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Re
po
r
ue
lI
ss
ia
Sp
ec

2019
review vol. 1

첫 번째 키워드 : 갈등 │ 1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일상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뉴 노멀을 넘어 뉴 앱노멀(New

Abnormal)이라는 시대에 있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
고 있습니다.

작년 본격적으로 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는 시장 참여자들을 피로하

게 만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은 증폭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

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간간히 들려오는 긍정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친 나머
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미래로 달려가라는 시대

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PDS 역시 2000년 창립이래, 원자재 시장의
Market Intelligence Provider를 지향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상황 파악과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정리’에서 창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고 의미를 찾
아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2019년 연말 특집 이슈는 이
러한 생각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코리아PDS Review에서는 2019년 한 해를 대표하는 세 가지 대표 키

워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원자재 이슈에 대해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
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내년도 지속 여
부에 관해 다뤘습니다.

아무쪼록 코리아PDS가 정리한 2019년의 기억이 삶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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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첫 번째 : 갈등

美-中 무역갈등에

대처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

불확실성 높아진

갈등

글로벌 시장,

키워드 첫 번째

금을 향해 달리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 부상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속,
사우디 석유설비 공격

종이 한 장
사이의

기대와 실망 :

美-中 무역 협상 기대와
실망에 美 농가
시름…

갈등

은 원자재 시장이라는 강의 바닥에 깊은 상처를 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러한 생채기 중 가장 두드러진 자국을 남겼고, ─

이러한 자국이 만들어낸 와류에 농산물, 희토류, 금 등 다양한 원자재 상품이
보우소나루,

아마존 활용 의지 피력

휩쓸려 들어가 요동쳤다. 미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산유국간 다툼, 지구의 허파
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둘러싼 대립도 해당 원자재 시장을 흔들었다.

美-中 무역갈등에 대처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

economy

precious
metal

불확실성 높아진 글로벌 시장,
금을 향해 달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0년 이상 자유무역은 크게 보아 국제경제를 이끌어온 버팀목이었다. 약 10년전 경으로 돌

2019년 하반기 금 가격의 상승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5월 말까지 트로이온스당 1,300달러 선에 머물러 있

경제 1, 2위국인 미국과 중국(G2)은 어떤 의미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양(+)의 외부효과를 발하면서 국제경제를 견인해

요인이 존재했다.

아가 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을 제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세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와 향후에는 국제교역 증가에 힘입은 국제경제의 비교적 손쉬운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 같다.

8배
$

*명목GDP 기준

1.6배

$

2019년

무역전쟁의 영향
①

관세〮환율 등 상대 가격 왜곡

③

다자간 무역질서 및 제도 훼손

②

비관세 장벽

GDP대비 수출비중 높은
한국〮독일 등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낮은 물가상승률

IMF, 新냉전 확대 시
국제경제 피해액
7,000억 달러 예상
(한국 GDP의 약 40% 규모)

10억

중국 對미국 무역수지
일간 흑자 규모

자료 : CME, 미 재무부, KoreaPDS

관세 인상을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가

美-中 무역갈등의 의미

자료 : IMF, KoreaPDS

2019년 8월 5일

위안/달러 환율 달러당 7위안 돌파
트럼프 행정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관세전쟁에서 환율/기술/패권 전쟁 확대

좌초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안전자

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금 가격이 급등했
다. 같은 시기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보
인 움직임에도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드러난다. 2018년 하반기 이후 금 가격과 미
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
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중국 금 보유 증가

中, 6,264만 ozt 금 보유 (2019 10월 기준)
YoY +5.8% 5년 평균 대비 +22%

인민은행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
’18년 7월 미국의 25%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18개월 정도

소모전의 양상을 보여 온 미-중 무역갈등은 올해 말과 내년 초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APEC에서 두 나라 정상 사이의

지 금 매입을 중단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금 구매를 지속해 10개월간 100톤 가까이 구

트로이온스 당 1,560달러를 상회한 금 가격

러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종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세의 일부를 연기/취소하고, 중국은 미국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합의는 결국 일시적 봉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할 때 앞으로는 양국간의 갈등관련 뉴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를 일종의 새 기준(new normal)으로
받아들여 음(-)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노력에 지혜를 모으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볼 때,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를

통한 신산업 육성, 기술확보 및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

육 및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적극
적인 FTA 체결 등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

자료 : WGC, KoreaPDS

매했다.

합의 달성여부가 금융시장 및 원자재시장 등 국제경제 전반에 막대한

은 많다.”라는 활력 넘치는 메시지가 다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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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NYMEX 금,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비교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미국 측이 기습적인

美-中 경제규모 변화

2000년

던 금 가격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1,500달러 선까지 단숨에 상승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은 10월 이후 조정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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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

'18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소규모 딜 합의 소식

덕분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갈등 종료의
기회로 삼아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

가격이 간단하게 무역분쟁 시작 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치, 경제적 리

美 연방 정부 부채 :
22조 달러(2019 4월 기준)
자료 : CBO, KoreaPDS

스크 요인을 들 수 있다.

1. 무역 갈등의 실질적인 해결 가능성 미지수

2. 달러를 비롯한 주요 화폐에 대한 신뢰도 약화
3. 빠르게 늘어나는 미 연방 정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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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 부상

non-ferrous
metal

energy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속,
사우디 석유설비 공격

중국은 약 10년 전에는 세계 희토

9월 14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하여 사

국가였다. 최근 영향력이 약화되었

Capa의 약 절반, 전세계 공급량의 약 5%의 공급차질이

류 원재료를 사실상 홀로 생산하는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희토

류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올해 중반 심화되면서 중

국은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가
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중국
주요 정부기관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는 올해 5월 희토류를 미국에 대응하
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가격
은 5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디 아람코 시설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사우디 원유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재차
높아졌다.

비록 사우디의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는 등 군사적 충

돌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OPEC 10월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 석유설

비 공격으로 인해 9월 사우디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128만 bpd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 사우디 원유 생산량 비교

자료 : OPEC, KoreaPDS

그러나, 중국은 실제로는 무역전쟁의 수단으

지

로 희토류 수출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
히려 희토류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한 까닭

/

회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예상과 달리 올해

굴
中

류
희토

글로벌 희토류 생산의 중국 비중 추이

자료 : BGS, USGS, KoreaPDS

100%

매

도 지난해에 이어 희토류 생산 쿼터를 상향
조정(10%)했다.

2019년 희토류(Nd2O3) 가격 흐름
천 위안/톤
400

① 공급 확대 소식
② 생산쿼터 상향 조정

80%

中,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 언급

350

60%

자료 : 중국 현물가, KoreaPDS

40%

2019
6/13
2019
6/21
2019
7/4
2019
7/20

에, 올해 연말 희토류 가격은 연초 수준을 하

채

장

2019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타임라인

9/14 사우디 석유시설 피해 지역

아브카이크(석유 탈황)
쿠라이스(유전)

자료 : KoreaPDS

2019
8/25
2019
9/14

자료 : KoreaPDS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

이란, 미국 드론 격추

트럼프 美대통령, 트위터를 통해
출격 준비 확인

지브롤터 경찰 및 세관당국, 파견

된 영국 해군 군함과 함께 지브롤

터 남쪽 4km 해역에서 이란 유조
선을 나포

이란 혁명 수비대, 걸프만 해역에
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

및 라이베리아 국적의 유조선 2척
을 나포

G7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핵 합의 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준비 진
행 언급

후티 반군,

사우디 아람코 시설 공격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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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WTI 가격 전일 대비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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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종이 한 장 사이의 기대와 실망

─ 美-中 무역 협상 기대와 실망에 美 농가 시름…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하며 협상 재

개 속에서,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이 제
한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대두 농가들은 중

국으로 판매하지 못한 대두를 쌓아두고 있
다. 미국 내 쌓여있는 대두 재고는 역대 최대
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총리간 만남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
를 약속했다. 이에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
출이 재개되었고, 대중 대두 수출 개선 기대

만을 오매불망하는 미 농가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대두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2019/20

시즌 미국 대두 누적 수출량은 평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결과, 무역전쟁 하에서 미국 대두 수입 비

급격히 감소한 중국의 美대두 수입
십만 톤
400

max-min

soft

자료 : 중국 농업농촌부 수의국, KoreaPDS

2018/19

5년 평균

2019/20

보우소나루,
아마존 활용 의지 피력

브라질 정부는 11월 6일(현지시간), 아마존 열대 우림 및

판타나우 습지대에서 사탕수수 경작을 허용하였다. 브라
재하기 때문에 기존 법령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하였다.

300

과거 2009년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은 에탄올 생산 인기

200

에 산림이 파괴될 것을 우려, 아마존에서의 사탕수수 경

100

52주 / 1주

0
36

41

46

중국 대두 수입 의존도

51

49

14

19

24

29

34

작을 금지하였다. 참고로 09년도 이후 탈 산림 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에 대한 주권을 거듭 강조하
자료 : 중국 농업농촌부 수의국, KoreaPDS

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아마존 이용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존 아마존 원주민 및 각
종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확대된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 말 말 말! ”
“아마존 산불은 NGO 때문이다.”

나오는 소식에 미 농가들의 일희일비하는 모

“아마존이 세계의 자산이라는 말은 오류”

습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美 대두 수입 비중

무역전쟁 이전: 35~40%

2019年

산림보호법 제정

2012年 8月

산림보호법 개정

2019年 9月

보우소나루 UN총회에서 아마존 주권 강조

2019年 11月

아마존에서 사탕수수 경작 허용

2019年11月27日

─ 2019年 8月 ExpoFenabrave에서

─ 2019年 11月 지지자 연설 中

• - EU, 가금류, 축산류, 원당 시장 개방
• - 에탄올 수입 확대

브라질 에탄올 판매 호조
(2019년 10월 기준, 단위: 백만m3)
*시즌 : 4월~이듬해 3월

이번 경작 허용은 지난 6월 EU-메르코수르 FTA체결 합

내수 시장 & EU와의 FTA를 통한 원당 및 에탄올 수출
증대까지 노리는 브라질 정부. 이에 대한 NGO, 인플루

언서들과의 대립은 2020년에도 치열하게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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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C, KoreaPDS

6月 Mercosur-EU FTA 체결 합의

─ 2019年 9月 UN총회에서

“디카프리오는
아마존에 불 지르려고 후원한다.”

아마존 방화 의혹으로 자원봉사 소방대원 체포

EU, 바이오연료에 팜유 사용 제한

의에 따른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탄탄한 에탄올

무역전쟁 이후: 20% 미만

자료 : INPE, KoreaPDS

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새로운 아마존 보호 법안이 존

중은 크게 축소 되었다. 현재 미-중 무역 협
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 협상 과정에서

아마존 탈 산림 면적

14
5년 평균

+24%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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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지속

Codelco, 산 넘어 산

철강

약화

브라질 광미댐 붕괴

불가항력
키워드 두 번째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농산물

축산물

지속

약화

긴 가뭄의 끝은
언제인가…

호주 소맥 울상

치사율 100%
ASF…

중국인 육류 소비
구조적 변화

자연재해건 인간이 만든 재해건 전통적인 원자재 시장의 변동 요인인 불가항력 ─
사태는 올해도 원자재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기상과 질병은 농산물, 철강 시장을 강타했고 매년 구리 시장을 찾아오는 남미

의 공급불안은 2019년을 거르지 않았다. 4년전의 교훈을 망각한 자본의 무신
경함은 철광석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non-ferrous
metal

Codelco,
산 넘어 산

steel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기업 Codelco에게 있

연초부터 주요 산지인 호주와 브라질에서의 철광석 공급

어 2019년은 파란의 한 해였다.

차질 이슈가 발생하였다.

2019年 연평균가

자하여 생산 능력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야심

여되었다는 시장의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연재해 및 환경 규제로 인해
Codelco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

하반기 들어 월간 구리광산 생산량이 전년동

월 대비 증가를 기록, Codelco에 희망이 돌
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누적된

30,000

2019. 7. 22. 중국 칭다오항(수입가 CFR)기준

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400억 달러를 투

색한 자금지원으로 인해 계획의 현실성이 결

25,000

93.63달러/톤 (YoY +35%)

2019年 11月 평균 가격 84.99달러/톤
• 세계 1위 국영 구리 광산기업 : 세계 구리 9% 생산
• 1955년 설립. 1971년 국영기업 전환

• 칠레 생산량 2, 4위 광산 Chuquicamata,
El Teniente 등 다수 광산 보유

• 광산 노후화 심각. 2019년, 국가지원부족으로 창립 이
후 처음으로 해외 채권 발행

Codelco 구리 광산 생산량

칠레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1990년 민

자료 : Cochilco, KoreaPDS

15,000
10,000
5,000

특히 1월 말 브라질 대형 광산 기업인 Vale가 운영하던
Córrego do Feijão 철광석 광산의 1번 댐(Dam I) 붕괴 사

고는 치명적이었다. Vale의 생산능력 가운데 9,000만~1억

톤 가량이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에 Vale은 생산량 전망치

0
'18년 1월

2019년 Vale 생산능력 회복량
Vargem Grande Complex 선광 시설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Alegria 광산

시위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

연산 3,000만 톤
연산 500만 톤
연산 800만 톤

지 구리광산 생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

Brucutu 광산의 가동률은 주변 지역 광미댐의 안정성 문

Codelco는 시위의 여파로 인해 앞서 예고했

로 보인다. 이에 내년 1분기 Vale의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제로 인해 한동안 정상 능력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

해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철광석 생산이 회복

던 대규모 광산 투자 예산을 20%나 삭감했다

연초 홍수, 작업 차질

될 것으로 전망된다.

1Q 생산량 -18% (YoY), 세전 이익 -31% (YoY)

정부 신규 환경 규제
제련소 업그레이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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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18년 9월

'19년 1월

Vale 철광석 생산능력 생산재개 계획

를 잇따라 하향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Brucutu 광산

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칠레 정치사회

의 앞길에는 더욱 험한 산이 남아있다.

20,000

한편 6월 말 이후 일부 광산 가동이 재개되었다.

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전국적

고 발표했다. 최대의 구리광산 기업 Codelco

자료 : SINFERBASE, KoreaPDS

35,000

철광석 연중 최고가 125.77달러/톤

로 2019년 생산량 감소를 겪는다. 이를 해결

하지만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인

Vale 철광석 Fines 수출량
천톤

Codelco는 설비 노후화와 원광등급 하락으

찬 계획이 발표되었다.

브라질
광미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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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

'19년 9월

자료 : Vale, KoreaPDS

치사율 100% ASF…
중국인 육류 소비 구조적 변화

Livestock

2018년 8월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선진화되지 못한
소규모 농가들의 돼지 사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중국 내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agricultural

긴 가뭄의 끝은 언제인가…
호주 소맥 울상

인체 감염 위험은 없으나, 돼지에게는

‘단 가뭄이 해결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양돈국)

고서에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자국 소맥 생산량 회복을

*ASF (Africa Swine Fever)

치사율 100%에 달하는 법정 전염병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S)는 지난 3월 곡물 전망보

2019/20시즌 호주 소맥 연간 생산량 분기별 전망치 조정

단위 : 백만 톤, 자료 : ABARES, KoreaPDS

예상한다. 하지만 수확 시기까지 호주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19
16

호주는 2016년 역대 최고 소맥 생산량을 기록하며 주요
소맥 수출국가로 자리잡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돼지

닭

소

돼지고기 사육두수,

10월 닭고기 수입량

쇠고기 수입량 55% 증가

1년 만에 41% 급감

돼지고기 수입량, 2배 증가

64% 증가 (MoM)

(10개월 누적, YoY)

(10개월 누적, YoY)

ASF로 인해 중국의 대두 소비 또한 감소하였다. 중국은
돼지 사육을 위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
두 함량 사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하에서

中, 단백질원 비중 변화
* 중국인 1인당 평균 육류 소비 비중: 돼지고기 74%에서 축소
자료 : USDA/FAS, KoreaPDS

사료 함량에서 대두 비중을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류 수입 또한 무역 갈등으로 차질이 생겼다. 이에 최대 미
국산 돼지고기 소비자였던 중국인들은 비싸진 돼지고기

이외 쇠고기 등 단백질 공급원 변경을 시도 중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일환에는 중국 중산충 확대에 따른 소비
수준 향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KoreaPDS 2019 review vol. 1

있다. 또한 수자원 부족, 목초지 상태 악화로 농업 산업에

3월

6월

9월

12월

총체적 비상이 걸린 상황. 설상가상으로 호주는 12년 만
에 캐나다산 소맥을 수입하게 된다.

호주 소맥은 주력 시장인 인도네시아(세계 2위 소맥 수입
국)에서 아르헨티나 소맥에 주도권을 내준다. 최근 아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의존도를 낮췄다. 동시에 돼지

또한 자국 돼지고기 손실분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산 육

인해 생산량이 3시즌 연속 감소하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헨티나 소맥 생산량은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크게 증가
했다. 이에 가격 경쟁력이 상승했고 양호한 품질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도 가뭄, 그리고 몇 주째 진압되지 않고 있는 대

형 산불로 최악의 2019년을 보내고 있는 호주, 2020년에
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쇠고기
10lb

인도네시아 소맥 시장 점유율

닭고기
22lb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KoreaPDS

돼지고기
89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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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약화

지속

철강

지속

농산물

심화

키워드 세 번째 : 전환

환경규제 강화,

팔라듐 가격 상승으로

전환
키워드 세 번째

중국 석유화학

플랜트 신증설 :

자급률 상승 및 동북아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중국의

석탄 수입 쿼터 여파에
호주산 원료탄
가격 영향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정부 부활…
2020년

곡물 시장 변수

원자재 시장에서 갈등과 불가항력뿐만이 아니라 전환의 흐름도 포착된다. 미

래 세대에게 지구를 남겨주기 위한 환경규제 강화는 산업용 금속에서 농산물

까지 다양한 상품 시장에 올해에 그치지 않을 변화를 발생시켰다. 주요 생산국

혹은 생산기업의 정책변화, 생산능력 강화, 국내 정치색의 변화도 오늘과는 다
를 원자재 상품 시장의 내일을 예고하고 있다.

precious
metal

환경규제 강화,
팔라듐 가격 상승으로

팔라듐의 전체 수요 중 84%는 자동차 촉매에 사용된다.
따라서 팔라듐 시장은 환경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 팔라듐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

선 유럽에서 지난해 9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테

스트 기준인 WLTP가 시행된 것이 팔라듐 수요 증가로 ─
이어졌다.

petro
chemical

팔라듐 가격 상승

자료 : CME, KoreaPDS

달러/온스

─ 자급률 상승 및 동북아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SM은 2019년부터 중국 신증설에 따라
가동률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2020년에
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향

1,900

후 추가적 신증설에 장기적인 하향 안정

1,700

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00

중국은 SM뿐만 아니라 주요 석유화학

1,300

WLTP/China6

중국 석유화학 플랜트 신증설

제품의 자급률 상승을 목표로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을 늘리고 있다. 미국 역시

1,100

배기가스 기준 강화

경질원료 이점을 배경으로 플랜트 증설

84%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 필요

중이다.

中 SM
신증설 추정치

자료 : 산업 자료, KoreaPDS

2019

200만 톤

(2018 SM 총 수입량 대비 +72%)

2019-2021

620만 톤

이에 한국 및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주
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되

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팔라듐 사용량 증가

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을 위한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확대 전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하반기 팔라듐 가격은 중국이 Euro6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인 China6를 중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면서 다시 상승했다. China6 시행으로 중국의 자

中 SM 생산능력∙수요, 가동률

동차 판매가 감소하였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자

동차 판매는 16개월 연속 전년동월을 하회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를 위한 팔라듐 사용량이 증가하면

서 팔라듐 가격은 올해 하반기에도 역대 최고치 경신 행

자료 : Johnson Matthey, Korea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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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 자료, KoreaPDS

천톤

Capa

16000

진을 지속했다.

팔라듐 산업별 수요 비중

자료: 산업 자료, KoreaPDS

中SM 플랜트 생산능력 및 수요, 자급률

12000

4%

5%

화학

치과재료

10%

자급률(우)

100%
80%

60%
8000
40%
4000
0

전기/전자

Demand

20%
0%

자동차용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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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석탄 수입 쿼터 여파에
호주산 원료탄 가격 영향

steel

중국 정부의 석탄 수입 쿼터 적용으로 상반기까지 200달
러 대에서 움직이던 호주산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하반기

중국 제철용 원료탄 수입량

톤당 130달러 선까지 크게 하락했다. 현재 연평균 가격은

agricultural

자료 : 중국 해관총서, KoreaPDS

180달러로 전년 대비 13% 낮은 수준이다.

페론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총리가 예비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
나 금융 시장 및 페소화 가치가 큰 충격을 받았다. 마크리

대통령의 국가 운영 실패 및 경제 위기에 지친 아르헨티
나 국민들은 10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 후보를 선택한다.

※ 중국은 환경 보호 강화와 함께 자국 내 석탄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석탄 수입량을 조정함. 이에 따라 매년 상반기

-37.9%

증가세를 보이는 원료탄 수입량은 하반기에 쿼터를 맞추
기 위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8/12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 일간 등락률

올해의 경우 중국 내 조강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원료탄
수입량이 점차 늘어나며 가격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하

지만 8월 이후 철강 생산제한 강화와 수입 쿼터에 대한 부
담감에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이후 4분기에는 중국 수입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 강력한 중앙집권 추구

중국 석탄 생산량 및 수입량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KoreaPDS

쿼터 확대 및 개별적 수급 요인에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르헨티나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수출세 인상안을 제시하
였다. 이에 농가들의 우려감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문이다. 증산량은 호주의 1년 원료탄 수출량인 2억 톤의
8~10%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9年 원료탄 가격 흐름

220

아르헨티나 농업

의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17일(현지 시간), 아

주 소재 Byerwen, Baralaba 등에서 증산이 예상되기 때

자료 : KoreaPDS

중국 수입 쿼터 확대(2.8억 톤→3억 톤)
호주 Carborough Downs 탄광 사고 모잠비크 moatize 탄광 가동 중단
캐나다/러시아 공급 감소 & 중국 겨울 시즌 재고 비축 수요 증가

4Q
11월
12월

• 키르치네스 전 대통령 시기, 국무실장 역임

률을 보였던 키르치네스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

다. 중국의 수입 쿼터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적고, 호

260

• 은퇴자를 위한 무상 의료 및 복지 확대

페르난데스의 당선은 과거 4년간 약 8%대의 고 경제성장

그러나 내년도 원료탄 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

달러/톤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정부 부활…
2020년 곡물 시장 변수

세계 곡물 생산량 5%,

곡물 교역량 15% 차지

농∙축산 가공품, 전체 수출 비중 40%

농산물 수출관세 현황
대두 18% + 달러당 4페소

옥수수 & 소맥 달러당 4페소

2015

2018

2019

12月 마크리 대통령 당선

8月 IMF 500억$ 구제금융 조기 집행

10月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

*소맥(23%), 옥수수(20%)

수출세 검토 및 시행

기존 농산물 수출세 폐지

9月 옥수수, 소맥 10%

180

2015년, 마크리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고율 농산물 수출 관세를 폐지, 자유 시장주의 정책을 펼쳤다. 특히 아르헨티나 소

140
100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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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7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맥은 수출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은 글로벌 곡물 시장의 공급 측면 불확실
성 요인으로 지속 모니터링해야 할 주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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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019 원자재
통계 분석

Appendix : 2019 원자재 통계 분석

2019 원자재 가격 등락 특징 품목
* 화살표 내 % : 52주내 최고가격 & 최저가격 변동률을 의미

+87%
ICE(UK), 선물가

최고가

69.05

pence/therm (2018.12.21)

최저가

24.18

pence/therm (2019.6.27)

천연가스

-65%

① 중국 경제 둔화

③ 북반구 이상고온의 평년 수준 회귀

• 미국,호주 신규LNG 프로젝트 생산 시작

향후 급등 가능성 제한적

중국 현물가

RMB/t (2018.12.10)

흑연전극

-70%

최저가

• 2017 中 유도로 전면 폐쇄: 전기로 사용

RMB/t (2019.6.3)

• 중국탄소산업협회(CCIA) 향후 가동률 50%미만 예상

10,500

¢/lb (2019.4.5)

최고가

126.86
$/t (2019.7.3)

& 흑연전극 수익성↑

이후 흑연전극 생산시설 확장/과잉

최고가

0.29

$/lb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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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lb (2019.2.20)

+90%

② 석탄-가스 발전소 전환율↓

▶

34,500

98.98

최저가

CME, 선물가

• 2018 8월 중국 ASF 발병: 1년 사이 中 돼지사육 두수 -40%

•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 중국의 적극적 美 돼지고기 수입의지 부재로
4월 이후 가격 안정화

• IEA 2019 수요 둔화 예상

& 공급 과잉 전망에 하방 압력↑

최고가

최고가

생돈

최저가

철광석

66.61
$/t (2018.12.10)

• 연초 호주, 브라질 공급 차질 발생

: 양국 올해 주간 평균 철광석 수출 출하량 2,100만 톤 (YoY -8.7%)

• 연 환산 시 약 1억 톤 수출 감소 추정
▶

4대 메이저 업체 생산량의 8%

+142%

최저가

0.12

중국 칭다오항(수입가 CFR)

에틸렌

CME, Mt Belvieu PCW

• 기존 플랜트 정기보수(INEOS, ExxonMobil) 및
신규 크래커(Sasol) 가동 지연으로 가격 지지

$/lb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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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 원자재 가격 &
글로벌 증시 상관관계 분석

2019 원자재 시장
섹터별 최다 조회 뉴스

* 화살표 내 % : 52주내 최고가격 & 최저가격 변동률을 의미

* 코리아PDS 원자재 시장 주요 뉴스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한 해 가장 많이 조회한 컨텐츠 리스트입니다. *11/30기준
ρ ≥ 0.8

미국

0.8 > ρ ≥ 0.6

유로존

0.6 > ρ ≥ 0.4
0.4 > ρ ≥ 0.2

중국

# 귀금속

-0.2 > ρ ≥ -0.4

한국

-0.4 > ρ ≥ -0.6
-0.6 > ρ ≥ -0.8

호주

-0.8 > ρ

인도
금

# 비철금속

옥수수

# 에너지

브 렌트유
두 바이유

WT I

난방유

# 석유화학

SM

유로존

EuroStoxx50

전기동

LME

NIKKEI225

브렌트유

ICE

일본
한국
호주
인도

S&P500

SSE Composite Index

KOSPI

ALL ORDINARIES
Sen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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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옥수수

두바이유
WTI

휘발유

거래소

에틸렌

품목

SM

주가지수

난방유

휘발유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옥수수

전기동

금

인도

호주

한국

일본

중국

유로존

미국

국가

중국

N0. 2

N0. 1
N0. 2
N0. 3

휘발유

미국

N0. 1

N0. 3

전기동

에틸렌

N0. 2
N0. 3

0.2 > ρ ≥ -0.2

일본

N0. 1

품목

LBMA

난방유

CME

SM

싱가포르(FOB)
CME
CME

N0. 1
N0. 2
N0. 3

거래소

CME

천연가스

CME

에틸렌

한국(FOB)

한국(FOB)

# 철강

N0. 1
N0. 2
N0. 3

# 농산물,
# 소프트

N0. 1
N0. 2
N0. 3

Newmont Mining, Goldcorp 인수... 세계 1위 금 생산기업 등극 (1/15)
대형 투자기관 팔라듐 순매입 회복_ CFTC COT (5/27)

러시아 Norilsk사, 향후 5년간 120억 달러 투자 예정 (1/8)

“필리핀 니켈생산 증가할 것”_필리핀 니켈산업협회(PNIA) (9/3)

Vedata사, 인도 Tuticorin 구리 제련소 구리 정광 재고 전량 매각 추진 (2/27)
중국 Minmetals사, 이차전지용 NCM(니켈·코발트·망간) 플랜트 착공 (1/3)

미 셰일, 위험 신호 (1/23)

아람코 CEO, 석유 산업계 인식의 위기에 직면 (2/27)

후티 반군 사우디 아람코 드론 공격, 500만 bpd 공급차질 (9/15)

‘19년 한국 SM 플랜트 유지보수 일정(1/2)

중국 화학 플랜트 폭발사고, 중국 정부 안전점검 실시 예상 (3/25)
Hanwha Total, 노사 잠정 합의 (5/27)

Vale 소유 댐 붕괴 사고… 사망자 나와 (1/28)

Vale, Brucutu 광산 생산 철광석 판매 불가항력 선언 (2/7)

Vale 광미댐 폐쇄… 연 4,000만 톤의 생산 차질우려 (1/31)

서베이: 9월 말레이시아 팜유 재고량, 7개월만에 첫 증가 전망 (10/8)
中, 美 대두 무관세 쿼터 3차분 구매 (10/23)

UN FAO, 2019/20 글로벌 원당 시장 공급 부족 예상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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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oreapds@koreapds.com

Address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93 우리은행 빌딩 2층

Website
Tel

Fax

Facebook
blog

www.koreapds.com
02-565-3337

02-3143-3410

https://www.facebook.com/koreapds01/
https://blog.naver.com/koreapds_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