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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GSCI 지수는 2021년 상반기에 31.4% 상승하며 15.2% 오른 S&P 500® 지수보다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S&P GSCI 지수는 2020년 4월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많은 지역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대유행 이전 고점을 웃돌며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러 원자재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지원도 산업용 원자재 가격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달 동안에는 순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원자재를 지지해 온 인플레이션 거래가 다소 매력을 잃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림 1: S&P GSCI 지수 및 구성종목의 2021 년 상반기과 2020 년 전체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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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GSCI Petroleum 지수는 2021 년 첫 6 개월 동안 49.0%라는 놀라운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 정상화를 위한 최종적인 노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많은 주요 

시장에서 나타난 강력한 회복세가 인상적인 공급 원칙과 결합되면서 가격 회복을 정당화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OPEC+ 동맹 내 의견 불일치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교착상태는 광범위한 

공급 협정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산업용 금속 가격은 올해 첫 몇 개월 동안 급등한 후 중국 규제당국이 국내 상품시장의 투기를 억제하려는 시도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1년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산업용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과 중국의 전략적 금속 비축량 방출 계획은 6월 

금속 리플레이션 양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S&P GSCI Industrial Metals 지수는 연초 이후 

19.5% 상승으로 6월을 마감했습니다. 

 

귀금속 중에서 특히 금은 올해 상반기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 긴축정책 속도를 높이면서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거래를 재고하게 되면서 S&P GSCI Gold 지수는 6 월 말까지 7.0%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 점도 금 가격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S&P GSCI Agriculture 지수는 보합세로 마감했지만 연초 이후 19.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코아를 제외하고 S&P 

GSCI Agriculture 하위지수의 모든 구성종목은 전반기를 긍정적으로 마감했는데, 그 중에서 옥수수가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S&P GSCI Corn 지수는 연초 이후 38.9%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의 수개월 상승은 전세계 

옥수수 공급 급감에서 비롯했습니다. 6월 마지막 날 미국 농무부는 미국 농부들이 예상보다 적은 면적에 옥수수를 

파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P GSCI Livestock 지수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7.5% 상승했습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이후 돼지 

사육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된 가운데 S&P GSCI Lean Hogs 지수가 11.3% 하락했지만 6월 중 

돼지고기 선물 가격에서 다소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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