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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속 과잉 공급

중국 및 유로존 경제 문제가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미국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인가? 미국 달러화(USD)의 강세는 중국 
건설 및 제조 산업의 입장에서는 커모더티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며 투자 대상이 고정 자산 산업에서 
서비스 섹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체 커모더티 시장 전반, 특히 
기초 금속 섹터의 투자자 정서는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초 금속 가격 하락

구리 가격은 2013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2014년 11월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역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금속 소비량이 연간 14%씩 증가한 
반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금속 소비량은 0.4%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서 제조 
활동을 펼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생산 기조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물량이 
공급되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며 이는 고비용 구조 구리 
생산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물 트레이더, 출구 없어 고심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에는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들 산업 부문에서 국내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트레이더들은 
Take-or-Pay(ToP, 의무인수) 계약에 묶여 있고 생존하는 회사들은 
수출 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초 금속 변동성 상승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속 파생상품 거래 
물량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CME Group의 2015년 구리 선물 
일평균거래량(ADV)은 일 67,000로트에 달해 2014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CME의 전체 알루미늄 상품군의 일평균거래량은 
300%나 증가했습니다.1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의 2015년 구리 및 알루미늄 선물 
거래 물량은 2014년 대비 각 125%, 164% 증가했습니다. 2 

실물 거래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에도 중국 트레이더들은 지속적으로 
미국 달러를 재원으로 가져오기 위해 본토와 해외 거래소에서 금속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전략으로 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리서치팀                                                                                                       
CME Group

2016년 2월 5일

알루미늄: 아시아 트레이딩 허브의 
필요성

본 보고서의 모든 예시는 특정 상황들의 가정에 근거한 해석이며 오로지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각은 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CME Group이나 그 계열 기관의 시각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와 이 안에 
담긴 정보를 투자 자문이나 실제 시장 경험의 결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1  CME
2  SHFE

https://www.cmegroup.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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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Prices (US$/MT)

Source: Bloomberg, respective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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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SHFE LME 

 출처: Bloomberg, 관련 거래소

Aluminum Prices (US$/MT)

Source: Bloomberg, respective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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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loomberg, 관련 거래소

구리 및 알루미늄 생산 패턴

중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커모더티 붐 기간에 글로벌 
생산용량 확장을 견인하는 엔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54%)인 동시에 2014년에는 
구리의 최대 수입국(45%)이었습니다3.

하지만 대부분 생산용량은 정부 소유 공기업(SOE)의 비경제적 
생산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상 유례가 없는 구리, 알루미늄 
수입 감소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경제 둔화 후, 중국 정부는 
SOE 보조금을 축소하고 전기요금 가격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외국의 생산업체보다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원재료 흐름의 관점에서 본 차이점

일차 생산의 관점에서 중국은 구리 광석의 최대 수입국의 위치를 
오랜 기간 지켜왔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입 물량의 41%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래 흐름의 관점에서 중국이 구리 음극의 현물 
거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차 알루미늄 생산에서는 
자급자족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 내 구리 파이낸싱 점점 축소 

구리 파이낸싱 딜도 과거에 중국 수요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금리가 대부분 국가에 비해 낮은 관계로 구리 파이낸싱 딜은 
이전에 비해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스펙 투자 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리 수입 지배 

일차 구리 - 2014년 글로벌 $620-640억

최대 수출국 점유율 최대 수입국 점유율
칠레 28% 중국 41%

잠비아 11% 독일 8%

일본 6% 이탈리아 7%

전 세계 알루미늄, 미국 지질연구소

출처: 국제무역센터

중국 구리 생산 물량과 해외 생산 물량 백중세

구리 파이낸싱 거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선물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 
흐름과 파생상품 물량 간에 보다 합리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리 수요는 전체 글로벌 구리 수요의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SHFE에서의 거래 활동은 세계 2대 주요 국제 금속 
거래소인 CME Group의 Globex와 런던 금속거래소(LME)의 거래 
물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ME Group의 “구리: 공급과 수요 역학”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4

3  전 세계 알루미늄, 미국 지질연구소
4  http://www.cmegroup.com/education/featured-reports/copper-supply-and-demand-dynamics.html

구리 가격(US$/메가톤)

알루미늄 가격(US$/메가톤)

http://www.cmegroup.com/education/featured-reports/copper-supply-and-demand-dynam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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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구리 파생상품 동향

과거 구리 파생상품 시장은 유동성이 넘쳤습니다.  3개 지역(뉴욕, 
런던 및 상하이) 전반에 걸쳐 구리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뛰어난 선물 시장이 존재하므로 가격 책정은 구리 
가격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구리 창고 보관 문제가 대두되면서 CME, LME 및 SHFE
에서 유동성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초 금속의 기본 지표가 
되는 구리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기초 금속의 
글로벌 벤치마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역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Copper Volume (mil MT) 

Source: Bloomberg, respective exchanges

CME SHFE 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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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loomberg, 관련 거래소

구리 선물 간의 상관관계

지난 4년간 목격됐던 선물 가격의 상관관계를 1년 단위로 분석해 
봤습니다. 상당히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ME와 LME는 
당일 거래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SHFE의 구리 가격은 하루 
늦게 CME와 LME의 거래 동향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FE 및 두 국제 거래소의 대수적 상관관계가 70%를 넘었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스프레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적 가격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거래소 간의 선형상관은 
0.99입니다)

상관관계 당일 1일 후

CME vs LME 0.87 -

CME vs SHFE 0.10 0.73

LME vs SHFE 0.10 0.76

출처: 2년간(2014-2015) 대수적 수익 상관관계, CME 추정

거래소 간 가격 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구리 선물이 홍콩, 인도 및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다른 아시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나 아시아 지역 거래 시간은 여전히 CME, 
LME 및 SHFE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평균 190만-4백만 메가톤에 이르고 일평균거래량이 
70만-16만 메가톤에 이르는 가운데 이 세 거래소 간의 구리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서 상반되는 시장 포지션을 취할 
상업적 트레이더, 자기자본 트레이더, 은행 및 헤지펀드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구리 선물 
2015

일평균거래량 
(단위: 천 메가톤)

미결제 약정 
(천 메가톤)

CME 716 1,892

LME 1,588 3,998

SHFE 1,628 3,554
출처:  CME, SHFE, Bloomberg

알루미늄은 지역 전반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임

중국은 일차 알루미늄 생산에서는 자급자족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가공 알루미늄의 순 수출국으로, 2014년 수출액은 US$14억으로 
수입액(US$7억)을 초과했습니다.

구리와는 달리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은 알루미늄의 현물 거래 
흐름에서 적절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나 
수출 물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대 수입국인 일본도 글로벌 알루미늄 수입 물량의 11%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지배적인 알루미늄 허브가 없는 것이 중국 및 인도 
거래소에서의 알루미늄 선물 거래량이 비교적 낮고 일본에서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과거 알루미늄 파생상품 
거래는 런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구리 물량(백만 메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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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지역 지수 동향 

하지만 아시아, 북미 지역에서의 현물 물량 흐름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계약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자들은 가격 예시 기능을 
Platts 및 Metal Bulletin과 같은 유가 공시 기관(Price Reporting 
Agency)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알루미늄 판매량  

일차 알루미늄 - 2014년 글로벌 $530-580억

수출 점유율 수입 점유율
아시아태평양
(APAC)

30% 아시아태평양
(APAC)

28%

유럽 36% 유럽 41%

미주 16% 미주 18%

세계 100% 세계 100%

최대 수출국 최대 수입국

캐나다 12% 미국 13%

러시아 11% 독일 12%

아랍에미리트 10% 일본 11%

출처: 국제무역센터

CME Group, 비교적 늦은 시점에 알루미늄 시장 진출

CME Group은 2012년 4월에 알루미늄 파생상품 영역에 진출했으며 
현재 3개의 지역 알루미늄 프리미엄 계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지수 대비 현금 결제 상품입니다. 미국 중서부 프리미엄 
계약(코드: AUP)은 2012년 4월에 처음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어 유럽 
프리미엄 계약(코드: AEP)은 2015년 9월, 그리고 일본 프리미엄 계약
(코드: MJP)은 2015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중서부 및 일본 계약은 Platts 지수를 토대로 하며 유럽 계약은 
Metal Bulletin 지수를 토대로 합니다. 계약 사양은 본 보고서의 
말미에 요약했습니다.  

거래 물량은 고무적인 수준입니다. 연환산 기준으로 CME의 2015
년 총 알루미늄 선물 거래량은 (비록 2014년 물량이 매우 낮았으나) 
2014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CME 알루미늄 프리미엄에 대한 트레이드 시각 구현  

2014년 현물 알루미늄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프리미엄 계약 출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창고에서의 선적, 하적 병목현상이 
지역 간 가격 차이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병목 문제는 이후 해결되었고 지역 간 프리미엄은 역대 평균 
수준인 $100~200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현물 익스포저를 헤지하고 시장에 대한 자신의 거래 
시각을 취하기 위해 여전히 CME 알루미늄 선물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Aluminum Premiums (US$/MT)

 Source: CME Group Mark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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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ME Group시장 데이터

FAQ 1:  선물도 창고가 있어야만 작동하나요?

2015년 하반기에 CME Group이 유럽 및 아시아 알루미늄 
프리미엄 계약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두 개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첫째, 알루미늄 프리미엄 선물이 현물이어야만 작동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몇몇 현물 인도 알루미늄 지역 프리미엄 계약이 2015년 마지막 
분기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알루미늄 프리미엄(US$/메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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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도 계약이 요구되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계약의 논거는 기초 알루미늄 가격을 상대로 프리미엄 추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트레이더들이 지역의 "올인"(all-in) 
가격을 단일 거래소에서 헤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물 인도 계약은 선물 계약의 합리적인 청산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선물 vs 현물 가격의 컨버전스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CME는 당사 기초 금속 상품군의 해외 현물 
인도 지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당사는 현재 EU, 한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창고 리드 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현금 결제도 유효함

CME의 알루미늄 프리미엄 계약은 지수 대비 현금 결제 상품입니다. 
선물이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수가 탄탄해야 합니다.

개념 증명의 차원에서 3개 상품 모두 정기적으로 거래됩니다.

AUP 계약이 2012년 4월에 가장 먼저 출시됐습니다.  2015년 
평균 월 거래량은 거의 4,000계약에 달했으며 2016년 1월 7,276
계약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은 25,000
계약에 달합니다.5

FAQ 2: 중국이 MJP 알루미늄 프리미엄을 사용할까요?

둘째 자주 제기됐던 질문은 MJP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중국 
트레이더들이 MJP를 지역 가격 포인트로 MJP를 채택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월 2,700메가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했습니다.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체산성이 맞으므로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커모더티 가격 책정 
전문회사 CRU에 따르면 중국 내 알루미늄 제련 비용은 메가톤당 
$1,800 미만입니다. 메가톤당 $2,000의 판매 가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6

국내 생산 과잉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량은 
연간 7,000메가톤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내 수요를 위해 기초 금속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보크사이트 수입을 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루미늄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이며 중국은 저렴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15% 수출세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중국산 알루미늄이 외국 시장으로 흘러들지 않은 
이유 중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알루미늄이 수출 시장으로 대량 흘러나오지 
않으리라고 시장은 예측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알루미늄이 MJP와 
연동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글로벌 금속 가격에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글로벌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2014
년의 메가톤당 $1,800에서 $1,600로 하락하였으며 미국 프리미엄
(AUP)은 메가톤당 $530에서 $195로 하락한 가운데 여전히 바닥을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글로벌 알루미늄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5 CME
6  Commodities Research Unit (CRU)
7 LME market data



6

결론

이 산업의 업체 중 절반이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공급 축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coa를 필두로 마지막으로 집행됐던 공급 
삭감은 2014년 알루미늄 가격의 소폭 반등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Alcoa는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미국 정련 생산 용량을 연간 500
킬로톤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전 세계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중국이 15%의 수출세를 
적용하던 과거에는 이러한 생산 축소 전략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블화 약세로 인해, 러시아 알루미늄 대기업 RUSAL
은 공급을 줄일 아무런 압력도 받지 않고 있고 중국 지역 정부가 
고용률 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알루미늄 생산이 축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Alcoa의 생산 감축 결정을 
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며 알루미늄 시장은 당분간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구리 파이낸싱 거래가 몰락하면서 구리 헤징 및 가격 
변동은 현물 거래 흐름 대비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첫 2개월 동안 CME 구리 선물의 일평균거래량은 
2015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2015년 전체 평균에서 
비해서는 27% 증가했습니다.  

계약 내용

구리 선물

상품명 COMEX 구리
계약 코드 HG
계약 단위 파운드당 1센트(미화)
계약 규모 25,000파운드
2016년 2월 22일 기준 가격 파운드당 US$ 2.113
일평균거래량 67,000로트
미결제 약정 180,000로트
결제 방식 실물 결제

Aluminum MW US Transaction Premium Platts  
(25MT) Futures
상품명 알루미늄 중서부 프리미엄
계약 코드 AUP
계약 단위 메트릭톤당 USD 가격
계약 규모 25메트릭톤
2016년 2월 22일 기준 가격 파운드당 US$ 0.09021

(메가톤당 약 US$ 195)
일평균거래량 190로트
미결제 약정 25,000로트
결제 방식 현금 결제

유럽의 관세 미납 알루미늄 프리미엄 (Metal Bulletin) 선물

상품명 알루미늄 유럽 프리미엄
계약 코드 AEP
계약 단위 메트릭톤당 US$ 가격
계약 규모 25메트릭톤
2016년 2월 22일 기준 가격 메가톤당 US$ 91.07
일평균거래량 40로트
미결제 약정 5,050로트
결제 방식 현금 결제

일본 알루미늄 프리미엄 (Platts) 선물

상품명 알루미늄 MJP
계약 코드 MJP
계약 단위 메트릭톤당 USD 가격
계약 규모 25메트릭톤
2016년 2월 22일 기준 가격 106.50
일평균거래량 80로트
미결제 약정 1,450로트
결제 방식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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