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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금일 공표된 리포트의 통합본입니다. 

Today’s Comment 

[산업] 

철강/비철 Weekly : 철광석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철강 제품 가격 약세 전망 ---------------------------------------------------- 김미송: 

[전략] 
국내외 경제이슈 : 미 증시, 8월 소매판매 호조에도 쿼드러플 워칭데이를 앞두고 혼조세 -----------------------------------------채현기 

주요국 증시 환율ㆍ금리ㆍ상품 (단위: P, %) 

종가 전일비 % 종가 전일비 % 

미국지수 환율 

DOW 34,258.32  338.48  1.00  원/달러 1,183.70  -0.99 -0.08 

NASDAQ 14,896.85  150.45  1.02  엔/달러 109.78  0.55 0.50 

S&P 500 4,395.64  41.45  0.95  원/엔 10.77  -0.08 -0.72 

Phil 반도체 3,412.02  66.99  2.00  원/유로 1,388.14  -2.46 -0.18 

유럽지수 금리 

영국 (FTSE) 7,083.37  102.39  1.47  CD(91일) 1.01  0.00  0.00  

프랑스 (CAC) 6,637.00  84.27  1.29  국고채 3년 1.53  0.02  1.26  

독일 (DAX) 15,506.74  158.21  1.03  미국채 2년 0.24  0.02  10.47  

아시아지수 미국채 10년 1.30  -0.02 -1.66 

한국 (KOSPI) 3,140.51  10.42  0.33  상품 

한국 (KOSDAQ) 1,046.12  6.69  0.64  금(NYMEX) 1,776.70  0.70  0.04  

일본 (NIKKEI) 29,639.40  -200.31 -0.67 구리(LME) 9,286.00  310.50  3.46  

대만 (가권) 16,925.82  -350.97 -2.03 철강(중국내수) 5,803.00  24.00  0.42  

홍콩 (항셍) 24,221.54  122.40 0.51 BDI 4,410.00  106.00  2.46  

중국 (상해종합) 3,628.49  14.52 0.40 

인도 (SENSEX) 58,927.33  -77.94 -0.13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9/13~9/19) 중국 철강제품 가격 열연 -1.2%WoW, 냉연 -0.7%, 후판 -0.5%, 철근 +1.6%. 철근을 제외한 제품 가격 하락.

 주 초반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하며 가격이 2% 가까이 하락. 이후 반등했으나 철광석 가격의 약세에 반등폭은 제한되었음.

 중국 청명절 연휴기간(9/18~21) 철강 거래 중지되며 가격 변화 없었음.

▶철광석 107달러 -19%, 선물 115달러 -13.1%. 가격 하락.

 중국에서 예년보다 강화된 겨울 감산 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쟝수성에서의 감산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철광석 수요 감소를 반영.

▶원료탄 389달러 +8.1%. 가격 상승. 미국이 타이트한 수급을 이용해 오퍼 가격을 높게 제시했음.

▶주요 뉴스, 9/16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예년보다 강화된 겨울 감산 계획 초안을 발표. 감산이 시행되는 지역은 64개로 확대되었으며 환경 등급 A를 

 받은 일관제철소나 철스크랩 사용률이 100%인 전기로사만 전년 동기 생산량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감산에 재량권을 부여받음.

 그 이하 등급 제철소들은 더 강력한 감산 규제가 부과됨.

▶쟝수성 에너지 저감 대책이 예상보다 더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쟝수성 28개 철강사들 중 20개의 철강사들이 감산을

 시행하고 있거나 압연 라인을 멈춘 것으로 파악됨. 아직 감산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8곳 중에서도 3곳을 제외하고는 감산 계획을 발표.

▶중국 가격 인상 내용. 사강강철이 9월 중순 철근 가격을 350위안, 선재 가격을 200위안 그리고 Bar-in-coil 가격을 300위안 인상.

▶금속 가격 아연 3,074달러 -1.1%, 연 2,214달러 -6.5%, 구리 9,436달러 -0.8%, 니켈 20,060달러 -1.5%, 코발트 53,000달러 +3.6%.

 금 1,754달러/oz -1.9%, 은 22달러/oz -5.7%. 금속별로 방향성이 달랐음.

 구리와 아연 가격은 중국이 비축 물량을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는 발표에 하락. 니켈 가격은 중국 에너지 저감 조치가 강화되며 스테인리스강 

 생산 차질 우려에 하락. 연 가격은 그동안 재고 감소세가 가파른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연 재고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큰 폭 하락.

 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국 헝다 그룹 리스크가 금속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구리 가격은 3%, 니켈 가격은 5% 하락. 

 헝다그룹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과도한 부채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음.

▶이번주 중국 철강 제품 가격 철광석 가격 급락으로 약세 전망.

 다만 석탄 가격 상승과 중국 국경절 연휴(10/1~7)를 앞두고 일부 비축 수요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철강 가격 업데이트
▶열  연: 중국내수: 5,779 위안/톤(-1.2%),  중국수출오퍼: 955 달러/톤(+0.3%),  한국내수: 1,320 천원/톤(0%),  한국수입: 1,270 천원/톤(0%)

▶냉  연: 중국내수: 6,485 위안/톤(-0.7%), 중국수출오퍼: 1,061 달러/톤(+0.3%),  한국내수: 1,300 천원/톤(0%),  한국수입: 1,290 천원/톤(0%)

▶후  판: 중국내수: 5,699 위안/톤(-0.5%), 중국수출오퍼: 941 달러/톤(+0.3%),  한국내수: 1,150 천원/톤(-4.2%), 한국수입: 1,150 천원/톤(-4.2%)

▶철  근: 중국내수: 5,550 위안/톤(+1.6%), 중국수출오퍼: 904 달러/톤(+0.3%),   한국내수: 1,100 천원/톤(0%),   한국수입: 1,090 천원/톤(-1.8%)

▶H형강: 한국내수: 1,300 천원/톤(0%),   한국수입: 1,200 천원/톤(0%) ▶ST열연: 한국내수: 3,500 천원/톤(0%),   수입: 3,350 천원/톤(0%)

▶철광석: 호주Spot: 107 달러/톤(-19%), SGX선물: 115 달러/톤(-13.1%) ▶강점탄: 호주Spot: 389 달러/톤(+8.1%)

▶재 고: 열연: 309 만톤(0%),   냉연:164 만톤(0%),   철근: 705 만톤(0%),   철광석: 11,680 만톤(-0.3%)

 비철금속 가격 업데이트
▶아연: LME가격: 3,074 달러/톤(-1.1%),   재고: 226 천톤(-0.6%) ▶연: LME가격: 2,214 달러/톤(-6.5%),   재고: 53 천톤(+1%)

▶구리: LME가격: 9,436 달러/톤(-0.8%),   재고: 241 천톤(+2.9%) ▶니켈: LME가격: 20,060 달러/톤(-1.5%),   재고: 172 천톤(-4.3%)

▶코발트: LME가격: 53,000 달러/톤(+3.6%),   재고: 285 톤(0%)

▶금: LME가격: 1,754 USD/oz(-1.9%) ▶은: LME가격: 22 USD/oz(-5.7%)

▶환율: 원/달러: 1,175 (+0.6%),   위안/달러: 6.47 (+0.3%),   헤알/달러: 5.29 (+0.8%)

 주요 뉴스
- WEEKLY: China blast furnace capacity use dips to 83.74% (Mysteel 9/17)

- WEEKLY: China mills' steel stocks down another 2% (Mysteel 9/17)

-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slip to 129.8 mln t (Mysteel 9/17)

- MYSTEEL: Jiangsu deepening finished steel output cuts (Mysteel 9/17)

- Iron ore price collapses below $100 as China extends environment curbs (mining.com 9/17)

열연 스프레드(=열연가격-1.6*철광석-0.7*원료탄-0.064*철스크랩) 중국 열연, 냉연, 철근 내수 가격 및 포스코 주가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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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비철Weekly] 철광석가격급락의영향으로철강제품가격약세전망

Analyst   김미송 6923-7336, misongkim@capefn.com

RA            이규익 6923-7359,  kyuikk@capefn.com

CAPE Weekly 철강/비철 Vol. 242 (2021년 9월 13일~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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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뉴스

 비철 뉴스

21년 09월 16일 Copper price falls as China vows to release more metal reserves

(출처: mining.com) -중국이 원자재 수급 상황을 보고 더 많은 비축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목요일 구리 가격은 하락함. 국가발전개혁위원
회는 여전히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가격이 높다고 발표했으며 당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려 놓겠다고 언급함.
-올해 중국은 3차례에 걸쳐서 42만톤의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비축 물량을 방출. 한편 시장은 연준 회의에 주목하고 있음.

21년 09월 17일 SHFE nickel price slumps on energy consumption curbs 

(출처: Mysteel) -상하이선물거래소 니켈 선물 가격은 화요일부터 하락함. 중국 쟝수, 광시 지역에 내려진 전력 소비 제한 조치로 인해 스테인리스
강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마이스틸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 32개 국내 스테인리스 제철소의 300계 스테인리스강 9월 생산량은 전달에 비해 13%, 200계는

전달에 비해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위와같은 공급 차질 우려에 스테인리스강 가격은 상승하고 있음.

21년 09월 16일

21년 09월 16일

(출처: Mysteel) -중국철강협회 소속 제철소들의 9월 초순 일평균 조강 생산량은 8월 하순보다 0.4% 감소. 9월 초순 건축용 철강재 일평균 거래량
은 22만톤으로 8월 하순에 비해 10.9% 증가함. 이는 보통 늦여름 수요 성수기 때 나타나는 거래량 수준임.
-한편 강력한 감산 조치의 영향으로 9월 초순 철강 가격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음.

CISA: Members early Sept daily steel output down 0.4%

Southeast China steel market hit as virus cases spike

21년 09월 14일

-7~8월 쟝수성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철강 시장이 푸젠성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됨. 쟝수성과는 다르게 푸젠시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푸젠시 철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당국은 교통 통제를 위해 20개의 고속도로와 9개의 푸젠시 연결 도로를 폐쇄했음.
-푸젠시 지역 일대의 건축 현장들도 멈췄고 얼마나 빠르게 푸젠시의 코로나 재확산이 잡힐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다만

코로나 영향이 아직까지는 철강 수요가 많은 광동성이나 저장성에는 미치고 있지는 않으며 푸젠시에만 국한되어 있음.

(출처: Mysteel)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중국 동부 지방의 철강 거래, 운송, 수요가 모두 멈춤. 다만 태풍 찬투가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 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은 강을 통해서 동부로 옮겨지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이 또한 어려움을 겪었음. 다만 태풍의 영향

으로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출처: Mysteel)

21년 09월 14일

Typhoon Chanthu brings East China steel market to a halt

NDRC: Long term deals to cover all power-plant coal use

(출처: Mysteel)

(출처: Mysteel) -13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모든 발전,난방공급 기업들에게 중장기 계약을 통해서만 석탄을 수급하라고 지시. 다만 아직 명확한
시기는 정해주지 않음. 작년 12월 중장기 계약 비중을 75%, 수입 석탄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음.
-최근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으로 해당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조치가 시행됨. 중장기 계약을 통한 석탄 가격이

단기 계약보다 훨씬 변동성이 작기 때문. 최근 석탄의 수요는 빠르게 회복한데 반해 국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탄 가격은 빠
르게 상승했음. 이에 전부터 석탄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음.

(출처: Mysteel) -중국 최대 민영 철강사인 사강강철이 9월 중순 철근 가격을 350위안, 선재가격을 200위안 그리고 Bar-in-coil 가격을 300위안
인상함. 수요의 성수기는 다가오는데 반해 감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저감 정책에 따라 쟝수성에서의 철강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강강철 또한 9월 16~30일 2

개의 압연 라인 가동을 중지할 계획. 한편 앞으로 철강 생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추석과 국경졀 연휴 기간을 대비한
비축 수요로 거래는 활발해짐.

21년 09월 13일 China's Shagang hikes long steel prices on supply cuts

(출처: Mysteel)

-중국 생태환경부는 16일 예년보다 더 강화된 겨울 감산 계획 초안을 발표함.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도 64개 도시로 늘었으며 강도
도 더욱 세짐. 적용 기간은 흔히들 말하는 중국의 난방 기간인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임.
-환경 등급 A를 받은 일관제철소나 철스크랩 사용률이 100%인 전기로사들만 작년 같은 기간 생산량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감산에 재량권을 부여받았으며 그 이하 등급 제철소들은 더 강력한 감산 규제가 부과됨.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제품들의 운송에서
도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도록 당부함. 해당 계획은 22일까지 피드백을 받은 후 다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21년 09월 17일

-17일 철광석 가격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를 하회함.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예년보다 더 강력한 겨울철 대기 오염 저
감 대책 초안을 내놓는 등 중국이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들을 제시한 영향.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 오염을 줄이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철광석 가격은 5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음.

21년 09월 17일

(출처: mining.com)

Beijing widens the reach of its winter production curbs

Iron ore price collapses below $100 as China extends environment curbs

-중국 쟝수성에서 시행된 전력 소비 억제 조치로 인해 16일 기준 쟝수성 28개 철강사들 중 20개의 철강사들이 감산을 실행하고
있거나 압연 라인을 멈춘 것으로 파악됨. 아직 감산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8곳 중에서도 3곳을 제외하고는 감산 계획을 발표함.
-해당 조치에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3분기를 넘어 4분기까지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1년 09월 17일

(출처: Mysteel) -중국 247개 제철소 고로 활용도는 전주보다 1.03%하락한 83.74%를 기록함. 중국의 철강사들, 특히 쟝수성에서 감산 조치가 강
화된 영향. 가동률 또한 전주보다 1.69% 하락한 71.88%를 기록함.
-또한 중국 북부 시안 지방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며 해당 지역의 제철소들이 가동률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해당 제철

소들의 철광석 소비량도 전주보다 1.1% 감소했음.

21년 09월 17일

21년 09월 17일

(출처: Mysteel) -중국 184개 제철소 5대 철강재 재고는 2% 감소하며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감. 5대 철강재 생산량이 전주보다 3.6%나 감소한 영
향. 전주 감소폭은 0.1%이었음. 철근과 냉연 재고가 각각 4.7%, 5.1%감소했으며 열연 재고도 3% 감소함.
-태풍 찬투의 영향과 더불어 높아진 철강 가격에 거래는 다소 부진하여 건축용 철강재 일평균 거래량은 전주보다 8.1% 감소한

205,903톤을 기록함. 한편 철강재 유통 재고는 전주보다 1.8% 감소하며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

21년 09월 17일
-중국 45개 주요항구 철광석 재고는 전주보다 0.5% 감소한 1억 2980만톤을 기록함. 철광석 도착물량이 전주보다 4.6% 증가하

고 철광석 출하량이 전주보다 3.2% 감소했지만 운송 차질의 영향으로 도착물량의 하역이 지연되고 있음. 9월 16일 현재 총 177척
의 선박이 하역을 대기중임. 이는 전주보다 8척 감소한 수치이지만 4월 77척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수임.
-다만 9월 6~12일에 이루어진 호주와 브라질 항구 정기 보수 영향으로 앞으로 철광석 도착물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Mysteel)

WEEKLY: China blast furnace capacity use dips to 83.74%

WEEKLY: China mills' steel stocks down another 2%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slip to 129.8 mln t

MYSTEEL: Jiangsu deepening finished steel output cu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