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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다 고물가�고유

가�고금리의  ‘3고(高)’ 현상까지 겹치

면서 전 세계 경기가 둔화하자 철강 산

업도 타격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1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

∼6월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은 3천

383만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

520만t)에 비해 3.9% 감소했다.

상반기 월평균 생산량도 564만t으로 

작년(587t)보다 20만t 넘게 줄었다.

조강 수출량은 상반기에 21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35만t)보다 40.8%나 

감소했다.

지난해 철강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연간 조강 생산량은 코로

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7천만t 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생산량

은 7천만t을 밑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조강 생산량은 2017년 7천100

만t,  2018년 7천250만t,  2019년 7천

140만t으로 3년 연속 7천만t을 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6천71

만t에 그쳤다. 지난해 자동차, 조선, 건

설 등 주요 전방산업이 살아나면서 연

간 조강 생산량은 7천42만t까지 늘었

다.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자

국내 환경 정책 강화에 따라 생산량을 

감축한 영향도 작용했다.

철강 생산량이 줄었지만 수요도 함께 

줄면서 지난 6월 기준 열간압연강재 재

고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2%나 늘어

난 407만6천t에 달했다.

열연강판 재고도 1년 전보다 2배 가

까이 많은 173만t까지 늘었고, 냉연강

판 재고는 69만t으로 작년보다 29.2% 

증가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제품의 유

통 가격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철강

제품의 주 연료인 유연탄(원료탄) 가격

은 올해 3월 t당 670달러까지 치솟았다

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223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5개월 만에 66.7%나 

하락한 것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3월 159.79달러

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속해서 하락

해 지난 12일 기준 109.9달러까지 내렸

다.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자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열연강

판의 국내 유통 가격은 올해 5월  t당 

138만원 수준에서 이달 기준 102만원

까지 내렸다.

기초 건설자재로 쓰이는 철근(10㎜ 

기준) 가격도 지난 5월 110만원 수준에

서 이달 92만원대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는 국내 철강업

계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

작하면서 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

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분석

을 보면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영업이

익 전망치는 1조6천48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1%나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됐다.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는 작년보다 33.4% 줄어든 5천502억

원, 동국제강은 48.4% 감소한 1천540

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철강업계는 자

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고 완성차 업계와 하반기 협상을 이

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조강 생산량 3.9% 감소…철강업계 빨간불 

국내 라면업계의 대표 주자인 농심

와 삼양식품 간 희비가 엇갈렸다.

농심은 원룟값 상승에 따라  24년 

만에 국내 사업에서 영업손실을 냈지

만 삼양식품은 수출 호조로 사상 최

대 매출 실적을 거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2분

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증가했고, 매출

은 2천553억원으로 73% 늘었다.

2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치로, 삼양식품은 이에 대해 “불닭볶

음면 수출이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1천833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전날 

SBS 예능 ‘식자회담’에 출연해 불닭

볶음면의 인기 요인을 직접 언급하기

도 했다. 김 부회장은 “그룹 방탄소년

단(BTS)을 좋아한다. 감사하게도 멤

버 중에서 지민님이 불닭면을 즐겨 

먹는 모습을 올려주셔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민은 그동안 라이브 방송 등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었고, 눈물을 글썽이면

서도 끝까지 먹는 모습이 화제가 돼 세

계적으로 불닭볶음면을 먹는 ‘챌린지’

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

반면 농심의 경우 2분기 매출은 7

천5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7% 증가했으나 원재룟값 상승 등

의 여파로 영업이익은  43억원에 그

쳐 무려 75.4%나 감소했다.

해외법인을 제외한 국내 실적만 보

면 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농심

이 국내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

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국내에서는 신라면, 너구리, 새우깡 

등 주력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했고 미

국과 중국 등 해외법인은 현지 시장을 

확대해 매출이 20.3%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면류는 매출이 지난

해 동기보다 13.8% 증가한 6천780

억원이었고 스낵은 12.5% 늘어난 1

천8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경

영비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줄

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지난해 가장 많이 리콜 조처된 품목

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는 불

법�불량 제품 단속에서도 가장 많이 적

발됐다. 이어 아동용 섬유제품과 일반

조명기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구 등

의 순으로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용품과 생

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해 5천516건의 

안전성 조사가 실시됐고 자발적 리콜을 

포함해 296건의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완구가 17.2%인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구 다음으로

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입는 옷이나 신발�가방�이불 등의 아동

용 섬유제품이 33건으로 2번째로 많이 

리콜됐고 이어 일반조명기구(20건), 어

린이용 가죽제품(18건), 가구(17건) 등

의 순이었다. 또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옷�기저귀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15

건), 학용품(14건), 어린이용 안경테(9

건), 유아용�아동용을 제외한 가정용 

섬유제품(8건), 직류 전원장치(7건) 등

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완구는 최근 수년간 계속 리콜 조치 

대상 1위였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2019

년부터 3년 연속 2위에 올랐다.

완구는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서도 1

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제품 미

인증�미표시 등의 불법�불량 제품 적발 

건수 7천542건 중 완구가 2천950건으

로 39.1%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그

다음은 유아용 섬유제품(622건), 전지

(615건), 아동용 섬유제품(569건), 기

타 어린이 제품(417건), 헬스 기구(337

건), 전기 헬스 기구(223건), 유모차

(170건), 어린이용 놀이기구(126건), 

일반조명기구(84건) 등의 순이었다.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은 생산�수입업

체가 많고 상당수가 소규모다 보니 품

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

이 적지 않았다.  채정민 기자

작년 리콜 1위 품목은 ‘완구’

소규모 업체 많아 품질 관리 미흡 삼양, 사상 최대 실적…“BTS 덕분이에요”  

라면업계 두 회사 희비 엇갈려 지민 ‘불닭면’ 즐겨먹는 모습 노출 

세계팬 챌린지 열풍 수출 110%↑

농심은 원재룟값 상승에 직격탄 

24년만에 국내 사업서 영업손실 

글로벌 경기 위축 속 실적 경고  

주연료 유연탄`철광석값↓ 

철강제품 가격 도미노 하락 

수요 줄어들며 재고도 쌓여

3분기부터 수익성 악화될듯

삼양 불닭볶음면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 라이트’, ‘쿠퍼스 프
리미엄’ 등 일부 제품에 대해 9월 1일 가격을 인상한

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유제품 판매대.  연합뉴스

“야쿠르트 가격도 오르네”

<올해 1~6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