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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금일 공표된 리포트의 통합본입니다. 

Today’s Comment 

[산업] 

철강/비철 Weekly :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비축 수요 증가하며 가격 강세 전망 ---------------------------------------------------김미송 

[전략] 
국내외 경제이슈 : 미 증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셧다운 우려가 부각되며 혼조 ------------------------------------------채현기 
CAPE Weekly : 정책 모멘텀 부재 속, 경기 모멘텀 회복 여부에 주목 -------------------------------------------------------- 투자전략팀 

주요국 증시 환율ㆍ금리ㆍ상품 (단위: P, %) 

종가 전일비 % 종가 전일비 % 

미국지수 환율 

DOW 34,798.00  33.18  0.10  원/달러 1,176.67  0.89  0.08  

NASDAQ 15,047.70  -4.54 -0.03 엔/달러 110.73  0.40  0.36  

S&P 500 4,455.48  6.50 0.15 원/엔 10.66  0.01  0.06  

Phil 반도체 3,453.92  -3.52 -0.10 원/유로 1,379.84  0.25  0.02  

유럽지수 금리 

영국 (FTSE) 7,051.48  -26.87 -0.38 CD(91일) 1.01  0.00  0.00  

프랑스 (CAC) 6,638.46  -63.52 -0.95 국고채 3년 1.58  0.01  0.77  

독일 (DAX) 15,531.75  -112.22 -0.72 미국채 2년 0.27  0.01  3.34  

아시아지수 미국채 10년 1.45  0.02  1.45  

한국 (KOSPI) 3,125.24  -2.34 -0.07 상품 

한국 (KOSDAQ) 1,037.03  0.77 0.07 금(NYMEX) 1,749.70  2.00  0.11  

일본 (NIKKEI) 30,248.81  609.41  2.06 구리(LME) 9,332.50  59.00  0.64  

대만 (가권) 17,260.19  181.97  1.07 철강(중국내수) 5,765.00  -17.00 -0.29 

홍콩 (항셍) 24,192.16  -318.82 -1.30 BDI 4,644.00  -7.00 -0.15 

중국 (상해종합) 3,613.07  -29.15 -0.80 

인도 (SENSEX) 60,048.47  163.11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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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중국 철강제품 가격 열연 -0.5%WoW, 냉연 -0.2%, 후판 +0.2%, 철근 +2.9%. 철근을 제외하고 변동폭 크지 않았음.

 철근 가격은 날씨가 선선해지며 건축 현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감소한 철강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이 철근으로 공급도 줄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

▶철광석 112달러 +5.2%, 선물 118달러 +3.3%. 가격 상승. 국경절 연휴를 대비한 비축 수요 증가한 영향. 향후 몇달간 감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제철소 내 철광석 재고는 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잇따른

 감산의 영향으로 소비량도 줄어듦. 9월 중순 중국 조강생산량이 9월 초순 대비 2.2% 감소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7% 낮아진 수준. 

▶원료탄 374달러 -3.9%. 가격 하락.

 샨시성의 몇몇 광산들이 안전 점검을 마치고 채굴을 재개하며 생산량 증가한 반면, 코크스 공장들은 환경 규제 영향으로 가동률 하락하며 수요 감소.

▶주요 뉴스, 철강 관계자들은 헝다그룹 이슈가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표명. 마이스틸 철강 애널리스트는 몇몇 디벨로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되었고 설령 수요에 영향이 있더라도 공급 감소로 상쇄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 정부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도와줄 가능성은 적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음. 또한 헝다그룹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건축용 철강 수요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참고로 글로벌 수요의 55%가 중국이고, 이 중 부동산 비중은 32%로 추정. 

 결국 중국 부동산이 글로벌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향후 방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국내외 가격 인상 내용. 사강강철이 9월 하순 철근 가격을 150위안 인상.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감산이 행해지며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9월 말 수요에 대비해 미리 비축해두려는 움직임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

▶금속 가격 아연 3,122달러 +1.6%, 연 2,159달러 -2.5%, 구리 9,275달러 -1.7%, 니켈 19,180달러 -4.4%, 코발트 52,990달러 +0%.

 금 1,750달러/oz -0.2%, 은 22달러/oz +0.2%. 품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임.

 헝다그룹 리스크에 모든 금속 가격 주 초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낙폭을 축소하며 주간 마감.

 다만 아연 가격은 Nyrstar가 전기 요금의 급등을 이유로 네덜란드 Budel-Dorplein 아연 제련소의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뉴스에 상승.

▶이번주 중국 철강 가격 강세 전망.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비축 수요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감산 요구 및 전력소비 감축 조치 영향으로 제철소들의

 감산이 지속될 전망. 철광석 가격 급락은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철강 가격 업데이트
▶열  연: 중국내수: 5,750 위안/톤(-0.5%),  중국수출오퍼: 958 달러/톤(+0.3%),  한국내수: 1,320 천원/톤(0%),  한국수입: 1,270 천원/톤(0%)

▶냉  연: 중국내수: 6,472 위안/톤(-0.2%), 중국수출오퍼: 1,064 달러/톤(+0.3%),  한국내수: 1,310 천원/톤(+0.8%),  한국수입: 1,300 천원/톤(+0.8%)

▶후  판: 중국내수: 5,709 위안/톤(+0.2%), 중국수출오퍼: 944 달러/톤(+0.3%),  한국내수: 1,150 천원/톤(0%), 한국수입: 1,150 천원/톤(0%)

▶철  근: 중국내수: 5,711 위안/톤(+2.9%), 중국수출오퍼: 907 달러/톤(+0.3%),   한국내수: 1,110 천원/톤(+0.9%),   한국수입: 1,090 천원/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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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달러/톤(+5.2%), SGX선물: 118 달러/톤(+3.3%) ▶강점탄: 호주Spot: 374 달러/톤(-3.9%)

▶재 고: 열연: 310 만톤(0%),   냉연:165 만톤(0%),   철근: 697 만톤(0%),   철광석: 11,680 만톤(0%)

 비철금속 가격 업데이트
▶아연: LME가격: 3,122 달러/톤(+1.6%),   재고: 217 천톤(-3.7%) ▶연: LME가격: 2,159 달러/톤(-2.5%),   재고: 53 천톤(-0.5%)

▶구리: LME가격: 9,275 달러/톤(-1.7%),   재고: 226 천톤(-6.1%) ▶니켈: LME가격: 19,180 달러/톤(-4.4%),   재고: 164 천톤(-4.5%)

▶코발트: LME가격: 52,990 달러/톤(0%),   재고: 280 톤(-1.8%)

▶금: LME가격: 1,750 USD/oz(-0.2%) ▶은: LME가격: 22 USD/oz(+0.2%)

▶환율: 원/달러: 1,177 (+0.1%),   위안/달러: 6.47 (+0%),   헤알/달러: 5.34 (+0.9%)

 주요 뉴스
- WEEKLY: China's BF capacity use down to three-month low (Mysteel 9/24)

- WEEKLY: China mills' steel stocks drop to 8.5-month low (Mysteel 9/24)

- WEEKLY: China wash-plant processed met coal stocks up (Mysteel 9/24)

-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dip to 128.6 mln t (Mysteel 9/24)

- China iron ore prices rise, demand pressure remains (Mysteel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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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격, %WoW)

단위(가격,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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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비철Weekly] 국경절연휴를앞두고비축수요증가하며가격강세전망

Analyst   김미송 6923-7336, misongkim@capefn.com

RA            이규익 6923-7359,  kyuikk@capefn.com

CAPE Weekly 철강/비철 Vol. 243 (2021년 9월 20일~9월 26일)

0

100

200

300

400

500

600

'15.01 '16.01 '17.01 '18.01 '19.01 '20.01 '21.01

(USD/톤) 열연스프레드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5.01 '16.01 '17.01 '18.01 '19.01 '20.01 '21.01

(원)(USD/톤) 열연 냉연

철근 포스코(우)



 철강 뉴스

 비철 뉴스

21년 09월 24일

(출처: Mysteel) -중국 247개 제철소 고로 활용도는 전주보다 1.7% 하락한 82%로 7월 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지방정부의 감산 요구 혹은 전력
소비 감축 조치의 영향으로 보다 많은 제철소들이 감산에 들어간 영향. 고로활용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63% 낮은 수준.
-가동률은 전주보다 1.95% 하락한 70%를 기록.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제철소 내의 철광석 재고는 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하고 있음.

21년 09월 24일

21년 09월 24일

(출처: Mysteel) -중국 제철소 내 5대 철강재 재고는 전주보다 6% 감소함. 철근과 선재 재고는 각각 8.8%, 9.2%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음. 후
판 재고도 3% 감소했고 열연과 냉연 재고는 각각 1.9%, 2.9% 증가함.
-쟝수성 철근 압연 라인의 70%가 가동 중지되었으며 다른 철근 제철소들도 생산 규모를 줄여서 가동하고 있음. 한편 건축용 철강

재 일평균 거래량은 전주보다 11.6% 증가한 229,835톤을 기록함.

21년 09월 24일
-중국 110개 원료탄 세척공장 가동률은 전주보다 0.7% 상승한 66.9%를 기록하면서 일평균 세척 원료탄 생산량도 571,900톤으

로 증가함. 세척전 원료탄 재고도 전주보다 2.2% 증가한 190만톤을 기록. 샨시성의 몇몇 광산들이 안전 점검을 마치고 채굴을 재
개한 영향. 반면 코크스 공장들은 환경 규제 영향으로 가동률이 하락하며 원료탄 수요는 감소했음.
-이러한 영향으로 6월 중순부터 이어져온 원료탄 가격의 상승세는 꺾임.

(출처: Mysteel)

WEEKLY: China's BF capacity use down to three-month low

WEEKLY: China mills' steel stocks drop to 8.5-month low

WEEKLY: China wash-plant processed met coal stocks up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dip to 128.6 mln t

(출처: Mysteel)

-해외 철강 관계자들은 헝다그룹 이슈가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막상 철강 선현물 가격에는 큰 영향
이 없었음. 마이스틸의 철강 애널리스트는 몇몇 디벨로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고
설령 수요에 영향이 있더라도 공급의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 정부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도와줄 가능성은 적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음. 또한 헝다그룹 리스크가 아

니더라도 이미 건축용 철강 수요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21년 09월 24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며 16개월 내 최저치에서 올라옴. 다롄상품거래소 2022년 1월 인도분 철광석 가격
도 목요일 3.7%, 금요일 3.9% 상승.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비축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짐.
-다만 향후 몇달간 감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광석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21년 09월 24일

(출처: Mysteel)

FEATURE: China steel market calm at Evergrande crisis

China iron ore prices rise, demand pressure remains

-중국 45개 주요 항구 철광석 재고는 전주보다 1% 감소한 1억 2860만 톤을 기록하며 1개월 내 최저치를 갱신함. 철광석 출하량
은 연휴를 앞둔 비축 수요의 영향으로 3주간의 감소를 끝내고 2.8% 반등했음.
-반면 도착 물량은 3주 전 호주와 브라질에서 주요 항구들이 정기 보수를 진행한 영향으로 전주보다 7.7% 감소함. 도착 물량은 줄

었지만 하역도 지연되며 45개 항구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은 194척으로 전주보다 17척 늘어나 철광석 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침.

(출처: Mysteel) -9월 중순 중국 조강생산량은 9월 초순 대비 2.2% 감소함. 전년 동기 대비 해서는 7.7% 감소. 중국 각 지역 특히 쟝수성에서의 감
산 영향이 컸음.
-9~10월이 전통적인 수요 성수기 이지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수요가 그렇게 좋진 못했음. 또한 높은 가격에 일부는 구매를 꺼려

하는 움직임도 있었음.

(출처: Mysteel) -중국의 최대 민영철강사인 사강강철이 9월 하순 철근 가격을 150위안 인상함. 최근 철강 트레이더들의 강한 수요의 영향. 다만
선재와 bar-in-coil의 가격은 동결함.
-중국 전국 각지에서 감산이 행해지며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9월 말 수요에 대비해 미리 비축해두려는 움직임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몇몇 철근 강종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강은 9월 말까지 2
개의 철근 압연 라인을 차례로 멈출 계획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로 가동 중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21년 09월 22일 Shagang raises rebar price further for late Sept sales

(출처: Mysteel)

21년 09월 22일

Falls in China's retail steel stocks continue

MYSTEEL: China mid-Sept daily steel output at 17-mth low

(출처: Mysteel)

21년 09월 23일

21년 09월 24일

(출처: 스틸데일리) -중국에서 건설 부문의 철강소비 비중은 약 55%이고 부동산 부문만의 철강 소비 비중은 32%로 추정됨. 이와 관련 일부 중국 철강
업 종사자들은 헝다 파산 위기가 9~10월 성수기 철근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국 철강업계는 내년 춘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고려해 정부가 헝다 파산 위기 관련 민심 수습에는 나서겠으나 직접 지원 가능

성은 희박하며 당분간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위축세가 지속되고 철강명목 소비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봄.

[이슈] '파산 위기' 헝다, 中 철강시장도 뒤흔들까

NDRC lowers cap on power plants' coal stocks to 12days

21년 09월 23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전력소비피크 시즌에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를 7~12일 사용분까지만 비축할 수 있도록 조정함.
기존에는 최소 15일 이상의 사용분 비축이 가능했음. 이전에는 모든 석탄을 중장기 계약으로만 조달하라는 명령이 있었음.
-또한 석탄의 운송에 있어서 석탄 재고가 7일분 이하로 남은 발전소를 우선하여 공급하기로 함. 최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관리국이 주요 석탄 광산과 운송 항구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공급과 가격이 안정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출처: Mysteel) -중국 5대 철강재 유통 재고는 전주보다 2% 감소하며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철근 재고가 3%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
을 보였고 선재와 후판 재고도 감소함.
-날씨가 선선해지며 건축 현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으며 5대 철강재 생산량도 전주 대비 6.2%, 36만톤 감소하며 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 생산량 감소 물량 36만톤 중 60%는 철근이었음.

21년 09월 24일 Power crisis spreads as large Dutch zinc factory cuts production 

(출처: mining.com) -Nyrstar가 최근 1년 새 4배 오른 전기료를 이유로 네덜란드 Budel-Dorplein 아연 제련소의 생산량을 줄인다고 발표. 해당 발표
이후 LME 아연 가격은 2% 가량 상승. 감산 전 생산 케파는 연 30만톤 수준임.
-Nyrstar는 네덜란드 정부와 지원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오염 물질 배출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

임. 천연가스 가격과 전력 비용이 상승하면서 산업용 금속들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음.

21년 09월 21일 Copper price back below $9,000 on Evergrande jitters

(출처: mining.com) -화요일 구리 가격은 중국 헝다 그룹 디폴트 이슈의 영향으로 하락. 또한 투자자들의 미국 연준 회의에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구리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한편 ICSG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정련 구리는 9만톤의 공급 부족을 겪었음. 5월은 4,000톤의 공급 과잉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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