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비철금속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국가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원

자재이다. 전 세계 비철금속 시장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

로 성장하여 2017년 기준 402조 원 규모에 달하였으며

(KONMA, 2019),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차

세대 자동차, 이차전지, 사물인터넷 등의 신산업 등장은 비

철금속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PPS, 

2020). 일례로 2025년의 니켈 수요는 2020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4.1%을 보이며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MOTIE, 2020), 2018년 기준 알루미늄 수요는 2010년 대

비 약 57% 증가하였다(Forbes, 2019). 이처럼 비철금속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은 경제 ‧

안보에 중요한 필수 광물 자원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광물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MOTIE, 2020). 국내에서도 조

달청이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을 전략물자로 관

리하고 있으며, 자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원자재 파동과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기술 ‧ 원료 등 기술진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및 가격 변

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19년 9월 기준 

월 평균가격이 17,673($/t)이었던 니켈 가격은 단 세 달 만

에 22%가 감소하며 상당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였

다.1)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

서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은 단순히 가격변동에만 머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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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uses the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model to examine the dynamic effects of global supply and 

demand shocks on commodity prices. For this, annual data from 1945 to 2019 of the global GDP, world production, and real prices of 

six nonferrous metals (copper, aluminum, lead, zinc, nickel, and tin) were used. The nonferrous metals exhibited different responses to 

supply, demand, and commodity-specific demand shocks. However, in bot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historical decomposition 

analysis, the prices of all metals were mainly driven by demand shocks rather than supply shocks.

Key words : Nonferrous metal, Mineral Commodity Markets, Structural VAR, Historical decomposition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원자재 수급의 변동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45년부터 2019년까지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주석 등 LME 시장이 지정한 6대 비철금

속의 세계 생산량 및 가격, 세계 GDP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 공급, 상품별 수요 충격이 가격에 미친 영향

은 비철금속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반응분석과 역사적요인분해 분석 결과 6개 비철금속 가격 모두 공급 

충격보다 수요 충격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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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가격에 대한 예측

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철금속 국제가

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재의 국제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

한다(Stuermer, 2018; Ehrlich, 2018; Kilian, 2009; Kilian 

and Lee, 2014; Jacks and Stuermer, 2020). Stuermer(2018)

와 Ehrlich(2018)는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비철금

속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우선, Stuermer(2018)는 1840년부터 2014년까지 구

리, 납, 주석, 아연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원자재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광물자원의 가격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hrlich(2018)는 1867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니켈 공

급량 및 수요량이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

며, 시기에 따라 니켈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세기에는 공급 요인

이 니켈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20세기부터는 수

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acks and 

Stuermer(2020)의 연구에서도 곡물과 광물, 연질 상품 모

두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더 높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Kilian(2009)

과 Kilian and Lee(2014)는 석유 수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으며, 비철금속(Stuermer, 2018)과 마찬가

지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앞서 언급한 수급 요인뿐 아니

라 금리(Hyun and Kim, 2018), 인플레이션(Shin et al., 

2007), 환율(Akram, 2009), 투기 거래(Kim, 2016) 등 다양

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글로벌 수요 및 공급

이 6대 주요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대 주요 비철금

속은 산업 중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 등의 주요 원자

재로 쓰이는 기초 금속을 칭하며, 산업 부문 중에서도 제조

업과 제련, 가공업은 산업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

야라고 할 수 있다(Oh and Kim, 2013). 특히 알루미늄은 최

근 수송 부문에서의 연비규제로 인한 차량 경량화 소재로

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Ehrlich(2018)나 

Stuermer(2018)와 같이 비철금속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들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있

다. 더불어 본 연구는 150년 동안의 가격변동을 분석한 이

전 연구들보다 짧은 기간을 살펴본 대신 2019년까지의 최

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변동 영향 요인도 함께 고려하였다.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실물 수요 및 투자 증가로 인해 주석, 니켈, 구

리의 가격이 상당한 변동성을 갖고 증감을 지속했다는 점

을 감안하면 최근의 가격변동을 포함한 분석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비철금속의 가격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세계 비철금속 생산량, 세계 수요량 및 비철금속의 가

격으로 구성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추정식의 

구조는 Kilian(2009)과 Stuermer(2018), Ehrlich(2018) 등

의 모형을 참고하였으며, 식 (1)과 같은 구조 방정식을 설정

하였다. 




 (1)

단, 
  이고, ′

 이다. 는 n개의 내

생변수로 이루어진 벡터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변수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3×1) 벡터이다. 이 식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부과하지 않은 

축약형(Reduced Form) VAR을 통해 계수를 추정한 후 구

조적 모형을 복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식 (1)의 양변에 계

수 행렬 의 역행렬 
을 곱하면 식 (2)와 같은 축약형 

VAR 모형을 구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조 방정식의 오차항 벡터 와 

축약형의 오차항 벡터  사이에는 식 (3)과 같은 관계가 성

립함을 알 수 있다. 


  (3)

B 행렬에 단기제약(short-run restriction)을 부여하고 축

약형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의 계수와 오차

항의 벡터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비철금속 

수요 → 세계 비철금속 생산 → 비철금속 가격으로 이어지

는 인과관계를 가정하여 제약을 부여하였다. 즉, 비철금속 

수요량 변수가 가장 외생적이며, 원자재의 생산(공급)은 수

요량에,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수급 조건 모두에 영

향을 받는 구조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은 식 (4)

과 같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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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식별 가정을 전제로 SVAR 모형

을 추정하였으며,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및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과

거 및 현재 발생한 구조적 충격이 비철금속의 가격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실증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45년부터 2019년 사이의 6종

의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주석)의 국제 

생산량 및 수요량, 그리고 국제 원자재 실질가격이다. 비철

금속의 생산량과 실질가격은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의 자료2)를 이용하였다. 

비철금속 수요량의 경우 1945년부터의 글로벌 자료를 확

보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Feenstra et al.(2015)과 IEA

로부터 얻은 세계 실질 GDP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GDP 대신 OECD 경기지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해

2) https://www.usgs.gov/centers/nmic/historical-statistics-miner

al-and-material-commodities-united-states, accessed 2020.

08.03

당 지수는 원자재 수요 증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

흥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Kim, 

2016). 반면 GDP는 광물 자원 수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

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변동을 분석한 이전 연구에서도 세

계 GDP를 글로벌 수요량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Ehrlich, 2018; Stuermer, 2018). 생산량 및 실질가격은 월

별 데이터인 반면 세계 GDP는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모든 변수를 연간 데이터로 통일한 후, 전기 대비 로

그 차분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은 6개 주요 

비철금속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었다.

Fig. 1과 Fig. 2는 1945년부터 2019년까지의 6대 비철금

속의 가격 및 공급 추이를 나타낸다.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켈과 주석 가격은 다른 광물 가격 대비 큰 변동성

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철금속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원가격을 유지하는 추이를 보여

주는데, 이는 광물의 가격변동이 수급에 의해 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Fig. 2는 모든 광물의 생산량이 

194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는 점

을 보여준다. 특히, 알루미늄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대비 2019년 알루미

늄의 생산량은 약 2.6배에 달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상승은 

알루미늄의 생산자 다변화(Nappi, 2013)로 인한 것이며,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ix Non-ferrous Metals

Variables
Real price 

(U$/metric ton)

Global Production 

(1000 metric tons)

Copper
Mean (Std. Dev.) 5,337 (1,670) 8,918 (5,424)

(Min, Max) (2,200, 9,430) (1,780, 20,400)

Aluminum
Mean (Std. Dev.) 3,258 (959) 19,261 (17,063)

(Min, Max) (1,584, 5,093) (790, 64,000)

Nickel
Mean (Std. Dev.) 14,489 (5,741) 938 (695)

(Min, Max) (6,732, 42,521) (123, 2,790)

Lead
Mean (Std. Dev.) 2,119 (685) 3,132 (951)

(Min, Max) (927, 3,914) (1,030, 5,440)

Zinc
Mean (Std. Dev.) 2,331 (607) 6,683 (3,417)

(Min, Max) (1,122, 4,115) (1,440, 13,300)

Tin
Mean (Std. Dev.) 22,599 (9,940) 211 (48)

(Min, Max) (8,484, 53,785) (88, 318)

Note: The US CPI(Consumer Price Index) is used to convert nominal price into real price. 

Sourc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2019



6대 주요 비철금속의 국제시장가격 변동요인 구조벡터회귀분석

제57권 제4호

355

그동안 알루미늄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의 실

질 가격이 하락한 원인으로 해석된다(Fig. 1).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비철금속의 가격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세계 비철금속 생산량과 수요량, 그리고 가격으로 구성된 

3변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Hamilton 

and Herrera(2004) 등에 따르면 분석대상과 관련하여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혹은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검정을 통해 적

합한 시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련 정보를 가

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연간 데이터의 경우, lag-1 혹은 lag-2 모형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lag-2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을 수행하였다. 충격반응 분석은 하나의 구

조적 교란항이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증가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비철금속 가격의 반응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 속도, 방향과 같은 동태적 

파급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철금속의 가격변동

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

에서 분석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은 

글로벌 경제회복 혹은 수요자의 소비성향 변화로 인하여 

비철금속의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변동은 지정학적 

요인 등에 의한 공급 차질, 급격한 기술진보 등으로 인하여 

국제 비철금속 생산량이 변화함에 따라, 비철금속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철금속의 가격변동

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및 환율 혹은 투기와 같

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상품별 수요 충격으로 보았다. 

Fig. 3부터 Fig. 5는 수요, 공급 및 상품별 수요 충격에 대

Fig 1. Real Prices of Six Nonferrous Metals.

Fig 2. Global Production of Six Nonferrous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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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개의 비철금속 가격의 충격 반응 분석 결과를 보여준

다. 우선, 비철금속의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발생 전과 비교

하여 비철금속 가격이 최대 0.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그리고 공급 충격에 따른 비철금속의 가격변

동은 0.1 수준으로 앞서 보았던 수요 충격보다 가격에 대한 

공급 충격의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는 

광물 자원의 탐사 ‧ 개발 ‧ 생산과 관련한 기술진보에 따라 안

정적인 자원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더불

어 Fig. 3와 Fig. 4를 보면, 주석과 니켈의 경우 수요 및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변동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리나 아

연과 달리 공급 충격 발생 직후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우선 주석과 니

Fig 3. Response of Commodity Price to Demand Shock.

Fig 4. Response of Commodity Price to Supply Shock.

Fig 5. Response of Commodity Price to Commodity-specific Demand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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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은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희소금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요 및 공급 충

격으로 인한 가격 급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

부터 2019년까지 6대 비철금속 중 가장 큰 가격변동을 보

인 광물은 주석과 니켈이다(Fig. 1). 그리고 희소금속은 수

요 및 공급 특성이 일반금속과 상이하여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Fig. 4에서 공급 충격이 주석과 니켈의 가격변동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수

급 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향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별 

수요 충격은 비철금속 가격변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종합하면, 수요와 공급, 상품별 수요 요인의 구조적 충격

이 비철금속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철금속의 종류에 따

라서 영향의 크기와 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체로 충격 발생 이후 약 6-7년이 지나면 충격 효과가 0으

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uermer(2018)와 

Ehrlich(2018)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서도 수요 충격이 공급 충격보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컸

으며, 인플레이션, 환율, 투기, 재고 등으로 인한 상품별 수

요 충격이 비철금속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철금속 시장의 수요 혹은 공급 요인

보다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환경, 시

장의 투기 수요 또는 재고량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충격 반응 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비

철금속 가격에 대한 역사적 요인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6, Fig. 7, Fig. 8은 각각 1947년과 2019년까지의 수요, 

공급, 상품별 수요 충격이 6개 비철금속 가격변동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6개 비철금속은 수요 충격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특히, 1973년 1차 석유 파

동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수요 충격은 6개 비

철금속 가격 모두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 충격이 비철금속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살펴본 수요 충격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Fig 6. Cumulative Effect of Demand Shock on Commodity Price.

Fig 7. Cumulative Effect of Supply Shock on Commodity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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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7). 그러나 니켈의 경우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변

동성이 1970년대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 주요 니켈 생산국이었던 캐나다의 노동파업으로 

인하여 공급 충격이 견인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특정 국

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는 니켈의 수요가 증가함(Kamilli 

et al., 2017)에 따라 공급 충격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Fig. 8에서 보여주는 모든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상품별 수요 충격은 수요 및 공급 충격보다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켈과 주석의 경우 가격에 

대한 상품별 수요 충격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기간이 존

재하였다. 니켈 가격에 대한 상품별 수요 충격의 영향력은 

1980년대 이전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대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일본 등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증가한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니켈 가격변동의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석의 경우, 전체 

기간 중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품별 수요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로 이 기간은 세계 가장 큰 주석 시장인 LME가 주석 거래

를 중단하고 시장을 폐쇄했던 기간이다(McFadden, 1986; 

Kestenbaum, 1991). 이는 분석 기간 동안 주석 가격의 변동

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상품별 수요 충격인 것으로 사료된다.

역사적 요인분해 결과를 종합하면, 수요 충격이 공급 충

격보다 비철금속 가격변동에 더 큰 영향을 제공하였다. 이

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기술

진보로 인하여 안정적인 자원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급 충격이 확대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광물 시장에서 생산자의 영

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   론 

비철금속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 전기 등 전방산업

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

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팬데믹 이후 경기 반등으로 일부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미국과 중국

의 무역 분쟁 등에 의한 비철금속의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

에 따른 가격 하락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비철금

속의 수요 및 공급이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VAR 모형을 활용하여 비철금

속의 수급 요인이 비철금속 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45년부터 2019년

까지의 세계 GDP와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주석 

등 6개 비철금속의 생산량과 국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비철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충격반응 분

석의 방향은 동일한 반면, 크기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역사적 분해 결과에 따르면 6개 비철금속은 대체로 공

급 요인보다 수요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광물 자원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발달로 인하여, 2019년 기준 구리 5위, 니켈 4위 등 

높은 소비국 순위 차지하고 있다(World Bank, 2020). 4차 

산업혁명 물결로 신산업이 등장하고 소재의 경량화가 진행

됨에 따라 비철금속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는 상황에서 국내 비철금속 산업계의 역량이 중요해질 전

망이다. 그러나 비철금속 수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

며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일본, 중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며, 기초 통계자료만 구축되

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원자재 수급의 

Fig 8. Cumulative Effect of Commodity-specific Demand Shock 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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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철금속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연구

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철금속 국

제 수요량 및 공급량이 국제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철금

속 가격은 공급 요인보다 수요 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변동

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수요 충격에 대

비하여 비철금속 가격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 대책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재고 관리 등의 장기

적인 대응 방안을 통한 안정적인 광물 자원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알루미늄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광물자원을 포함한 6대 비철금속 가격을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

석한 알루미늄은 최근 10년 간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힘입

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경량화 등의 이

슈가 부각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알루미

늄 가격변동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알루미늄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함으

로써, 최근의 비철금속 가격변동을 포함한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에 변동을 주는 요인으로 

글로벌 생산량 및 수요량을 설정하였으며, 추가로 수급 효

과로 설명되지 않은 변동요인을 가격으로 설명하고자 하였

다. 개별 원자재 가격은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재고, 투기 

거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된다. 특히, 재고는 수급 

영향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제한 등의 문제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

서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재고와 환율 등 다양한 변수

들을 반영한 심화된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량을 글로벌 

GD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광물자원별 세계 각

국의 수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중국의 수요가 원자재 가격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

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Wang and Wang, 2019; 

Roache, 2012),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의 수요를 분리하여 

실제 중국의 수요가 국제 비철금속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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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본 연구에서는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식별제약을 설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A-1. Estimation Results of SVAR Matrix

a11 a21 a22 a31 a32 a33

Copper
11.3913***

(0.9427)

-6.5779***

(1.4401)

-6.2001***

(1.6228)

0.0568***

(0.0419)

0.0435

(0.5943)

4.4314***

(0.3667)

Aluminum
11.5245***

(0.9538)

-5.0046***

(1.4109)

-10.5618***

(1.7107)

0.4769***

(0.0395)

-0.0891

(0.0563)

3.9057***

(0.3232)

Nickel
11.5036***

(0.9520)

-4.3812***

(1.3944)

-2.9191**

(1.4609)

0.4354***

(0.0360)

-0.0435

(0.0511)

1.3387***

(0.1108)

Lead
11.5049***

(0.9522)

-5.0071***

(1.4089)

-5.4660***

(1.5366)

0.3826***

(0.0316)

-0.0006

(0.0448)

2.7192***

(0.2550)

Zinc
11.3914***

(0.9428)

-3.9608***

(1.3729)

-4.9831***

(1.4706)

0.3759***

(0.0311)

0.0104

(0.0440)

3.6590***

(0.3028)

Tin
11.3457***

(0.9389)

-4.6594***

(1.3828)

-5.3866***

(1.5032)

0.5357***

(0.0443)

-0.0591

(0.0629)

1.8486***

(0.1529)

Notes: ***, **, *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10% levels,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