층

하위계층

가중치

최종

가중치

소비측면 0.69

평균지출액비중 0.54 0.38

구매빈도수 0.32 0.22

소득2분위이하

계층지출액비중
0.13 0.09

시장측면 0.31
물가파급효과 0.54 0.17

가격변동성 0.46 0.14

계 1.00 1.00

<표 18>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중치 항목별 중요도 - 물가지수산정전문가

<표 19>는 물가연구관련 전문가들의 기준별 순위를 나타내고 있

다. 이 그룹에서는 평균지출액비중(0.36), 구매빈도수(0.23), 물가파급

효과(0.19),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0.12), 가격변동성(0.09) 순

으로 기준별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종합한 결과의 순위와

같다. 또한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과 가격변동성은 각 0.01

과 0.02 만큼 그 중요도가 하락한 반면, 구매빈도수는 0.02만큼 중요

도가 상승하였다. 즉, 여타 그룹에 비해 물가연구관련 전문가 그룹

에서는 소득2분위이하계층지출액비중과 가격변동성을 덜 중요시하

며 구매빈도수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9>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중치 항목별 중요도 – 물가연구전문가

상위계층
상위계층

가중치
하위계층

하위계층

가중치

최종

가중치

소비측면 0.72

평균지출액비중 0.50 0.36

구매빈도수 0.32 0.23

소득2분위이하

계층지출액비중
0.17 0.12

시장측면 0.28
물가파급효과 0.68 0.19

가격변동성 0.32 0.09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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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평균

지출액비중

구매

빈도수

소득2분위

이하계층

지출액비중

물가

파급효과

가격

변동성

1
물가지수

산정전문가

물가연구

전문가

정책담당

전문가

정책담당

전문가

물가지수

산정전문가

2
물가연구

전문가

물가지수

산정전문가

물가연구

전문가

물가연구

전문가

정책담당

전문가

3
정책담당

전문가

정책담당

전문가

물가지수

산정전문가

물가지수

산정전문가

물가연구

전문가

<표 20>은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한 그룹별 중요도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담당전문가의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재정, 금융정책 및 물가정책의 판단기준으로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가의 결정, 생활보호사업,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복지정책

등을 포괄한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

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의 지출액이 많은

품목과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품목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인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전문가들은 평균지출액과 가

격변동성 기준을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가 평균지출액

인 점과 물가지수를 설계, 산정하는 기관에서 가격의 변동에 상대적

으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연구 전문가 그룹의 경우 여타 집단에 비해 가격

변동성을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매빈도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물가연구 관련 전문가 집단의 항목별 중요도에서는

상위계층인 소비측면의 중요도가 0.72로 타 기관들의 소비측면 중요

도 0.69보다 더 크다. 즉 물가연구관련 전문가집단은 여타 그룹들에

비해 소비측면이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 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한 그룹별 중요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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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체감가중치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 결과

제 1절 체감가중치

4장에서 구한 다섯 가지 기준의 중요도를 활용하여 소비자체감물가

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체감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섯 가지 기준

을 활용한 체감가중치와 기존가중치를 비교한 것이 <표 21>이다.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가 같은 경우에는 현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물가변동에 대한 체감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 사이에 차이가 발

생할 경우에는 현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왜곡하

게 된다.

기존가중치가 체감가중치 보다 더 큰 품목으로는 김치, 분유, 빵,

아이스크림, 과실주, 우유 등이 있다. 전체 가공식품 품목 54개 중

20개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가중치는 이들 품목의 가격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정도보다 더 과장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기존가중치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보다 더 큰 가

중치를 부여함으로서 현 소비자물가지수를 왜곡하고 있다.

반대로 체감가중치가 기존가중치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자. 이에 해

당하는 품목은 소금, 밀가루, 기능성음료, 당면, 초코파이 등으로 전

체 54개 중 34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평균지출액비중만을 사용하

여 도출된 기존가중치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물가에 대한 민

감도를 실제보다 무시하게 되는데 이들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즉,

기존가중치는 해당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를 과소평가함으

로서 현 소비자물가지수의 왜곡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중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의 크기에 대해 나타낸 것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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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존가중치
2011년도

체감가중치
증감률(%)

소금 0.2 0.8 297.20

밀가루 0.2 0.8 277.59

기능성음료 0.3 0.7 136.14

당면 0.2 0.4 123.76

초코파이 0.6 1.3 111.70

껌 0.2 0.4 107.08

과실통조림 0.3 0.6 106.23

식빵 0.4 0.8 99.04

부침가루 0.6 1.1 75.68

양념장 0.2 0.3 73.68

설탕 0.4 0.7 68.94

초콜릿 0.4 0.6 61.43

차 0.3 0.5 59.29

참기름 0.6 0.9 55.57

혼합조미료 0.3 0.5 52.08

고추장 0.4 0.6 49.84

된장 0.4 0.6 47.54

식용유 0.6 0.9 47.33

간장 0.5 0.7 37.08

김치 0.9 0.6 -36.60

분유 0.9 0.6 -35.97

빵 4.6 3.0 -35.63

아이스크림 2.4 1.6 -35.23

21>의 증감률이다. 기존가중치와 2011년도 체감가중치의 증감률이

양수이면 기존가중치에 비해 2011년도 체감가중치가 더 큰 것 이고,

음수이면 2011년도 체감가중치가 기존가중치보다 더 작은 것이다.

<표 21>은 부호와 상관없이 증감률의 절대 값이 큰 순(두 가중치

차이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크기가 큰 것) 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소

금, 밀가루, 기능성음료, 당면, 초코파이 순임을 알 수 있다. 증감률

의 크기가 큰 품목일수록 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해당품목의 중요

도가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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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통조림 1.1 1.5 35.16

맛살 0.3 0.4 34.20

과실주 0.3 0.2 -32.12

치즈 0.5 0.6 29.50

사탕 0.4 0.5 29.46

우유 5.8 4.1 -29.05

커피 2 1.4 -27.59

떡 2 1.5 -25.87

두부 1.4 1.8 25.74

맛김 0.6 0.7 24.40

젓갈 0.8 0.6 -20.41

즉석식품 1 0.8 -20.01

발효유 2.2 1.8 -16.83

냉동식품 0.7 0.8 15.35

어묵 1.1 0.9 -14.88

라면 2.4 2.1 -14.33

맥주 1.8 1.6 -13.41

김 0.6 0.7 12.81

과일주스 1.9 1.7 -12.20

육류통조림 1.4 1.2 -11.95

탄산음료 1.3 1.5 11.91

두유 0.8 0.7 -11.56

케이크 1.3 1.4 10.94

햄 1.4 1.3 -9.88

고춧가루 1.8 2.0 9.10

씨리얼식품 0.7 0.8 9.04

소주 1.1 1.2 6.44

스낵과자 2.2 2.1 -5.32

비스킷 2 2.1 5.22

소시지 1.1 1.1 1.67

국수 0.8 0.8 -0.04

<그림 2>의 산포도 그래프는 54개 가공식품의 위치를 체감가중치

(X축)와 기존가중치(Y축)의 좌표 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나

타나 있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위치하는 품목은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가 동일한 품목이고, 해당 직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

한 품목은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가 차이가 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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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직선의 왼쪽에 위치한 품목들

은 <표 21>에서 증감률이 음수에 해당하는 품목들로서 기존가중치

가 체감가중치보다 큰 품목이다.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품목은 우유

와 빵이다. 대부분의 품목들은 (3,3) 좌표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

유와 빵의 경우에는 각 (4.1,5.8), (3.0,4.6)으로 다른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

지수를 산정 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기울기 1 직선의 오른쪽에 속하는 품목은 체감가중치

가 기존가중치 보다 큰 경우에 속하는 품목들로서 두부, 초콜릿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2> 체감가중치와 기존가중치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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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5년 마다 한 번씩 개정되므로 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가 5년 동

안 고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체감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의 체감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다섯 가지 기준별 값이 필요하다. 우선, 평균지출

액의 경우 각 연도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품목별 지출액을 계산

하였다. 이 산출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2010년 평

균지출액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가중치의 값과 2010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도출한 평균지출액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 가지 경우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준인 구매빈도수는 매 해 같은 값으로 고정 시켰다. 본

연구에서 폼목별 소비자들의 구매빈도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2010년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데

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2010년을 대상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2011년에 대한 데이터

의 경우에도 아직 데이터를 완성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010년의

구매빈도수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구매빈도수 기준에 대한 중요

도는 0.21로서 평균지출액 비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값이므로 이

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면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좀

더 정교하게 얻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빈도수에 대한 데이터

는 농업진흥청에서 2010년 이후로 계속 구축하고 있으므로, 2010년

이후의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추정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세 번째 기준인 소득 2분위이하계측 지출액 비중의 경우, 평균지출

액비중과 같이 ‘가계동향조사’를 근간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연도별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기준인 물가파급효과를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를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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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간장 0.6 0.6 0.6 0.7 0.7 0.7 0.7

고추장 0.6 0.6 0.6 0.5 0.5 0.5 0.6

고춧가루 1.6 1.7 1.6 1.5 1.6 1.4 2.0

과실주 0.2 0.2 0.3 0.2 0.2 0.2 0.2

과실통조림 0.6 0.7 0.6 0.6 0.7 0.7 0.6

주기로 발표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체감가중치 산정 시 물가파급효

과 기준에 대한 값은 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격변동성 기준에 대한 값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 간 해당 품목의 변이계수를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즉,

2011년의 가격변동성 값은 2006년부터 2011년 동안의 변이계수 값

이고, 2010년의 가격변동성 값은 2005년부터 2010년 동안의 변이계

수 값을 사용한 것이다.

<표 22>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도

별 체감가중치를 도출한 것이다. <표 22>를 살펴보면 총 세 가지

추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간변화와 상

관없이 체감가중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

는 품목으로는 과실주와 두유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연도별 체감가중치의 변동이 큰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

당하는 품목으로는 고춧가루와 비스킷 등이 있다. 이들 품목들은 연

도별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로서 5년 동안 가중치가 고정되는 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으로는 해달품목들의 전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체감가중치가 상승하는 품목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설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다. 이 품목들은 시간

이 흐름에 따라 품목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표 22>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체감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음

절에서는 연도별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추정한 것이다.

<표 22> 연도별 체감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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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주스 1.6 1.7 1.7 1.7 1.5 1.5 1.7

국수 0.6 0.6 0.7 0.8 0.8 0.8 0.8

기능성음료 0.6 0.7 0.6 0.6 0.7 0.7 0.7

김 1.2 1.3 1.3 1.3 0.8 0.8 0.7

김치 0.7 0.8 0.7 0.5 0.5 0.5 0.6

껌 0.3 0.3 0.3 0.4 0.4 0.4 0.4

냉동식품 0.9 1.1 1.1 1.0 0.9 0.9 0.8

당면 0.3 0.3 0.4 0.4 0.4 0.4 0.4

된장 0.6 0.6 0.5 0.5 0.6 0.6 0.6

두부 1.6 1.6 1.6 1.6 1.7 1.6 1.8

두유 0.7 0.7 0.7 0.6 0.6 0.7 0.7

떡 1.4 1.4 1.4 1.4 1.4 1.4 1.5

라면 2.1 2.0 2.0 2.1 2.0 1.9 2.1

맛김 1.3 1.3 1.5 1.4 0.9 0.9 0.7

맛살 0.3 0.3 0.3 0.4 0.4 0.4 0.4

맥주 1.4 1.4 1.4 1.4 1.5 1.4 1.6

밀가루 0.8 0.8 0.7 1.0 0.9 0.8 0.8

발효유 1.7 1.8 1.8 1.7 1.7 1.7 1.8

부침가루 1.1 1.2 1.1 1.4 1.4 1.4 1.1

분유 0.8 0.6 0.6 0.6 0.6 0.6 0.6

비스킷 2.7 2.5 2.5 2.6 2.7 2.8 2.1

빵 2.2 2.2 2.3 2.4 2.5 2.6 3.0

사탕 0.4 0.5 0.4 0.4 0.5 0.5 0.5

생선통조림 1.3 1.3 1.4 1.3 1.4 1.3 1.5

설탕 0.4 0.5 0.6 0.6 0.6 0.6 0.7

소금 0.8 0.7 0.7 0.6 0.7 0.7 0.8

소시지 0.9 0.9 0.8 0.8 0.8 0.8 1.1

소주 1.3 1.3 1.2 1.2 1.2 1.1 1.2

스낵과자 2.7 2.5 2.5 2.5 2.6 2.7 2.1

식빵 0.7 0.7 0.7 0.7 0.8 0.8 0.8

식용유 1.1 1.0 1.0 0.9 1.0 0.9 0.9

씨리얼식품 0.9 1.0 1.0 1.0 1.0 1.0 0.8

아이스크림 1.1 1.1 1.1 1.2 1.3 1.3 1.6

양념장 0.6 0.6 0.4 0.4 0.4 0.4 0.3

어묵 0.6 0.6 0.6 0.7 0.8 0.8 0.9

우유 3.9 3.8 3.8 3.7 3.9 3.8 4.1

육류통조림 - 1.3 1.3 1.3 1.3 1.4 1.2

젓갈 0.5 0.5 0.6 0.5 0.5 0.5 0.6

즉석식품 0.7 0.8 0.8 0.8 0.7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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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0.5 0.6 0.6 0.5 0.6 0.6 0.5

참기름 1.0 1.0 1.0 0.8 0.9 0.9 0.9

초코파이 2.5 2.3 2.1 2.3 2.4 2.5 1.3

초콜릿 0.4 0.4 0.6 0.6 0.6 0.6 0.6

치즈 0.5 0.5 0.6 0.6 0.6 0.6 0.6

커피 1.1 1.2 1.4 1.4 1.4 1.4 1.4

케이크 1.3 1.3 1.4 1.3 1.4 1.4 1.4

탄산음료 1.7 1.7 1.7 1.6 1.6 1.6 1.5

햄 1.2 1.2 1.2 1.1 1.0 1.1 1.3

혼합조미료 0.4 0.4 0.4 0.4 0.5 0.5 0.5

<표 23>은 전체 가공식품품목을 국제적기준인 COICPO(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에 따라 11개의 품목 군으로 구

분하여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연도별 체감가

중치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체감가중치가 큰 두

품목 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빵 및 곡류와 과자·빙과류 및 당류가 그

것이다. 이 두 품목 군을 제외한 기타 9개의 품목 군들은 연도별로 절대

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상승추세인 품목 군은 빵 및 곡류, 육류, 어류 및 수산, 우

유·치즈 및 계란, 주류 등이 있다. 체감가중치는 소비측면과 시장측

면 모두를 반영하여 산출된 것 이다. 따라서 체감가중치의 상승은

순수하게 소비자들에게 있어 해당 품목의 중요도가 상승한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기존가중치 산출법을 따르는 경우였다면

가중치의 상승은 지출액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소비자

들에게 있어 품목의 중요도가 상승한 것 인지, 아니면 단순히 품목

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인 것인지 등의 경우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하락추세인 품목 군을 살펴보면 식용유지와 채소 및 해

조가 있다. 이들 품목 군은 이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있어 그 중요

도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품목 군의 체감가중

치가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기존가중치와 비교하면 그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목 군의 중요도 감소분

을 기존가중치가 과대평가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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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변화가 미세한 품목 군은 커피·차 및 코코아, 생수·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등이 있다. 즉,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과자·빙과

류 및 당류와 기타식료품등의 품목 군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체감가중

치의 값이 다양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해당 품목 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표 23> 부류별 기존가중치와 체감가중치의 비교

분류
기존

가중치

체감가중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빵 및 곡류 14.6 12.9 13.1 13.3 14.3 14.3 14.2 14.3

육류 3.9 2.2 2.1 3.3 3.1 3.1 3.3 3.6

어류

및 수산
3.3 2.8 2.8 2.8 2.9 3.1 3.0 3.5

우유·치즈

및 계란
9.4 6.9 6.7 6.7 6.6 6.9 6.7 7.2

식용유지 1.2 2.1 2.0 1.9 1.7 1.8 1.8 1.8

채소

및 해조
1.2 2.5 2.6 2.8 2.7 1.8 1.8 1.4

과자·빙과류

및 당류
8.6 10.7 10.1 10.2 10.5 11.0 11.3 9.3

기타식료품 6.4 7.5 7.9 7.4 6.9 6.9 6.8 7.6

커피·차 및

코코아
2.3 1.7 1.8 1.9 1.9 2.0 2.0 1.9

생수·청량음

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4.3 4.6 4.7 4.7 4.5 4.4 4.4 4.5

주류 3.2 2.4 2.4 3.0 2.8 2.8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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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소비자체감물가지수

본 절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체감가중치를 사용하여 전

체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계측하고 이를 동

기간 동안의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한다. 또한 국제적기준인

COICPO(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에

따라 가공식품분야를 11개의 품목 군으로 구분하여 각 품목 군별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비교해본다.

전체 가공식품분야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

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2005, 2006, 2007년에는 기존소비자물가지수

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반면 그 이후년도에는(2008∼

2011년)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더 높다

(<그림 3> 참조).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간 차이의 크기는 <표

24>의 증감률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감률이 음수일 경우에는 기

존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다는 뜻이며, 양수인

경우에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지수 간 차이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크기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감률의 절대 값을 살펴보면 된다.

두 지수 간 차이가 가장 큰 년도는 2006년으로 –1.26%이며 2005

년, 2008년, 2011년 2009년, 2007년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4) 증감률이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를 A라하고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B라 할 때, 




×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소비자체

감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가에 관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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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가공식품분야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24> 전체 가공식품분야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A) 78.4 79.7 82.1 91.3 99.1 100.0 107.3

소비자체감
물가지수(B) 77.4 78.7 81.9 92.0 99.4 100.0 108.1

증감률(%) -1.25 -1.26 -0.24 0.81 0.31 0.00 0.70

<표 25>부터 <표 35>까지는 가공식품 품목을 11개의 상위계층으

로 분류하여 각 품목 군 별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

가지수의 크기와 증감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25>는 빵 및 곡류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에

관한 것이다. 빵 및 곡류의 경우 2005, 2006, 2007년에는 기존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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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85.1 84.9 85.4 88.7 99.5 100.0 108.4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85.1 84.9 85.5 88.8 99.5 100.0 108.5

증감률(%) -0.015 0.003 0.09 0.09 0.01 0.00 0.10

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이후년도에

서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흐름과 동일하다.

<표 25> 빵 및 곡류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9.9 80.5 83.0 95.5 99.9 100.0 106.5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8.2 78.8 82.2 97.6 101.3 100.0 107.3

증감률(%) -2.18 -2.13 -1.03 2.16 1.40 0.00 0.78

<표 26>의 육류 품목 군을 살펴보면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

자체감물가지수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며 주로 소비자체감물가지수

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육류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27>은 어류 및 수산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에 관한 것이다. 해당 품목 군의 경우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기존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지수보다 더 높다. 또한 2005년부터 어류

및 수산 품목 군에 대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

감률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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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6.0 77.5 78.7 89.1 99.0 100.0 103.7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4.4 76.3 78.1 88.5 99.1 100.0 103.6

증감률(%) -2.11 -1.59 -0.82 -0.69 0.09 0.00 -0.0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7.0 78.7 79.7 88.7 100.6 100.0 101.3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7.5 78.8 80.0 89.1 100.5 100.0 101.2

증감률(%) 0.66 0.11 0.38 0.45 -0.04 0.00 -0.04

<표 27> 어류 및 수산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28>은 우유 및 치즈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

에 관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

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반면 2009년과 2011년에는 기존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더 높다. 이러한 추세는 가공식

품 전체의 소비자물가지수 흐름과는 반대이다.

<표 28> 우유 및 치즈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29>와 <표 30>은 각각 식용유지와 채소 및 해조류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에 관한 것이다. 두 품목 군 모두 기존소비자물가지

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차이가 근소한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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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6.6 73.5 77.5 88.4 101.1 100.0 102.9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6.6 73.5 77.5 88.4 101.1 100.0 102.8

증감률(%) -0.05 0.01 0.01 -0.04 -0.01 0.00 -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1.1 72.8 76.5 90.9 99.9 100.0 108.8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69.4 70.3 76.6 91.4 99.8 100.0 108.2

증감률(%) -2.45 -3.49 0.07 0.60 -0.10 0.00 -0.52

<표 29> 식용유지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30> 채소 및 해조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7.9 79.8 85.7 91.5 96.7 100.0 106.8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7.8 79.7 85.6 91.4 96.7 100.0 106.9

증감률(%) -0.08 -0.19 -0.18 -0.11 0.01 0.00 0.08

<표 31>은 과자·빙과류 및 당류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

가지수에 관한 표이다. 해당 품목 군의 2005년, 2006년 증감률을 살

펴보면 각 –2.45%, –3.49%로서 다른 품목 군에 비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과자·빙과류 및 당류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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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81.8 83.3 86.5 89.8 96.0 100.0 122.9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80.1 82 85.3 89.6 96.6 100.0 123.4

증감률(%) -2.13 -1.55 -1.45 -0.19 0.63 0.00 0.3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3.3 78.9 83.4 90.8 97.6 100.0 105.6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6.9 81.2 84.7 91.9 98.0 100.0 105.6

증감률(%) 4.85 2.88 1.56 1.17 0.38 0.00 0.01

<표 32>는 기타식료품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에

관한 표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 군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더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기타식료품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33>은 커피·차 및 코코아 품목 군에 대한 기존 및 소비자체감

물가지수에 대한 표이다. 이 품목 군은 2005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증감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표 33> 커피·차 및 코코아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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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73.7 75.1 78.6 87.0 96.8 100.0 107.3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74.8 76.2 79.3 86.9 96.5 100.0 107.0

증감률(%) 1.48 1.49 0.91 -0.14 -0.23 0.00 -0.3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존소비자
물가지수 93.5 92.0 92.7 94.7 98.7 100.0 99.3

소비자체감
물가지수 92.1 90.7 92.8 94.6 98.9 100.0 99.2

증감률(%) -1.49 -1.41 0.07 0.60 -0.10 0.00 -0.52

<표 34>는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에 관한 것이다. 해당 품목 군의 경우 전체 가공

식품 소비자물가지수의 흐름과는 달리 2005년부터 2007년 동안에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고, 2008년부터 2011

년 동안에는 기존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다.

<표 34>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표 35>는 주류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물가지수에 관한

것이다. 2005년, 2006년, 2009년, 2011년에는 기존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고, 2007년, 2008년은 소비자체감물가지

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다.

<표 35> 주류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의 비교

(2010=100)

가중치가 큰 품목의 물가가 10%상승하면 가중치가 작은 품목의

물가가 10%하락한다 하더라도 전체 물가지수는 상승 하게 된다. 즉



- 60 -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중치가 큰 품목의 값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개별 품목이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

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개별 가중치의 값이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품

목 군별로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표 23>은 각 품목 군 별 가중치의 합을 나타낸 것

으로 해당 값을 통해 품목 군 별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11개 품

목 군 중 상대적으로 타 품목 군들에 비해 가중치의 크기가 큰 두 품

목 군은 ‘빵 및 곡류’와 ‘과자·빙과류 및 당류’로서 각 12.9와 10.7의

가중치 값을 가진다. 즉, 이 두 품목 군의 움직임이 전체 가공식품분

야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체 가공식품에 대한 기존소비자물가지

수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2005부터 2007년 까지는 기존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

가지수보다 높고, 2008부터 2011년까지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

존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더 높다. 2005년부터 2007년의 기간 동안

‘빵 및 곡류’와 ‘과자·빙과류 및 당류’ 품목 군의 기존 및 소비자체감

물가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지

수의 움직임과 같이 기존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다. 즉, 가중치가 큰 두 품목 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

므로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과 2011년도의 경우에는 상기 두 품목 군이 서로 다

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빵 및 곡류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

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고, 과자·빙과류 및 당류는 기존소비자물가

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다. 따라서 전체 가공식품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방향의 원인을 알기위해서는 품목 군의 구체적인

증감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의 경우, 2009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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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의 증감률이 각 –0.10과 –0.52로 빵 및 곡류의 동 연도별

증감률보다 작다. 또한 이 두 품목 군뿐 아니라 전체 11개 품목 군

중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큰 품목 군이

6개이며, 그 증감률도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가공식품분

야의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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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지수

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공식품부문에 대한 진정한 의

미의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비자체감물

가지수 산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지출액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평균지출액비중 뿐 아

니라 구매빈도수, 소득2분위계층지출액비중, 물가파급효과, 가격변동

성 등 총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다섯 가지

기준이 동등한 비율만큼 소비자들의 체감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다섯 가지 기준들에 대한 중요도를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AHP 방법을 사용하였다. AHP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에 있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평균

지출액비중이고, 그 다음은 구매빈도수, 물가파급효과, 소득2분위이

하계층지출액비중, 가격변동성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사용하여 연도별 품목의

체감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존가중치(2010기준)와 비교하였다.

체감가중치와 기존가중치가 같은 경우 기존의 가중치가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를 왜곡 없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은 국수 밖에 없으며, 나머지 53개 품

목은 체감가중치가 기존가중치보다 크거나 기존가중치가 체감가중

치보다 크다. 즉 가공식품분야의 기존가중치는 소비자들의 체감정도

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체감가

중치를 계측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였

다. 기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존소

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체감물가지수보다 높은 경향이 있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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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1년까지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가 기존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6년 동안 증감률의 절대 값 범위는 0.3에서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에서는 1%의 변화도 중요시 고려되는 경우가 빈번하

기 때문에 비록 객관적으로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

서는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라스파이레스

지수산식을 따르는 기존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는 그대로 원용하

는 대신 가중치에 변화를 주었다. 이 방법은 물가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 품목 별 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대표품목의 선정 및 그

중요도의 산정, 각 품목별 가격 및 수량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물가

지수 산식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물가지수 산식

이 가지는 고유한 편의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품목 별로 구체적인 가격

이나 수량자료 등을 구할 수 있다면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

기 위해 생계비지수와 가장 가까운 Superlative indices인 피셔지수

나 통크비스트지수를 사용하여 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것

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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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 the Case of Processed Food

Jisung Jo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price index has been studied from many different

angles by many researchers, ranging from index formular to

limitation of consumer price index and alternatives. One of the

limitations of consumer price index is its considerable gap

between consumer price index and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5). For instance, even if inflation rate of consumer price

index is 20 percent, consumers occasionally feel that the rate of

inflation has increased by more than 20 percent. With this point

in mind view, I propose the consumer price index that reflects

exact degree felt by consumers.

There are mainly two ways to measure a price index which is

different with conventional price index. The first is to employ

alternative index formular instead of Laspeyres formula. The

second is that make a change on the weight while sticking to

Laspeyres’ index. This study adopts the latter.

5)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is the consumer price index based

on consumer’s actual reflection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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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ight of present consumer price index is estimated by

using the average expenditure share of the items. When it comes

to existing price index, however, not only the average

expenditure share of the items but the purchase frequence, the

expenditure share of low income class, price ripple effect, and

price fluctuation are considered as variables to indicate

consumer’s degree of sentiment.

To obtain the data of aforementioned standards, I use

"household survey data" for the average expenditure share of the

items and the expenditure share of low income class. Also

"agrifood consumer panel survey data" is used to explain the

purchase frequence and I draw the price ripple effect using an

"an inter-industry relation". Lastly, consumer price index is used

as surrogate variable to measure the price fluctuation.

After organizing these data, the next step i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ach standard. 40 exper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to retain objectivity and they were required to value the

importance with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average expenditure was the first(0.36),

followed by the purchase frequence(0.30), price ripple effect(0.19),

the expenditure share of low income class(0.13) and price

fluctuation(0.11).

The sentiment weight is determined by the value of standards

and compared with present weight. If the sentiment weight is

same with present weight, consumer price index accord with

consumer's actual reflection on the market. Besides noodles

among 54 processed foods, however, the study found the

differences between two kinds of weights in the rest items,

revealing notable gaps that we have focu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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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more specific, Kimchi, dry, bread, ice-cream, fruit wine,

and milk are the products, falling into the category that current

weight is higher than the sentiment weight. Salt, flour, functional

beverage, and glass noodle is in the adverse case.

The reason for the substitution bias of consumer price index is

due to the weight fixed for 5 years. Therefore, I want to work

out the weight based on annual consumer's actual reflection(2005

∼2011) to solve this problems.

Analysis of the annual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is

comprised of the two sectors;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of

total processed food and 11 item groups. For total processed food,

it can be divided into largely two periods to describe its features

after comparing between the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and

present consumer price index. The first period is from 2005 to

2007. During this time, present consumer price index is higher

than the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That is, present

consumer price index overestimate consumer's actual reflection.

During the second period from 2008 to 2011, on the other hand,

the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is higher than present

consumer price index. It demonstrates the fact that present

consumer price index does not reflect the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underestimating it.

Finally, I classify the total processed food into 11 classes under

standards set by COICPO(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and compare two consumer price index for each

item. Add, I perform analysis of secular trend by the class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of

the items which the weight is high such as 'bread and grain'

and 'cracker·frozen desserts and sugars' heavily influe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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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of the whole processed food in

general. One thing which deserves our attention is that in terms

of the price index, a change of meager 0.1% can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situations. Thus we cannot make a

hasty decision when judging the price index by the number.

Key words : Consumer Price Index, Consumer Sentiment Price

Index, Weight, Laspeyres Index,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tudent number : 201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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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논문(소비자체감물가

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 가공식품 품목을 중심으로)을 위한 것

입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은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자 : 조지성 (010-9392-3053)

[설문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소비자들의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체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

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의 평가 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항목을 고려하였습니다. 각 고려 기준들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으

시고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신 후, 다음 장의 해당 항목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읽은 후 총 다섯 가지 평가 기준

의 우선순위를 미리 판단한 후 설문에 응하시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1> ‘가공식품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 시 고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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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기준 설 명

소

비

측

면

평균

지출액

비중

품목 의지출액비중 가구의월별지출액
품목 에대한가구의총지출액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구의 총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소

비자의 물가에 대한 반응이 다른 상품에 비해 더

민감함.

구매

빈도수

2010년 1년 동안의 상품별 구매 빈도(농식품 소

비자패널조사, 농촌진흥청)

동일한 가격변동에 대해 소비자는 더욱 자주 구

매하는 품목의 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소득2분

위이하계

층지출액

비중

소득 2분위 이하(전체가구의 40%) 계층의 지출액

비중(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동일한 가격변동에 대해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

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

시

장

측

면

물가

파급효과

해당 산업 생산물의 가격 변동이 이 제품을 중간

재로 사용하고 있는 여타 산업의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산업연관표, 한국은행)

물가파급효과가 클수록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타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큼.

가격

변동성

월별 소비자물가지수의 변이계수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기업

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

고려 기준 설 명

소비 측면
가계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여론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

시장 측면
전반적인 산업부문과 기업의 행동결정,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

<표 1> ‘가공식품소비자체감물가지수’ 산정 시 고려 기준에 대한 설명

<표 2> 두 가지 평가항목의 하위항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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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성명 :

소속 :

연락처 :

질문 Ⅰ. 가공식품소비자체감물가지수를 계측하는 데 있어 고려 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고려

기준

A

A가
B보다

절대
중요

A가
B보다

매우중
요

A가
B보다

중요

A가
B보다

약간중
요

동등

B가
A보다

약간중
요

B가
A보다

중요

B가
A보다

매우중
요

B가
A보다

절대중
요

고려

기준

B
5 4 3 2 1 2 3 4 5

소비

측면

시장

측면

질문 Ⅱ. 아래 표는 ‘소비측면’라는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3개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세 지표에 대

한 우선순위를 괄호 안에 기재하신 후, 표의 해당 칸에 상대

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우선순위 : ____________ > ____________ > ____________ )

고려

기준

A

A가
B보다

절대
중요

A가
B보다

매우
중요

A가
B보다

중요

A가
B보다

약간
중요

동등

B가
A보다

약간
중요

B가
A보다

중요

B가
A보다

매우
중요

B가
A보다

절대
중요

고려

기준

B
5 4 3 2 1 2 3 4 5

평균지출

액비중

구매

빈도수

평균지출

액비중

소득2분위

이하계층지

출액비중

구매

빈도수

소득2분위

이하계층지

출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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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Ⅲ. 아래 표는 ‘시장측면’라는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2개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칸에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고려

기준

A

A가
B보다

절대
중요

A가
B보다

매우
중요

A가
B보다

중요

A가
B보다

약간
중요

동등

B가
A보다

약간
중요

B가
A보다

중요

B가
A보다

매우
중요

B가
A보다

절대
중요

고려

기준

B
5 4 3 2 1 2 3 4 5

물가

파급

효과

가격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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