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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7호                                                        2014. 7. 10

국제경제리뷰 +

조 사 국
국제경제부 국제종합팀

유혜림 조사역(4279)

◆ 2014년 상반기 주요 원자재가격은 전년말대비 0.4% 상승(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5% 하락)

  o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급상황이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산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 이후 리비아의 
생산차질 지속, 이라크의 정정불안 고조 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상승 전환(전년말대비 
1.0% 상승, Dubai유 기준)

  o 비철금속가격은 2013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금년 들어 동가격은 하락한 반면 니켈, 알루미늄, 아연 가격 등은 상승
(전년말대비 1.5% 상승, LMEX비철금속지수 기준)

  o 곡물가격은 2013년중 약 26% 하락한 이후 2014년 들어서는 연초 기상여건 악화 및 3∼4
월중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5월 이후 기상여건 개선, 2014/15년 주요 
곡물 재고량 전망치 상향조정,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장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시현(전
년말대비 4.0% 하락, S&P곡물지수 기준)

◆ 2014년 하반기 국제원자재가격은 석유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반기보다 상승할 
전망이나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은 세계 수요 회복, 계절적 수요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급여건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에 따른 투기
자금 감소 등이 현저할 경우 원자재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o 국제유가는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한 석유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정정불
안으로 3/4분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o 비철금속가격의 경우 동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나 알루미늄, 아연 및 니켈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 특히 니켈가격은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 상승이 예상

  o 곡물가격은 기상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상승하였던 대두는 
공급초과 확대 등으로 하반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소맥 및 옥수수는 상반기
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에서 등락할 전망

2014년 상반기 국제원자재가격 동향 및 하반기 전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배부처 :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 외자운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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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 배경

□ 2013년중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원자재가격은 2014년 상반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기
상여건 악화, 투기자금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

                                       국제원자재가격1)

 

              주 : 1) (금속+에너지+곡물)은 전체에서 육류 및 해산물, 커피 등 기호품, 목재･고무 등 제외
            자료 : IMF

 o 원자재별로 보면, 에너지가격은 리비아의 생산차질,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금속 및 곡물 가격지수는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하회

                                연도별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주 : 1) 에너지는 원유 외에 천연가스 및 석탄 포함                              자료 : IMF

⇒ 2014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의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하반기 여건을 점검

* 석유, 비철금속(알루미늄, 동, 아연, 니켈) 및 곡물(옥수수, 소맥, 대두)로 구분하여 기술

Ⅱ  상반기 주요 원자재가격 동향

◇ 2014년 상반기 IMF원자재가격지수는 전년말대비 0.4% 상승*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큰 폭 하락에 따라 2.5% 낮은 수준

 o 유가는 1.0% 상승하고 비철금속가격은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1.5% 높아
진 반면 곡물가격은 소맥을 중심으로 4.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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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가격
 (전기말대비, %)

전체1) 유가2) 비철금속3) (동) (알루미늄) (니켈) (아연) 곡물4) (소맥) (옥수수) (대두)

2009 94.4 111.5 97.5 141.4 45.7 58.9 114.3 -3.0 -11.3 1.8 6.9

2010 18.9 13.1 23.8 31.4 12.0 33.9 -3.4 46.0 46.7 51.7 34.0

2011 9.1 18.4 -21.5 -21.3 -18.9 -24.2 -25.2 -8.9 -17.8 2.8 -14.0

2012 3.7 1.7 4.5 4.2 2.3 -9.2 12.2 13.6 19.2 8.0 18.4

2013 -3.8 1.1 -8.5 -6.7 -14.0 -18.6 0.2 -26.3 -22.2 -39.6 -7.5

   (상반) -8.8 -6.1 -14.9 -14.9 -15.2 -19.7 -11.1 -17.1 -16.6 -2.7 10.3

   (하반) 5.2 7.7 7.4 9.6 1.4 1.4 12.7 -11.1 -6.7 -37.9 -16.1

20145) 0.4 1.0 1.5 -4.5 5.8 37.1 7.9 -4.0 -6.7 0.5 6.7

[-2.5] [0.8] [-6.0] [-8.3] [-8.5] [2.5] [5.8] [-16.7] [-11.3] [-32.3] [-3.0]

         주 : 1) 유가(72.4%), 비철금속(14.4%), 곡물(13.1%) 가격의 가중평균(IMF원자재가격지수의 가중치 적용)
             2) 두바이유가   3) LMEX비철금속지수  4) S&P곡물지수  5) 상반기 기준, [  ]내는 전년동기대비
       자료 : IMF, LME, S&P, Bloomberg

석유가격

□ 국제유가(Dubai유 기준, 이하 동일)는 세계 석유수급상황이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산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
으나 리비아의 생산차질 지속, 이라크의 정정불안 고조 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5월 
이후 상승 전환 (2013년말 107.9 → 2014.4월말 104.9 → 5월말 106.4 → 6월말 109.0, 달러/배럴)

   ◾ 두바이 유가 및 브렌트 유가가 각각 전년말대비 1.0% 및 1.1% 상승에 그친 것과 달리 WTI유
가는 7.1%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초 미국의 한파로 인한 난방유 수요 증대, 
Cushing 지역의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된 데 기인(2013년말 98.4 → 2014.6월말 

105.4 달러/배럴)

        * 6.20일 기준 미국 Cushing지역의 원유재고(전략비축유 제외)는 21.8백만배럴로 2013년말(39.6백만
배럴)대비 44.9% 낮은 수준

                석유 생산              세계 석유 수급갭1)         OECD국가의 석유재고

          자료 : EIA                    주 : 1) 소비생산               자료 : IEA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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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자료 : Bloomberg

 o 국제유가는 연초 배럴당 108달러에서 출발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
스크 완화,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2월초 101달러대까지 낮아지는 등 3월 중순까지 하락

   ― 2월중에는 리비아의 석유생산 차질 지속,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한파 등으로 일시 반
등(2월말 105.3달러/배럴)

  달러화지수 및 국제유가1)      미국의 석유 소비 및 재고     주요 중동국가의 석유생산

            주 : 1) 두바이 등 3종 평균        자료 : EIA                     자료 : EIA
          자료 : Bloomberg

  o 3월 하순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 상하방 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5월 들어 리비아의 생산 
차질 지속,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6.10일 이후 이라크의 정정불
안*이 고조됨에 따라 가파른 상승세

     * ① 이라크의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ISIL)가 북부지역 도시들을 장악한 데 이어 6.10일에는 제2의 도

시인 모술을 점령하는 등 이라크 석유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남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
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6.12일), ② ISIL이 정부군과 10여일간의 교전 끝에 이라크 
전체 정제능력의 1/3에 해당하는 북부지역의 Baiji 정제시설을 점거(6.24일)

     ◾ 이라크는 OPEC내 제2의 석유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약 4%, OPEC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
하며, 2005년 이후 세계 석유생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에 달함(O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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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사태와 국제유가
                             (달러/배럴)

2013년말 3월말 4월말 5월말 6.6일 6.13일 6.30일

두바이 107.89 104.63 104.86 106.41 105.31 108.97 109.00

브렌트 110.82 106.98 108.65 110.66 109.10 112.66 112.09

WTI 98.42 101.58 99.74 102.71 102.66 106.91 105.37

        자료 : Bloomberg

비철금속가격

□ 2013년 상반기 크게 하락한 후 하반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던 세계 
비철금속가격은 금년 들어 동(銅)가격은 하락한 반면 니켈, 알루미늄, 아연 가격 등은 상
승(전년말대비 1.5% 상승, LMEX비철금속지수 기준)

             세계 비철금속가격                       주요 비철금속가격

     

           자료 : LME                    자료 : LME

  o (銅) 지속적인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급 전망에 근거한 가격하락 예상으로  
순매수포지션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 들어 4.5% 하락(2013년말 7,375.8 →  6월말 7,041.0, 달러/톤)

     ◾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월말, 천건) : 1월 0.0 → 2월 –8.1 → 3월 –33.0 → 4월 –13.9 → 5월 –4.4 → 6월 -7.8

                    동 생산 및 소비                         동 재고량 및 가격

              자료 : WBMS                                  자료 : 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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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알루미늄) 재고 감소, 공급부족 전망 등으로 금년 들어 5.8% 상승(2013년말 1,754.8 →  6

월말 1,856.8, 달러/톤)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이 전년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한 데다 메
이저사들이 생산 감축**을 계획함에 따라 2014년 세계 수요량이 생산량을 초과(+73.0만

톤)할 것으로 전망(Aloca사, 2014.4.9일)

          * 이들 3개국의 수입량이 세계 수입량의 약 38%를 점유(2013년 기준)하며, 중국의 경우 알루미늄 
소비량이 세계 1위의 국가(47.7%)이나 수입량은 약 2.3%에 불과

         ** 러시아의 Rusal사, 미국의 Aloca사 등의 생산감축계획으로 2014년 알루미늄 생산량이 전년(3.9백
만톤)대비 최소 70.0만톤 감소할 전망(2014.2.18일)

                 알루미늄 생산 및 소비                   알루미늄 재고량 및 가격

              자료 : WBMS                                  자료 : LME

                           알루미늄의 중국 소비량1) 및 주요국 수입량1)

                                                                                     (천톤)

2012년 2013년 2014.1월 2014.2월 2013.3월 2014.4월

중국 소비량 1,727 1,952 1,953 1,869 2,025 1,869

주요국2) 수입량 607.4 618.1 722.9 624.6 698.9 805.3

        주 : 1) 월평균     2) 미국, 일본 및 독일(2014.4월은 추정치)                       자료 : WBMS

  o (아연) 4월 이후 재고가 감소하면서 전년말대비 7.9% 상승(2013년말 2,053.0 →  6월말 2,214.3, 

달러/톤)

                  아연의 생산 및 소비                      아연 재고량 및 가격

              자료 : WBMS                                  자료 : 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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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니켈)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금지
정책(2014.1월 시행),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수출 중단 우려* 등으로 전년말대
비 37.1% 상승(2013년말 13,832.0 →  6월말 18,969.0, 달러/톤)

        *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는 세계 니켈 광석 생산량의 각각 66.2% 및 11.0%를 차지(2013년 기준)

                  니켈의 생산 및 소비                      니켈 재고량 및 가격

            자료 : WBMS                                  자료 : LME

곡물가격

□ 세계 곡물가격은 2013년중 약 26% 하락한 이후 금년 초 기상여건 악화 및 3∼4월중 우
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5월 이후 기상여건 개선, 2014/15년 주요 곡물 재
고량 전망치 상향조정,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장 완화 등으로 하락(전년말대비 4.0% 하락, 

S&P곡물지수 기준)

  o 대두가격은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전년말대비 6.7% 상승한 반면, 
옥수수가격은 파생상품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말대비 0.5% 
상승에 그쳤으며 소맥가격은 투기자금 유입도 미미하여 전년말대비 6.7% 하락

     ◾ 세계 대두 수입량의 약 64%를 차지(2013/14년 기준)하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매년 증가
세(월평균, 천톤 ; 2012년 4,865 → 2013년 5,285 → 2014.1∼5월 5,562)

            세계 곡물가격               주요 곡물가격         주요 곡물의 순매수포지션1)

  

         자료 : S&P                    자료 : CBOT                    주 : 1) 월평균   자료 : C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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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곡물가격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안정*이 가시화된 2월 하순 이후 4자회담(우크라이

나･미국･EU 및 러시아)에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4월 중순까지 우크라
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생산 및 수출 차질 우려로 소맥 및 옥수수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 및 러시아로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 및 크림

반도의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간의 군사적 대립, 우크라이나･미국･EU와 러시아간의 외교적 갈
등이 지속

     ** 2013/14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및 소맥 수출량은 세계 수출량의 15.6% 및 5.9%를 각각 차지하였으

며, 러시아의 소맥 수출량은 세계 수출량의 11.2%를 차지(USDA)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곡물가격
                                                                             (센트/부셸)

  

2013년말 2014.1월말 2.20일1) 2.28일2) 3.18일3) 4.17일4) 4월말 5월말

옥수수 422.00 434.00 455.75 457.50  486.25 497.50 514.00 465.75

소맥 605.25 555.75 616.25 599.00  692.50 691.25 713.00 627.25

대두 1,312.50 1,282.75 1,358.25 1,414.25 1,418.25 1,514.00 1,530.75 1,493.25

           주 :  1)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간 유혈 충돌로 100명 이상 사망
                  2)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력 배치       3) 크림반도, 러시아에 합병
                 4)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미국 4자회담
         자료 : CBOT

   ― 이 기간의 한파*,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물피해 및 파종지연*** 우려도 곡
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미국 중서부지역의 한파는 2월에 국한되었지만 3∼4월 중에도 기온이 평년 수준을 하회

         ** 미국 농경지의 가뭄(drought-severe) 피해면적 비중(%, 기간중 평균, US Drought monitor)
             : 2013.3/4분기 32.0 → 4/4 17.6 → 2014.1/4 20.8 → 2/4 26.3

        *** 한파의 영향으로 5월 초까지 미국 옥수수지대(Corn Belt)의 파종이 지연(5.4일 기준 파종률이 29.0%
를 기록하여 5년 평균인 42.0%를 하회)

 o 5∼6월중에는 미국 남부 및 중서부지방의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완화되는 등 기상여
건이 호전되고 이에 따라 주요 곡물의 재배 및 파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곡물가격은 하락

       * 미국 농무부(USDA)는 2014/15년 소맥,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 재고량이 각각 188.6백만톤(2013/14년
말대비 +2.5%), 182.7백만톤(+13.6%) 및 82.9백만톤(+15.7%)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Ⅲ  하반기 국제원자재시장 점검

◇ 2014년 하반기 석유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은 세계 수요 회복, 계절적 수요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급여건에 
힘입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o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에 따
른 투기자금 감소 등이 현저할 경우 원자재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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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한 석유생산 증가에도 불구하
고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으로 3/4분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어 이라크의 석유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참고> ｢이라크 사태의 악화가 국제유가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조

 국제유가 전망1)

 (기간중 평균, 달러/배럴)

  

2012 2013
2014e

2015e
연간 1/4 2/4 3/4 4/4

EIA 111.7 108.6 107.8 108.2 108.8 108.3 106.0 101.9

CERA
111.7  
(109.1)

108.7
(105.6)

109.1
(105.8)

108.2
(104.5)

109.3
(105.7)

110.8
(108.2)

108.0
(104.9)

102.4
(99.3)

OEF 111.7 108.7 106.7 108.2 109.2 107.0 102.4 103.0

         주 : 1) Brent 기준, (  )내는 두바이 기준, 2014.6월 전망
       자료 : EIA, CERA, OEF

  o 세계 생산은 북미지역의 비전통석유 생산 등으로 인해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소비는 비OECD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수급갭은 공급초과 상
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세계 석유수급 전망
                           (백만배럴/1일)

2013 2014e 2015e
증 감

2013 2014e 2015e

생

산

OPEC 36.14 36.13 36.30 -0.50 -0.01 0.17 

비OPEC 54.11 55.66 56.88 1.44 1.55 1.22 

소계 90.25 91.78  93.18  0.94 1.53 1.40 

소

비

OECD 46.02 46.00  45.99  0.11 -0.02 -0.01 

비OECD 44.46 45.79 47.12 1.20 1.33 1.33 

소계 90.48 91.79 93.12 1.31 1.31 1.33 

소비-생산 -0.18 -0.07 0.01 0.09 0.11 0.08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14.6월)

 (비철금속) 동(銅)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알루미늄, 아연 및 니켈 가격은 오름세를 이
어가는 등 원자재별 가격 변화가 상이할 전망

    ◾ 그러나 가격 수준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비철금속가격이 중국 등 신흥국 수요 증
가로 급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2006년 이후의 평균가격(2006∼12년 기준)보다는 크게 낮
은 수준

  o 동(銅)의 경우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 당국의 원자재금융 단속*이 담보물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격 하락이 예상

      * 중국 정부가 6.2일 이후 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의 담보 중복 여부에 대해 조
사를 계속

  o 알루미늄의 경우 재고 감소 효과가 중국 등의 수요 감소 효과를 상쇄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



10/12

  o 아연의 경우 최대 소비국인 중국 제련산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제련소 가동률이 평균 
수준(2000∼12년 기준 75%)을 하회하는 등 정련아연의 공급이 저조한 편이나 중국을 비롯
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
에서 움직일 전망

  o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광석 수출 금지,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가격의 큰 폭 상승이 예상

     주요 비철금속가격 전망1)2)

 (달러/톤)

 

2012 2013
2014

2015f
상 하f 연간f

동 OEF
7,957 7,326 6,916

6,667 6,789 6,626
 [7,192] IB 평균3) 6,800 6,872 7,063

  (6,750∼7,050) (6,777∼7,009) (6,650∼8,000)
알루미늄 OEF

2,021 1,847 1,754
1,816 1,782 1,865

 [2,293] IB 평균3) 1,840 1,800 1,900
  (1,790∼1,900) (1,788∼1,840) (1,870∼2,150)

아연 OEF
1,948 1,910 2,049

2,052 2,044 2,086
 [2,336] IB 평균3) 2,075 2,045 2,285

  (2,063∼2,225) (2,044∼2,145) (2,225∼2,400)
니켈 OEF

17,525 15,030 16,534
18,714 17,632 19,261

 [22,728] IB 평균3) 18,375 17,348 22,250
  (17,750∼20,250) (16,661∼18,540) (20,000∼24,000)

      주 : 1) 2014.6월 전망 (Citi, JPMorgan은 5월)      2) [  ]는 2006∼12년 평균가격
              3) IB 평균은 4개 IB의 중간값(median)
        자료 : OEF, Barclays, Citi, JPMorgan, Deutsche Bank

 (곡물) 기상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대두는 공급초과 확대 등으로 금년 
상반기의 가격 상승에서 하반기에는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나 소맥 및 옥수수는 상
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 가격 수준은 옥수수 및 소맥의 경우 2006∼12년 평균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
이나 대두의 경우 이를 상회할 전망

주요 곡물가격 전망1)2)

                                                                           (센트/부셸)

  

2012 2013
2014

2015f
상 하f 연간f

옥수수 IB 평균3)

695 578 466
480 474 496

 [477]   (410∼530) (435∼501) (450∼537)
소맥 IB 평균3)

751 684 635
628 629 640

 [630]   (563∼705) (605∼674) (608∼691)
대두 IB 평균3)

1,464 1,407 1,415
1,300 1,345 1,299

 [1,079]   (1,188∼1,380) (1,300∼1,395) (1,050∼1,363)

       주 : 1) 2014.6월 전망  2) [  ]는 2006∼12년 평균가격    3) IB 평균은 9개 IB의 중간값(median)
       자료 : Danske Bank, Commerzbank, Intesa Sanpaolo,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Itau Unibanco
             Holding, DZ Bank, Societe Generale, Westpack Banking Corp, Citi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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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 : USDA

 
 o 다만 옥수수, 소맥, 대두의 경우 생육 초기단계라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엘니뇨* 발생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음

       * 적도와 동태평양 지역인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으로 남미에서는 호우 및 

홍수 피해가, 반대편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나타남(곽준희, 2014.4월)

   ― 옥수수의 경우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재생연료 의무할당량을 감축*할 경우 가격
이 하락할 수도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내놓은 동 감축안은 현재 행정부에 제출되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원안대로 재생연료 의무할당량을 16.2% 감축할 경우 옥수수소비량은 약 13.0백만톤(2014년
기준 세계 소비량의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6월)

            2014년 하반기 엘니뇨 발생 확률       재생연료 의무할당량 감축과 옥수수 소비량

    

           자료 :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limate and Society, ENSO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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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이라크 사태의 악화가 국제유가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옥스퍼드 경제연구소(Oxford Economics Forecast, 2014.6월)는 ISIL이 이라크 남부지역 도시
들까지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이라크*의 석유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여 2014.2/4분기부터 2016년말까지의 일평균 석유 생산량이 현 생산량의 절반 정도 
수준(2003년도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

     *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3.0백만bpd로 세계 생산량의 약 4%, OPEC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2013년 기준)

  o 이 경우 국제유가는 2014.4/4분기중 배럴당 14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사우디아라비
아의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2016년말에는 104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번 사태가 향후 서방국가의 대이라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석유 생
산능력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움

□ 동 연구소는 이와 같은 국제유가의 급등 시나리오를 전제로 할 경우 세계 GDP는 
2015년말까지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

  o 미국의 경우 2014년 2.0%, 2015년 2.9%의 성장세를 보여 3%대 성장세 회복이 지연될 전망

  o 유로지역의 2014년 및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 및 0.8%에 그칠 전망(유가 급등을 전
제로 하지 않은 baseline 전망치는 각각 1.1% 및 1.5%)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겠으나 마이너스 산출 갭이 확대됨에 따라 궁극
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화

  o 일본의 성장률은 2014년 및 2015년에 각각 1.0% 및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baseline은 각각 1.1%)

  o 신흥국의 경우 중국, 브라질 등보다는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인도, 터키, 남아공 등
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등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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