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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aster   원자재 시장    알루미늄

재고량 최저 … 알루미늄 ‘파이낸싱 딜’ 꿈틀
보 보중에보 장보비싼보것은보룵싙일까.보

슿보 값 보 장보높 만보혹~3년보전만보
해 보일반인에게는보생 한보로듐 란보
류보값 보 보높았다.보기 스볬 보호북택북

년보비틀스보멤버보폴보매카 니 보싨 상보최
대보앨 보판매보기록을보세운보것을보 기보
위해보로듐으로보만든보음반을보준보일 보
다.보호북세기보중반에는보 나보로듐볕다보알
루미늄 보 보비쌌다.
미 보 싱턴DC에 보 장보눈에보띄는보

기념물은보 싱턴기념탑 다.보 싱턴DC
의보대표 보건 물보중보 나인보링컨보기념관
과보마주볕고보 다.보호북태3년보마틴보루터보킹보
룝 보링컨보기념관에 보‘나는보꿈 보
다(도보have보a보dream)’는보 명한보연설을보

할보때보아마 보 싱턴보기념탑을보 볕면
보 을보것 다.보높 보호태북m로보세계에 보
장보높은보 보기념물 보 강암으로보돼보
다는보 실은보많은보 람 보알고보 다.보

그러나보꼭대기 보알루미늄으로보싸싧보
다는보것을보아는보 람은보 물다.보호부부4년보
보탑 보3택년보만에보완공됐을보때보미 보정

볫 보그보끝을보알루미늄으로보한보 는보
당쉅보알루미늄 보세상에 보 장보비싼보

싚기보때문 다.보불과보혹년보뒤인보호부부태
년보전기분해를보통한보알루미늄보용해 의보
견으로보대량생산 보 해 기보전까
보말 다.보 후보알루미늄보 은보택년보만

에보㎏당보호혹00 러에 보400 러로덕보50년
보 나 는보50센 까 보 다.보 싱

턴기념탑의보완공 보몇보년만보 어졌다면보
꼭대기는보아마 보 으로보덮싲을보것 다.보
알루미늄은보값 보싸 면 보캔에 보 동
보 체에까 보 용되는보등보인류에게보

장보 랑 는보 보중보 나 보됐다.
알루미늄보 보5년보전에는보많은보

람을보당황쉅키기 보 다.보일반 으로보쉅
장에 는보수 보공 볕다보많으면보값 보
올 간다.보그러나보당쉅보알루미늄은보생산
보수 를보훨씬보초과 음에 보 보

등 다.보실제로보원 재보쉅장을보전뢭 기보
장보힘든보대상은보 리와보알루미늄보같은보

비철 다.보 는보 한보거래보방쉆보
때문에보나타나는보현상 다.
세계에 보비철 보 장보많 보거래

되는보쉅장은보런던 거래 (L유E)다.보
곳은보뉴 거래 보등보다른보쉅장과보다른보

한보거래방쉆을보취 고보 다.보대표
인보것 보L유E의보프롬프 보데 (맞r망m맞있보
da작)다.보 는보현 과보비철 보실물 보
교환되는보날을보의미한다.보L유E에는보다
른보거래 보월보단위로보거래를보마감 는보
대신보아주보촘촘한보선물들 보존재한다.보

현물거래는보거래일볫터보두보번째보싳싗일
보프롬프 보데 보된다.보또보3개월볫터보

태개월까 는보매주보수 일 보프롬프 보데
보되는보주보단위보선물 보존재한다.보택개

월볫터는보매 보세보번째보수 일 보프롬프
보데 인보월보단위보선물 보존재 는보쉆

다.보L유E보거래는보호부태북년보수에즈보운 보
개통됨에보따 보칠 보등보남미의보 리덕보인

쉅아보등 의보주 보싳 에보
는보데보걸리는보쉅간 보3개월 기보때문에보3
개월보뒤보인 는보상품으로보거래를보쉅
다는보설 보 다.
그런데보프롬프 보데 에보실제로보거래
보완료됐다보해 보 매 보실물을보인
기까 는보L유E의보‘일일반출량제한’보
치보때문에보상당한보쉅일 보걸린다는보문

제 보 다.보최근에는보제 보개선으로보상당
히보빨 졌다.보불과보수년보전만보해 보L유E
의보대표 보창고인보디 로 의보 우보400
일 보넘게보걸리기 보 다.보따 보수 보대
비보공 보많은보공 초과보상황에 보값
은보상승 는보현상 보나타나게보된다.

런보현상 보나타나게보된보싳향은보주로보
‘파 낸싱보딜(financing보deal)’보때문
싚다.보파 낸싱보딜 란보실물을보담볕로보대
출 는보것을보말한다.보예를보들어보알루미늄보
실물을보 진보싗체 보알루미늄을보L유E보
창고에보 어보매 포 션을보걸고덕보 를보
담볕로보 융기관에 보대출을보 아보개

비용을보충당한다.보 를보위해보필 한보 건
보 로보콘탱고(c망n있ang망)와보 리덕보

렴한보창고비용 다.보콘탱고란보 까운보쉅
기에보인 보예정인보선물보값 보먼보쉅기에보
인 될보선물보값볕다보낮은보상 를보말한다.보
쉅간 보갈수록보값 보떨어 는보원 재를보
창고에보룶 둘보 람은보싘으니보일견보당연
한보현상 다.보 를보‘정상쉅장’ 고 보
볫른다.보그보반대보현상 보일어나는보 우
를보 데 션(bac익warda있i망n) 고보
볫른다.보파싗보등으로보쉅장에보공 보문제
보생 을보때보물량보 볕를보위해보현물보
보상승 는보 우를보말한다.

파 낸싱보딜의보쉅 은보혹00부년보 융위
기로보거슬러보올 간다.보 융위기보 후보
풍볫한보 러 동성과보 리를보등에보싗
은보투 은 들 보콘탱코와보 렴한보창고
비용을보 용해보파 낸싱보딜을보쉅 다.보
를보 끈보것은보독P룜간덕보골 만 스덕보그

렌코어덕보 피규 다.보 들은보창고싗체
를보 보 고보 다는보 징 보 다.보
따 보 들에게보창고비용은보문제 보아
니싚다.보문제는보 런보파 낸싱보딜을보

면보일정보쉅 (주로보반기보 은보연간보
단위)에보투기 보세 보 진보매 포 션
을보빌 와슿( 로 )보한다는보 다.보
로보 보 로 으로보인해보단기 으로보
데 션 보심해졌다.보 는보수 과는보거의보
상관 보싘다고보볼보수보 다.보그러나보
은보상승 게보된다.보실제로보당쉅보L유E보창
고의보알루미늄보재고보중보부0혁보 상 보파
낸싱보딜에보룷싧보 어보실제보 용할보수보
는보양은보제한 싚다.
혹0호3년보 후보L유E를보비롯한보관계기관

들 보L유E보쉅장에 보알루미늄을보인
는보기간을보단 기보위해보많은보노 을보
고보 다.보 들보투 은 의보창고보 를보

제한 는보제 보만들싚다.보 런보노 으
로보알루미늄보쉅장에 보파 낸싱보딜은보많
보감 다.보그러나보룜든보일에는보볫 용
보따르기보마련 다.보최근보알루미늄보값 보

면 보알루미늄보제련싗체의보주보수
원 던보프리미싖까 보 면 보

들보싗체 보폐싗보등보어 움을보 고보 다.보
따 보쉅장의보알루미늄보공 보물량에보
질 보 을보수 보 다.보L유E보쉅장의보재고
량 보싨대보최 보수준 다.보싧기다보브 쉅
(싳 의보 럽연

합보탈퇴)보싳향으로보
미 보등보주 의보

리보기 는보상
당기간보 어질보전
뢭 다.보파 낸싱보
딜 보다쉅보불거질보

짐 보나타나고보
다.보 문용주  글로벌마켓포커스  대표 

가격 하 에 제련社 잇단 폐업 

알루미늄 공  차질 가능성

2013년 이후 줄어든 파이낸싱 딜

저 리 기조에 다  늘어나면

알루미늄값  등 불보듯

 BIZ School

“합천서 만든 양파즙·양파 면
  aT 주선으로 뿌듯한 기부했죠”

보“ 남보합천에 보재 한보양파로보만든보
면과보 을보볖 단체에보기볫 면 보 외
계층의보볖 보수준을보높 는보데보일 게보
돼보뿌듯합니다.”
장문철보합천 통보대표는보혹호일보“평 보

농쉆품보 통기싗을보 싳 며보 공헌
활동을보 고보싶싚는데보한 농수산쉆품

통공 (aT) 보 은보기 를보마련해줬
다”며보 같 보고마 다.
aT 보기싗과보볖 쉅설을보연계 는보
공헌보프로그램을보신설해보 평 고보

다.보aT는보산 보농쉆품 통교 원에 보
임 원 보쉆품외쉆덕보마케팅덕보CEO보유B보
보등보 종보교 과정을보수료한보3호개보기싗과보
노인덕보장애인덕보아동덕보다문 보관련보호0개보볖
단체로보 성된보‘aT보회OOD 림보 볖

나눔단’을보 난보5월호호일보 다.보싗룵
협싀을보맺은보기싗들은보쉅중에보내다보팔보
수보 는보신선쉆품과보 공쉆품을보3개월
에보한보번슟보 기보수원쉅에보 는보호0개보단
체에보 로보전 한다.
기볫보품룝은보돼 고기보 고기보 골

수보햄보떡볗 보단감떡보계란보물김치보과일보절
임 보등보태혹개에보 한다.보보 난보태월보북개보
품룝 보 송된보데보 어보택월에 보부개보품룝
보공 됐다.보보보보김재수보aT보 장은보“ 번보프

로그램을보aT의보대표 인보 공헌활동
으로보 전쉅키겠다”며보“보참싧보기싗체보수
를보호00개로보늘 보 보많은보볖 단체 보혜
을보볼보수보 록보보 겠다”고보말 다.보 
  최승욱  특집기 부장보 swchoi@hankyung.com 

보한 제신문보교 전문볫 인보한 아
카데미는보올 른보인성교 과보볫룜교
을보위해보볫룜교 인성 보혹 보민간

증보취 을보위한보온 인보교 과정을보
개설합니다.보‘볫룜교 보인성 보혹 보

증보대비반’은보교 볫터보 쉅험까
보온 인으로보진 합니다.보교 보내용

은보진로·볫룜·인성교 을보전문으로보
는보강 와보 녀보인성교 에보관심 보많은보
볫룜덕보교 보관련보종 에보초 을보뢮췄
습니다.

●강좌명:보볫룜교 보인성 보혹 보
증보대비반

야수강신청:보수쉅보온 인보 수

●교 기간:보태0일(온 인보교 보북3 쉅덕보

35쉅간)
야교 내용:보볫룜보 아보 해덕보청 년보
해덕보감정코칭덕보볫룜보 녀보커뮤니케 션덕보
나눔보인성교 보등
야수강료:보4부만원
야수료증:보온 인보교 과정보부0혁보 상보
습 에게보수싧
야제2  자격 험:보부월호~3일
야자격증:보쉅험 수보태0 보 상보 에
게보수싧
야특전:보 증보취 보쉅보강 보 천보제 보
운싳
야문의 및 접수:보(0혹)호부33-북택호0보또는보볫
룜교 인성 보홈페 (www.
h익b잉m망.c망m)보참
  주최보:보 아카데미보

부모교 인성지도사 온 인 강좌
모 십 니 다

<실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참여기업= 양쉆품(최싳철)보강
진 강 (윤 현)보계성양계싳농
합(싖현 )보 농협(볫인 )보

노은정미 (장광용)보다원쉆품(
철재)보대 햄( 쉆)보대상 통
싳농 합(주성용)보대한푸 (김볫
수)보산할아버 농장(김현인)보진
천삼채싳농 합(김선싳)보 림농
장(현명순)보 수원본 숯불갈비
( 볖 )보 김과보나눔(손 우)보송
림푸 (한병 )보 오 스(양명
희)보어룡농원( 상열)보에 치에
스슞(류순정)보에 케 룵싨(김볖
현)보예그린쉆품(장길웅)보 정쉆품
(정주 )보제일싳농 합(정홍진)보
제주 연쉆품(신상진)보창원생과
방(남순 )보충남해외농싗 원개
( 우창)보코스 임( 운희)보토

담쉆품( 재 )보팜앤피아( 용
분)보푸 팩토리(최만수)보푸릇푸
릇(주선 )보합천 통(장문철)

aT 농 품 통교 원  원들이  난 6월10일 
경기 수원  장안구에 있는 바다의 별  업재활
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aT  제공

<농수산 품 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