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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Macro
7월 미국 물가, 4월에서 찾은 단서

전월비 0.2% 상승에 몰려 있는 미국 물가 예상치
팬데믹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8%부터 1.3%까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극심한 변동만큼이나
월가의 전망치가 비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월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전월비 0.2%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미국 물가가 전월비 1.3% 상승에서 0.2%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것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상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전월비 0%에서 0.4%까지로 전망치의 편차가 매우 적다.
4월 물가를 꺼내 보면 단서가 있다. 이미 하락한 국제유가가 물가 둔화로 확인될 것
주거물가, 서비스물가 등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 몇달간 물가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교통, 즉 휘발유가격이었다. 월가의 물가 전망이 오랜만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교통비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1%p 가까이
끌어올렸던 3월과는 달리 4월 교통비는 전월비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0.3% 상승에
그치는데 기여한 바 있다. 7월 역시 주거 및 서비스물가 상승은 이어졌을 것이나 하락한 국제 유가가 전체
물가 상승 둔화로 확인될 것이다. 이미 지나간 7월 국제유가가 6월 대비 11.5% 하락했다.
전년비 물가는 3분기 내내 9% 내외에 머무를 것이나 전월비 상승 압력 낮아질 것.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대로 진입하며 물가 상승이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유가
뿐 아니라 ISM지수에서 관찰되는 체감 가격도 빠르게 하락 중이다. 80 내외에 머물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격지수는 7월에 각각 60, 72.3으로 하락했다. 팬데믹 이후 ISM 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의 동행성이
약화되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관심도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물가 역시 온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주거 물가가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줄어들고 있는 소비 여력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권희진, 6/13).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 후반으로 낮아질
것이나, 이미 미국 물가라는 눈덩이는 불어나 있어 조금만 굴려도 쉽게 커지는 모양으로 변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8~9월 물가는 8% 후반~9%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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