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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시장 전망 - 컨테이너 vs 건화물 : 2022 년 2 분기 업데이트 

이대진, 수석연구원(이사),  S&P Global Market Intellignce, Daejin.Lee@spglobal.com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인 6 월 초 Capesize 운임은 크게 하락하여 소형 선박의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임이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운임선물시장(FFA ) 또는 선박 용선 시장의 

많은 롱 포지션 플레이어는 FFA 시장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커버하거나 즉시 가용 화물을 확보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더 많은 하방 압력을 촉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리 

및 FFA 가 주도하는 단기 움직임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수급 균형이 결국 시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는 제한된 공급과 안정적인 무역 성장으로 건화물 운임이 향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화물 수요 증가율은 2021 년 2.2%에서 2022 년 0.2%로 

감소하고 2023 년 1.7%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화물 선대 성장율은 2021 년의 3.4%와 

비교하여 2022 년 2.8%, 2023 년 2.2%, 2023 년 2.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S&P Global Commodities at Sea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 화물 선적량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구로 향하는 공선선박의 증가는 유럽의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한 몇 몇 무역제재가 3 분기 중순에 시작되기 전까지 러시아로부터의 안정적인 화물 

수송이 유지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러시아의 석탄 수입 금지의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안정적인 백홀 운임을 지속적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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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백홀 항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노선 중 하나이며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은 

컨테이너 시장의 강세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화물에 대한 대체 교체 수요로 백홀 운임이 높은 운임 

수준으로 유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높은 컨테이너 운임으로 일반 화물선과 소형 벌크선의 일부가 

상업적으로 컨테이너 무역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분석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즉, 크레인이 장착된 소형 

벌크선(Supramax, Handysize)과 비슷한 터미널과 화물을 공유하던 일반 화물선(다목적선)이 컨테이너선 

운임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컨테이너 연계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 중 

일부분은 일반 화물(브레이크벌크/MPV/HL)로, 컨테이너나 일반 화물선에서 주로 운송하는 마이너 벌크 

화물은 기어드 벌크 화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다.  또한 일반 화물선이 컨테이너 관련 화물을 주로 

운송하게 됨에 따라 소형 벌크선의 마이너 벌크 항로에서 일반 화물선과의 경쟁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수요 증가와 공급의 감소는 벌크선의 백홀 운송 비율과 그에 따른 운임을 훨씬 더 

상승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1 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022 년 3 분기 후반부터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하방 

리스크로 인하여 연말로 갈수록 시장 움직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국내 석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1 년 3 분기 운임 강세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중국 본토 석탄 수입 수요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석탄 생산 및 수입 시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관련 규제 완화의 결과로 다음 분기에 작년 

만큼의 항만체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팬데믹이후 소비패턴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세계 경제 성장율 둔화로 컨테이너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3 분기의 성수기가 끝나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계 

컨테이너 무역량은 2021 년 전년대비 9.3%라는 폭발적인 증가에서 2022 년에는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전년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컨테이너 화물 수입량은 2021 년 

전년대비 13.0% 증가에서 1.3%증가로 크게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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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S&P Global  Freight Rate Forecast 운임 예측 모델은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이전 유럽발 

재고 확충 수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강세와 계절적 선적량 회복으로 3 분기 초 BDI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가 2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에 

따른 주요 공급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본토의 석탄 생산량 확대와 경제 성장율 약화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의 하락세가 예상됨에 따라 2022 년 하반기 전체 평균으로 봤을때는 전년 대비 약 20~30% 하락하여 

2,500~3,000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역시 2022 년 하반기 평균 컨테이너 박스(FEU)당 $6,000-7,000 로 작년 같은 기간 컨테이너 

박스(FEU)당 평균 $9,000-10,000 과 비교해서 20-30% 하락 조정에 직면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따른 컨테이너 무역량의 둔화와 신조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코로나 19 규제 완화에 따른 체선 완화에 따른 선복 공급량 증가 등이 하반기의 주요 운임 

하락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또 다른 봉쇄 조치가 일어나거나 예상보다 약한 경제 부양책으로 인한 더딘 경제 성장세가 

현재 전망치에 대한 주요 하락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으며 반면 제한된 내륙 및 항만 설비로 인하여 체선이 

증가하거나 중국 본토의 석탄 생산량 부족 및 소비량 증가에 따른 석탄 수입량이 강세를 보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 발표 및 흑해항의 빠른 수출 재개는 현재 예측치의 주요한 

상승 리스크 요인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문 원본 보고서(12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OWNLOAD THE FULL REPORT FOR DEEPER ANALYSIS COVERING STEEL, IRON ORE, COAL, GRAIN, AN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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