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추이와 대응전략
- 1980년대 중반과 2001년 이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민 성 환
(전문연구원·동향분석실)
shmin@kiet.re.kr

〈요

약〉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 추이와 그 배경은 지난 1980년대 중반과 공통
적 내지 차별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가를
제외한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의 경우 1970년대 발발한 두 차례의 오일쇼
크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의 급등세는 1980년대 중반과 비슷한 모습이다.
2001년 이후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관련하여 지난 1980년대 중반과 공
통적인 특성들로는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지속, 금속품 가격의 상대적
인 강세, 달러화 가치의 약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1980년대 중반 당시와 다른 특성들은 2000년대 들어 가격 향
방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
고유가 기조의 장기화, 인플레 압력의 둔화 등이 그것이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 당시와 공통
적인 특성들과 더불어 차별적인 특성들도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방을 예측하
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수급 측면뿐만 아
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
성은 매우 커 보인다. 이처럼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예전에 비해 크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 요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책당국과 관련 업체들은 시장의 동향과 변화를 면밀히 주시함과
더불어 경제·산업 전반 및 경영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구입 및 조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각 업체들이 안정적
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현지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도
록 하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환율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다
각적인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의 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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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올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이 예상치
못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상승
세의 장기화 여부에 대한 관심과 더
불어 향후 국내외 경제에 미칠 수 있
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
지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지난
2004년 초와 2005년 초에도 예상치
못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원자재 파
동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킨 바 있으
나, 2005년 말 이후 올 들어서까지 더
욱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원자
재 가격의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원유와 난방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CRB 상품선물지수(달
러화 표시)는 2005년 10월에 320선
<그림 1>

을 돌파하면서 1980년 이래 무려 25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
고,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중 한때
340선까지 오름세를 이어가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월에는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급락으로 다시
320선대로 급락하였다. 에너지를 제외
하고 국제무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들로 구성된 가격지수
인 로이터 상품가격지수(파운드화 표
시)도 지난 2005년 10월에 1,700선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면서 2006년 2월 현재 1,900선을 유
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시아 금융위기
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 이
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다.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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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euter; Commodity Research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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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여건이나
시장 수급의 변화 등 여러 요인들에
기인할 수 있으나, 최근의 흐름이 특
히 지난 1980년대 중반과 공통적 내
지 차별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 이에 본고에
서는 최근 원자재 시장을 둘러싼 특
성들을 지난 1980년대 중반 당시의
특성들과 비교 검토해 보고, 이를 통
해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2. 1980년대 중반 당시와의
공통적인 특성들
지난 1980년대 중반과 2001년 이
후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특성들로는 세계경제의 견
고한 성장세 지속, 금속품 가격의 상
대적인 강세, 달러화 가치의 약세 등
을 들 수 있다.

(1)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우선 양 기간 동안에 세계경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중반 당시 세계경제는 연
평균 4%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와 유사하게
2001년 이후 세계경제는 2005년 현재
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대를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0년 이후 세
계경제의 장기 연평균 성장률 수준인
3.7%를 웃도는 것이며,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세계경기가 호조세에 있었
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견고한 성장세
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선진국
과 개도국 경기가 모두 호조세 내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에 경기 침체를 겪었던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후 비교적 견실

1) 중장기 시계열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IMF의 비에너지 상품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
의 상승 기간은 1957년 이후 크게 5차례로 나타나는데, 제1·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0년대
초와 1980년 전후, 그리고 가격 상승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 폭은 지난 1980년대 중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국제원자재 가격의 주요 상승기(1957년 이후)
1971. 11~1974. 2
(27개월)

1977. 9~1980. 1
(28개월)

1985. 9~1988. 6
(33개월)

1993. 11~1996. 5
(30개월)

2001. 10~2005. 12
(50개월)

133.9%

49.0%

57.4%

28.8%

63.5%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주 : 비에너지 상품가격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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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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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2000년대 들
어서는 2001년의 경기 급락 이후 선
진국과 개도국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선
진국의 경기 회복이 과거에 비해 빠
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
면, 개도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같은 나라들의 고성장으로 인해 월등
하게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선진
국과 개도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
된 모습이다.

(2) 금속품 가격의 상대적인 강세
둘째, 품목별 추이에서 보면 비에너
지 상품 가운데 금속품 가격의 강세
가 두 기간 중에 모두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에너지 상품가격의 변동을 품목

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과 2000
년대 들어서는 금속품 가격의 상승세
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당시 전체 가격 상승
분의 약 58%,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서는 약 63%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다. 이에 반해 1970년대 두 차례의 오
일쇼크 기간과 1990년대 중반에는 곡
물 가격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크고,
금속품 가격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기간에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산업
용 원자재, 특히 금속품에 대한 실수
요가 급증하면서 금속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곡
물 가격이 경기 상황보다는 생산국의
기후 변화나 소비국의 인구 변화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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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자재 가격 상승기 중 품목별 가격 변화율 추이
비에너지
상품가격

단위 : %

금속품

농산품

음료품

곡 물

1971.11~1974. 2

133.9

기여도
(기여율)

24.6
(18.4)

16.7
(12.4)

6.8
(5.1)

85.8
(64.1)

1977. 9~1980. 1

49.0

기여도
(기여율)

15.6
(31.8)

10.8
(22.1)

-2.1
(-4.2)

24.7
(50.3)

1985. 9~1988. 6

57.4

기여도
(기여율)

33.1
(57.6)

10.2
(17.7)

-1.0
(-1.7)

15.2
(26.4)

1993.11~1996. 5

28.9

기여도
(기여율)

11.1
(38.4)

2.3
(7.9)

2.1
(7.1)

13.4
(46.5)

2001.10~2005.12

63.5

기여도
(기여율)

39.8
(62.7)

7.2
(11.4)

3.0
(4.7)

13.5
(21.3)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한 데 반해, 금속품 가격은 경기 여건
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
하다. 최근 들어서는 기상 이변, 정정
불안 등에 의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
리적 변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실
수요와 더불어 주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3) 미 달러화 가치의 약세 지속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비에너지
상품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1980년
대 중반과 2000년대 들어서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외환
시장의 변화가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5차례의 기간 동안에 달러화 가치는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본고의 관심 기간인
1980년대 중반과 2001년 이후에는 달
러화 가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이 기간 중 원자재 가격과
달러화 가치의 상관계수 값도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달러화 가치의 변화, 특히 달러화 약
세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2)
이처럼 달러화 약세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두 기간 중 미국의 쌍둥이 적
자 즉,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
자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외환시장에

2) 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기간 중 원재재 가격과 달러화 가치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4개의
기간 중 두 차례에서만 음수 값이 크게 나타나고, 다른 2개의 기간에서는 오히려 양수 값이 나
타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달러화 가치의 상승 간 명확한 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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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선진국들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이
른바‘플라자 합의(Plaza Accord)’
가
도출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서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사
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타개
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
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2005년 7월에 2.1%의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고 일정 범위의 환율
변동(일일 변동폭 ±0.3%)을 허용하
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한 이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달러화 약세의 원인과 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
도 달러화의 약세 기간에 원자재 가
<그림 3>

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화 가치의 변화가 원자재
가격의 변화요인 가운데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 달러화 표시 금융상
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원자재와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으
로 이어지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서 달러화 가치와 원자재 가격 간 상
관계수 값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향, 즉 원자재 시장에서의
대체투자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은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80년대 중반과
2001년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
간 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달러화 가치의 하락률 및 원자재 가격과의 상관계수
(%)
0.0

0.0
-0.1

-5.0

-4.36
-0.2
-7.41

-10.0

-0.3
-11.03
-0.4

-15.0

-0.5
-20.0
-25.0

-19.54

-0.65
-0.76

-0.7

-0.78
-0.81

-30.0

달러화 변화율
상관계수(우축)

-0.8
-0.87

-30.67

-35.0

1970년대 초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0.6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0.9
-1.0

자료 : Federal Reserve Boar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주 : 앞서 상승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주요 상승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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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80년대 중반과 2001년 이후의 공통적 특성
1980년대 중반

2001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연평균 4.1%

연평균 4.1%

금속품 가격 상승률

128.8%

139.2%

달러화 가치 하락률

-30.7%

-19.5%

3. 1980년대 중반 당시와의
차별적 특성

(1) 중국경제의 급부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원자
재 가격의 상승 움직임이 지난 1980
년대 중반 당시와 적지 않은 면에서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지만, 경제 여
건의 변화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중
반 당시와 다른 특성들은 가격 향방
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
고유가 기조의 장기화, 인플레 압력의
둔화 등이 그것이다.
<표 3>

지난 1980년대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강세를 견인하
고 있는 요인들 중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중국경제의 급부상이다.
앞서 권역별 성장률 추이에서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성장률 격차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도국 경제의 괄목
할 만한 성장세에 기인하며, 그 배경
에는 중국경제의 급부상이라는 요인
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소비 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
단위 : %
연평균 증가율
(1995~2004)

세계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1)

중국

세계

구리

9.4

12.7

18.2

20.1

19.6

21.8

12.1

3.4

납

8.0

10.3

14.0

18.5

19.7

25.0

13.5

2.7

니켈

3.8

4.9

6.9

10.4

10.6

14.8

15.6

3.1

주석

18.2

18.8

19.3

23.8

27.9

31.5

9.1

4.0

아연

12.2

16.0

18.3

23.9

25.4

27.5

12.1

3.4

알루미늄

9.5

14.0

16.4

19.1

21.1

22.4

13.8

4.1

원유

4.9

6.5

6.9

7.3

8.2

8.3

7.5

1.7

자료 : Metal Bulletin Statistic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 : 1) 비철금속의 경우 2005년 10월, 원유는 2005년 3분기까지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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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많이 소비되는 원유나 금속품
등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소비 증가율은
2005년 현재까지 세계 소비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각 품
목별로 중국이 전 세계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005년 현재 1990년대 중반에 비해서
배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는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 요인에 의
한 가격 변화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3)

(2) 고유가 기조의 장기화
둘째, 1980년대 중반에는 1970년대
<그림 4>

말에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
이 점차 줄어들면서 국제유가도 하락
기조에 있었던 데 반해, 2001년 이후
고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5차례에 걸친 원
자재 가격의 상승기 가운데 198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유가는 모두 상승세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
년대 들어서 2005년 12월 말 현재까
지 유가는 172.4%나 오른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제1차 오일쇼크 당시
(412.0%)에 비해 오름세가 크지는
않지만, 제2차 오일쇼크 때(184.9%)
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고유가 기조는 일회성 쇼크
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근본
적으로 수급 측면에 기인하여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
250

(2000년=100)
원자재 가격 상승기
국제유가 지수

200

150

100

50

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3) 본원에서 발간한「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지속가능 발전형’전략 필요」
(e-KIET 산업
경제정보 제249호, 2005. 3. 2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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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 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다르다.4)
더욱이 지난 1970년대 말 이란의
석유수출 중단으로 시작된 오일쇼크
의 여파로 급등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1980년대 들어 쇼크 이전의 수준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
2000년대 들어서는 기상 이변, 정정
불안 등으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
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 지난 1980년대 당시와 차별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인플레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IMF에서 발표한 세계 인
플레율 추이를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개도국이 연간 30%대를 웃도는
높은 인플레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인
플레율도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
국의 인플레율 하락과 더불어 개도국
의 인플레율이 한 자릿수로 급락하면
서 세계 인플레율은 연간 3.8%에 머
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율을 감
안한 실질 기준으로 보더라도 CRB
상품선물지수는 1990년대 중반 수준
에 머무르고 있고, 로이터 상품가격지

(3) 인플레 압력의 둔화
셋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
하고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
<표 4>

세계 및 권역별 인플레율 변화 추이
원자재 가격 상승기

단위 : %
10년 기준 연평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6~1988) (1994~1996) (2002~2005) (1981~1990) (1991~2000) (2001~2005)
세계

14.1

17.0

3.7

16.3

16.5

3.8

선진국

3.2

2.5

1.9

5.6

2.6

1.9

G7

2.7

2.2

1.8

4.8

2.4

1.8

개도국

32.6

43.2

5.9

35.3

42.9

6.1

중동구

24.1

45.2

8.8

37.0

51.6

10.9

CIS

1.3

258.4

12.2

1.7

380.0

13.8

아시아

11.7

12.2

3.3

9.8

8.3

3.2

중남미

155.9

92.3

8.1

200.3

84.4

7.7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4) 본원에서 발간한「고유가 기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66호,
2005. 7. 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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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제원자재 가격(실질 기준) 추이
400

(2000년=100, 실질 기준)

350

원자재 가격 상승기
CRB 상품선물지수
로이터 상품가격지수

300
250
200
150
100
5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 Reuter; CRB; OECD.
주 : CRB 상품지수는 미국 물가, 로이터 상품지수는 영국 물가를 적용함.

수도 1990년대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
이 약화된 원인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안정화를 위해 선제
적으로 정책 운용에 나선 것이 안정
적인 인플레 유지에 기여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미 연준의 경우 경기 여건
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신축적으
로 운용하였고, 그에 따라 인플레율의
변동성은 1990년대 들어 크게 축소되
었다. 유로권도 기본적으로 인플레 변
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으
며, 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의 인플레율이

2000년대 들어 크게 낮아진 것은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초인플레를 경험한 나라들이
적지 않았던 반면에, 2000년대 들어
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중남미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역내 인플레율
이 연간 200%대를 기록하였고, 1990
년대 들어서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역내
인플레율이 연간 1,000%대를 기록하
는 등 초인플레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은 역내 인플
레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낮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 2001년 이후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관련해 1980년대 당시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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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80년대 중반과 2001년 이후의 차별적 특성
1980년대 중반

2001년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세계 명목GDP 대비)

1.9%

4.0%

고유가 기조의 장기화

-43.7%

172.4%

인플레 압력의 완화

14.1%

3.7%

른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표 5>와
같다.

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
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5차례에 걸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
간 중의 가격 변동성을 보면 1990년
대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
년대 들어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나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
다만, 역사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
승세를 지속하는 기간보다 하락세를
지속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점과
2000년대 들어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그 영향을 상
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
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하
는 경우에 하락세를 지속하는 기간이
상당할 것이며,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
인 급등세가 지속되지 않는 한 - 또는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완만하게 이

4.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관련하
여 1980년대 중반 당시와 공통적인
특성들과 더불어 차별적인 특성들도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IMF의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가
역사적으로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
서 추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나, 가격 변동범위의 상향
추이가 지속된다면 가격 급락의 가능
성도 낮아 보인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수급 측면뿐만 아니
라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기
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그 향방
5)

원자재 가격의 상승기 중 가격 변동성
1970년대 초반

(1971. 11~1974. 2)
22.0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14.2

13.2

주 : 비에너지 상품가격지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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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2000년대

(1977. 9~1980. 1) (1985. 9~1988. 6) (1993. 11~1996. 5) (2001. 10~2005. 12)
8.0

16.3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추이와 대응전략

루어진다면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제한적일 것이다.6)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격 변동의 불
확실성이 예전에 비해 크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가격 상
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원자재 가격
의 강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표 6>

한 시장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전망
치를 상향 조정 내지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점을 늦추는 등 시장 변
화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철금속
가격은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하락
세가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올해에서
2007년으로 늦추어질 것으로 보고 있
다. 국제유가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
2005

2006
평균

최고

최저

2007

구리(달러/톤)

3,684

3,788
(2.8)

4,769
(29.5)

3,000
(-18.6)

3,086
(-18.5)

납(달러/톤)

977

941
(-3.7)

1,102
(12.8)

827
(-15.4)

796
(-15.4)

니켈(달러/톤)

14,783

12,823
(-13.3)

14,661
(-0.8)

10,000
(-32.4)

11,755
(-8.3)

주석(달러/톤)

7,370

6,693
(-9.2)

7,275
(-1.3)

6,001
(-18.6)

6,473
(-3.3)

아연(달러/톤)

1,382

1,735
(25.5)

2,205
(59.6)

1,001
(-27.6)

1,678
(-3.3)

알루미늄(달러/톤)

1,898

2,110
(11.2)

2,425
(27.8)

1,896
(-0.1)

1,938
(-8.2)

WTI

56.5

63.7
(12.7)

76.6
(35.6)

50.8
(-10.2)

-

브렌트

54.5

61.9
(13.5)

74.5
(36.7)

49.3
(-9.6)

-

두바이

49.5

57.3
(15.8)

67.5
(36.4)

47.2
(-4.7)

-

원유
(달러/배럴)

자료 : Reuter; Petronet.
6) 원자재 가격의 상승 지속 기간보다 하락 지속 기간이 더 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Booms
and Slumps in World Commodity Prices'(Cashin et. al,, IMF Working Paper, 1999. 11)를
참조.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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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기보다는 현
재의 수준(배럴당 50달러대 상회)에
서 등락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게 보
고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향방을 가늠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정책당국과
관련 업체들은 시장의 동향과 변화를
면밀히 주시함과 더불어 경제·산업
전반 및 경영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
해 과거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의 변
동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고
는 하지만, 주력산업에 있어서 그 영
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및 경영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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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구입 및 조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하고, 각 업체들이 동종
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공동 조달에
나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한다. 지난 2004년에 마련한 원자
재 가격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
로 운영해 나가되, 단기적인 운용보다
는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 및 보완해 나감으로써 원자재
시장 및 가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기업들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지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
히 유지하도록 하고, 가격 변동에 대
해서는 환율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이
용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의 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