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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의 중요한 경제 척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도시, 서울, 부

산, 대구,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구하였다. 자료는 모두 통계청에서 발췌하였고, 기간은

1998년-2011년 월별자료이며, 시계열분석 기법인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소비자물가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는 9가지 경제변수인 경기동행지수, 미국환욜, 생산자물가지수, 원유수입

단가, 원유수입물량, 국제경상수지, 수입물가지수, 실업율, 화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각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46%-52%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주요용어: 설명변수, 소비자물가, 자기회귀오차모형.

1. 서 론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의 경제동향, 경제정책, 화폐구매력 등을 보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다. 지금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국내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에 대한 유가 및 환율충격의 비대칭성, 비선형성 분석 (김기호와 윤성훈, 2009),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간의 구조적 격차 (김효율, 2008),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한 환율전가 효과분석: 한국의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주세우 등, 2010),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관계 및 소비자

물가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이충열, 1996) 등으로 연구되었다.

소비자물가가 다른 경제지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국내적으로 알려져 왔다. 환율이 소

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동빈, 2007). 소비자물가에 유가와 환율은 매우 영향이 크며, 이

영향은 유가와 환율이 상승할 때가 하락할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호와 윤성훈, 2009).

소비자물가에수입소비재가격이매우커다란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었고 (이충열, 1996),실업률도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이션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임성식, 2011).김영덕 (2000)은소비자

물가에 국제유가가 많은 영향을 주고, 산업생산지수와 통화량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세우 등 (2010)에서는 국제유가와 환율변화는 수입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입물가 자체

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비자물가에 관한 모형연구 보다는 소비

자물가와 연관성이 있는 2-5 정도의 변수와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포함시킨 시계열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시계열 모형으로

분석된 소비자물가지수 모형에 따라 지역별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가운데총지수 (2010=100)를사용했다.총지수에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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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198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14년간 월별 자료를 시계열 모형에 적합하고자

한다. 소비자물가의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와 연관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물가와 연관이 있고, 통계청에서 구할 수 있는 9종류의 자료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다변량 분

석인 ARE (Autoregressive Error; 자기회귀오차)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기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지역의 소비자물가 지수를 비교하였다.

2. 소비자물가 자료 및 설명변수 자료

소비자물가 자료는 통계청 KOSIS 자료를 사용했다. 기간은 1988년부터 2011까지의 14년간 월별

자료을 사용했다. 통상적으로 자료분석 할 때, 70-80% 자료는 모델링기간으로 최근 20-30% 자료는

검증기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4년간의 월별 168자료가 비교적 적은 관계로 모든

자료를 모델링 분석에 사용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상반기 1월-6

월, 하반기 7월-12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 사용한 자료는 소비자물가와 연관이 있으면서, 통계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도 소비자물가와 같이 1998년-2011년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9종류의 설명

변수는 이충열 (1996), 김영덕(2000), 김기호와 윤성훈 (2009), 주세우 등 (2010), 임성식 (2011)을

참고로 하여 경기동행지수, 미국환율, 생산자물가, 원유수입단가, 원유수입물량, 국제경상수지, 수

입물가지수, 실업률, 화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국내총생산 (GDP)도 소비자물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알려졌으나,분기별자료이기때문에사용하지못했고,산업생산지수도소비자물가와연관성

이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실업률은 각 도시별 자료가

1998년부터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지역별로사용하지못하고전국실업율을이용하였다.이분산

모형으로심주용과이장택 (2010),황창하와신사임 (2010)을참고하였고,설명변수선택방법을위해

Hwang (2010)을 참고하였고 시계열모형을 위해 이훈자 (2010)를 참고하였다.

3. 소비자물가의 ARE 모형과 적합성

반응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가 있을 때는 설명변수를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ARE (Autoregressive Error; 자기회귀오차) 모형은 설명변수를 분석에 사용 할 수 있는 모형으로

시계열자료를 회귀모형에 적합 시킬 때 적합한 모형이다. 반응변수인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지수나, 환율 같은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ARE 모형은 전이함수 모형의

특수한 경우로, 오차항 (ϵt)가 독립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 특히 AR (Autoregressive;

자기회귀) 형태를 갖는다. 일반적인 k차 ARE 모형은 다음과 같다.

Yt = β0 + β1Xt1 + β2Xt2 + · · ·+ βpXtp + ϵt, t = 1, 2, · · · , n,

ϵt = et − φ1ϵt−1 − φ2ϵt−2 − · · · − φkϵt−k, 이고 et ∼ i.i.dN(0, σ2) (3.1)

식 (3.1)에서 오차항 (ϵt)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AR(k) 형태를 갖는다. 또한 식 (3.1)에서 Yt는

반응변수인 소비자물가를 나타내며, Xtj (j = 1, 2, · · · , p)는 Yt에 영향을 주는 미국 환율, 수입물가

지수 등의 설명변수들을 나타낸다. 위의 ARE 모형과 회귀모형의 차이점은 ARE 모형은 식 (3.1)

에서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시차에 따른 자기 상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AR(k) 모형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 (3.1)을 ARE 모형이라 부르며 시계열자료에 회귀모형을 적합 시킬 경우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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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모형들의 적합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결정계수 (R2)와 잔차 분석의 RMSE를 사용하였다.

결정계수는 소비자물가 Yt가 설명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은 좋은 모형이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RMSE =

√√√√ 1

n

n∑
i=1

(oi − pi)2, (3.2)

여기서, oi와 pi는 각각 i일의 관측 소비자물가와 추정 소비자물가를 의미하며, n은 통계량에 사용된

일수이다. RMSE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4. 소비자물가 ARE 모형

4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순차도표 (그림 4.1)를 통해 살펴보았다. 4개

도시 도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주목할 점은

IMF 기간 초기인 1997년 11월부터 급등하는 형태이다. 서울지역 경우, 1997년 11월에는 소비자물

가지수가 66.177, 12월에는 67.621로 1998년 1월에는 69.245, 2월에는 70.207로 급등했고, 그 후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8년 9월에서 1999년 1월 까지는 약하게 감소하다가 1999년 2월부터는 다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11월 그래프는 4지역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서울지

역 소비자물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부산지역은 약간의 변동이 있고, 대구와 광주지역은 비교적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구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2008년 5월에는 95.07, 6월에는 95.85,

7월에는 96.63, 8월에는 96.54, 9월에는 96.20, 10월에는 96.02로 계속 급등하다가, 11월에 95.59로

조금 낮아지며, 평년의 형태로 돌아왔다.

4.1. 소비자물가 자료에 관한 ARE 모형

소비자물가는 그림 4.1에서 보듯이 추세가 있어 차분한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ARE 모형의 변수 선택은 9종류의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고려하면서

설명변수들 간의 다양한 모형을 분석한 후 RMSE 값이 작은 모형을 선택하였다. ARE 모형의 설명

변수 차수 선택은 경제변수임을 고려해, 당월자료 (t), 전월자료 (t − 1), 2개월 전 자료 (t − 2)까지

사용하였다.

ARE 모형의 모수 추정에는 YW (Yule-Walker), ULS (Unconditional Least Square), MLE (Maxi-

mum Likelihood Estimate) 등의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 모형과 같이 과거시점의

종속변수 (lagged dependent variable)인 Yt−12등이설명변수로사용되는경우에적합한MLE방법을

사용하였다.

ARE모형의 적합성 검정으로는 소비자물가 모형과 같이 과거시점의 종속변수가 설명변수로 사용

되는 경우에 적합한 Durbin-h 검정 (조신섭과 이정형, 1997)을 사용해 검정하였고 또한 잔차의 ACF

(Auto-Correlation Function)와 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의결과를검정하였다 (조

신섭과 이정형, 1997).

4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에 관한 소비자물가에 관한 ARE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표 4.1

에 나타내었다. 각 도시에서 자료전체에 관한 분석과 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원래 분기별로 모형을 분석하여 차이를 보고 싶었지만, 자료수가 적어 상반기와

하반기로만 나누어 비교하였다. 사용된 모든 설명변수들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선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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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부산

(a) 대구 (b) 광주

그림 4.1 지역별 소비자물가의 순차도표

먼저, 전체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물가 설명변수는 1년전-4년전 소비자물가 (Yt−12, Yt−24, Yt−36,

Yt−48) 와 미국 환율 (Dt), 수입물가지수 (It), 실업율 (Ut) 로 분석되어, 이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율과 수입물가지수의 계수는 양수로 나타나 환율과 수입물가지수가

올라갈수록 소비자물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업율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지역엔 화페 통화량 (Mt)

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고, 서울지역엔, 생산자물가 (Pt)가 설명변수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폐 통화량의 계수는 음수로, 생산자물가 계수는 양수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는 0.46에서 0.52

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울 소비자물가는 1년전-4년전 소비자물가 (Yt−12, Yt−24, Yt−36, Yt−48),

생산자물가 (Pt), 환율 (Dt), 수입물가지수 (It), 실업률 (Ut)에 의해 52% 설명된다. 적합도 척도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RMSE 값은 0.25∼0.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하반기모형에서는 전체자

료에서는 설명변수로 포함되지 않았던 전월 원유수입단가 (Ot−1)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 상반기모형

과 대구 상반기모형에서도 당월 원유수입단가 (Ot)가 포함되어 있어 원유수입단가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하반기모형에서는 경기동행지수 (Bt)가 포함되어 있다. 각 지역

상반기와 하반기 모형들의 결정계수 R2는 0.36∼0.55로 대부분 전체모형 보다 작게 나타났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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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모형은 0.55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RMSE는 0.26∼0.35로 각 지역 전체자료 모형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는 통계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표 4.1을 이용하면,

소비자물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 지역별 소비자물가의 ARE 모형

지역 기간 ARE 모형 R2 RMSE

서울

전체

Yt = −0.27 − 0.84Yt−12 − 0.67Yt−24 − 0.34Yt−36 − 0.20Yt−48− 0.52 0.25

0.02Pt + 0.001Dt + 0.01It − 0.06Ut + ϵt, 0.52 0.25

ϵt = 0.15ϵt−1 + et 0.52 0.25

상반기
Yt = −0.68Yt−12 − 0.27Yt−24 + 0.001Dt − 0.05Ut + ϵt, 0.41 0.26

ϵt = 0.04ϵt−1 − 0.71ϵt−6 + et 0.41 0.26

하반기

Yt = −0.59 − 0.72Yt−12 − 0.43Yt−24 − 0.35Yt−36 − 0.31Yt−48+ 0.43 0.26

0.001Dt + 0.003Ot−1 + 0.007It − 0.04Ut + ϵt, 0.43 0.26

ϵt = −1.09ϵt−6 − 0.30ϵt−12 + et 0.43 0.26

부산

전체

Yt = −0.91 − 0.78Yt−12 − 0.59Yt−24 − 0.34Yt−36 − 0.21Yt−48+ 0.49 0.31

0.001Dt + 0.009It − 0.10Ut − 0.001Mt + ϵt, 0.49 0.31

ϵt = −0.17ϵt−3 + et 0.49 0.31

상반기
Yt = −0.58Yt−12 − 0.22Yt−24 + 0.001Dt+0.003Ot − 0.06Ut + ϵt, 0.37 0.32

ϵt = 0.68ϵt−6 + et 0.37 0.32

하반기

Yt = 0.56 − 0.09Yt−12 − 0.55Yt−24 − 0.22Yt−36− 0.36 0.31

0.40Yt−48 + 0.001Dt − 0.004At + ϵt, 0.36 0.31

ϵt = −0.95ϵt−6 − 0.77ϵt−12 − 0.68ϵt−18 + et 0.36 0.31

대구

전체

Yt = −0.93 − 0.85Yt−12 − 0.63Yt−24 − 0.35Yt−36 − 0.20Yt−48+ 0.51 0.30

0.001Dt + 0.01It − 0.11Ut − 0.0001Mt + ϵt, 0.51 0.30

ϵt ≡ 0.15ϵt−1 − 0.20ϵt−3 + et 0.51 0.30

상반기
Yt = −0.57Yt−12 − 0.21Yt−24 + 0.001Dt+0.003Ot − 0.06Ut + ϵt, 0.41 0.30

ϵt = −0.10ϵt−3 − 0.73ϵt−6 + et 0.41 0.30

하반기

Yt = −0.94 − 0.82Yt−12 − 0.58Yt−24 − 0.34Yt−36− 0.55 0.30

0.23Yt−48 + 0.001Dt + 0.01It − 0.05Ut + ϵt, 0.55 0.30

ϵt = −1.29ϵt−6 − 0.50ϵt−12 + et 0.55 0.30

광주 전체

Yt = −0.80 − 0.75Yt−12 − 0.58Yt−24 − 0.34Yt−36 − 0.17Yt−48+ 0.46 0.32

0.001Dt + 0.01It − 0.11Ut − 0.001Mt + ϵt, 0.46 0.32

ϵt = −0.15ϵt−3 − 0.17ϵt−15 − 0.16ϵt−18 + et 0.46 0.32

상반기
Yt = −0.69 − 0.54Yt−12 − 0.25Yt−24+0.001Dt + 0.07It − 0.07Ut + ϵt, 0.36 0.31

ϵt = −0.66ϵt−6 + et 0.36 0.31

하반기

Yt = −3.19 − 0.53Yt−12 − 0.25Yt−24 − 0.16Yt−36 − 0.15Yt−48+ 0.36 0.35

0.002Dt + 0.02Bt + 0.03It − 0.12Ut + ϵt, 0.36 0.35

ϵt = −0.87ϵt−6 − 0.14ϵt−12 + et 0.36 0.35

4.2. ARE 모형의 실제값과 추정치의 산점도

소비자물가 실제값과 ARE 모형 추정치의 산점도를 서울과 광주지역 전체모형을 그림 4.2에 나타

내었다. 그림 4.2는 X축은 소비자물가의 실제값이고, Y축은 ARE 모형 추정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원점을 지나는 대각선 주변에 값들이 많을수록 잘 적합 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과 광주지역

둘 다 비교적 적합이 잘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광주지역이 대각선에서 벗어나는 값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소비지물가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약간 과소추정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RE 모형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모

형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경제 설명변수를 좀 더 포함시켜 개발하면, 실제값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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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지역 (b) 광주지역

그림 4.2 소비자물가 실제값과 ARE 모형 추정치간의 서울지역, 광주지역의 산점도

5. 결론

전국 4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를 월별로 시계열 모형인 AR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ARE 모형은 설명변수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시계열자료를 적합 시킬 때

적절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통계청에서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는

9종류의경제변수를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9종류의경제변수는경기동행지수,미국환율,생산자물

가, 원유수입단가, 원유수입물량, 국제경상수지, 수입물가지수, 실업률, 화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자료수가 많지 않아, 연구기간인 1998년부터 2011년의 월별자료 모두를 모형 구축을 위한 모델링

기간으로 AR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88년 자료부터 사용한 이유는 소비자물가에 영향

을 준 설명변수 들 중 일부가 1988년 자료부터 있기 때문이다. 사용된 모든 설명변수들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선택했다. 각 지역별로 전체자료를 분석하였고, 상반기와 하반기 차이를

보기위해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지역별 소비자물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4지역 모두 미국환율, 수입물가지수,

실업률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환율과 수입

물가지수의 계수는 양수로 나타나 환율과 수입물가지수가 오를수록 소비자물가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율의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3지역에서는 설명변수에 화페통화량도 포함되어 있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각 지역별 상반기, 하반기모형에서는 전체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원유수입단가 (3곳에서

나타남)와 경기동행지수 (1곳에서 나타남)가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적합도척도인결정계수 R2는전체자료모형에는 0.46에서 0.52로나타났고,상반기,하반기모형에

서는 0.36에서 0.55로나타났으며대구지역하반기모형의 R2가 0.55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RMSE

값은 전체기간에는 0.25에서 0.32로 나타났고, 상, 하반기 기간에서는 0.26에서 0.35로 나타났다.

ARE 모형은 소비자물가에 어떤 설명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 등의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자료가 좀 더 많아지고, 지역별자료 (예를 들면 도시별 실업률 자료는 1998

년부터있음)도늘어나고본연구에서사용하지못한설명변수들을좀더첨가하여분석하면더좋은

모형이 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사용되는 설명변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모형에 관한 연구가 지역별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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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data is one of the important economic measure-

ment of the country. In this article, the Autoregressive Error (ARE) model has been

considered for analyzing the monthly CPI data at Seoul, Pusan, Daegu, and Gwangju

Cities in Korea, In the ARE model, nine economic variables are used as the explana-

tory variables for the CPI data set. The nine explanatory variables are CCI (coincident

composite index), won-dollar rate, producer price index, oil import price, oil import

volume, international current account, import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and

amount of currency. The result showed that the monthly ARE models explained about

46-52% for describing the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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