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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무 및 주요 사업 현황1

$171.5bn 
그룹 매출(십억 달러) 

2.2bn 
오일 및 석유 제품
총 거래량(십억 배럴)

3,001건
유손 선적 및 용선 성약

$54.2bn

총 자산(십억 달러)

19.9mmt 
금속 총 거래량(백만 톤)

1,172건 
건조 선적 및 용선 성약

1 Trafigura의 회계 연도 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2 백만 톤 단위
3 2019년 9월 30일 기준 그룹사 직원 합계는 8,822명(Trafigura 4,613명 및 Nyrstar 4,209명)입니다.

$59.7bn 
총 금융 라인(십억 달러)

77.3mmt 
광물 총 거래량(백만 톤)

8,822명 
직원3

Trafigura Group Pte. Ltd. 및 Trafigura Group Pte. Ltd.가 직간접적으로 투자물을 소유하는 회사는 분리된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본 출판물에서는 편의상 종합적인 표현으로 ‘Trafigura’, ‘Trafigura 그룹’, ‘회사’ 및 ‘그룹’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이들 회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Trafigura 그룹 회사를 언급하는 경우에 ‘당사’ 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정 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룹사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trafigura.com/2019AR)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trafigura.com/financials/2019-the-year-in-review/


선진적 무역
글로벌 무역을 통해 세상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부가 확대되고 공동의 이익이 구축
되며 상호 신뢰가 쌓이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무역
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Trafigura는 책임감 있는 무역을 사명으로 삼고 원산
지에서 수요지까지 원활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도
록 인프라, 기술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이상 고객과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고 있는 Trafigura는 선진화된 무역을 
통해 번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trafigura.com

개요 

04  한 눈에 살펴보기
06  Trafigura가 하는 일
08  책임 있는 무역
10  오일 및 석유 제품
12  금속 및 광물
14  전기 및 재생 에너지

Trafigura에서 가치를 더하는 방법 

16  Trafigura에서 가치를 더하는 방법
18  글로벌 사업 범위 및 규모
20  엔드 투 엔드 서비스
22  재무 건전성 및 전문성
24  물류 및 인프라
26  산업 자산 및 투자
30  전략적 제휴
34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협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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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11개
사무소

1,954명의
직원

유럽

15개
사무소

2,084명의
직원

중동

3개
사무소

37명의
직원

아프리카

8개
사무소

319명의
직원

중남미

26개
사무소

2,298명의
직원

아시아 및 호주

17개
사무소

2,130명의
직원

Trafigura 한 눈에 살펴보기
Trafigura의 핵심 사업은 실물 거래 및 물류입니다.  
Trafigura의 탄탄한 자산 및 투자를 토대로 이러한 활동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80개 
사무소

41개

국가

8,822명의 
직원

무역 활동

단일 업체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세분화
된 시장에서 Trafigura는 오일 및 석유 제품 
거래량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
다. 
Trafigura는 오일 및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체 중 글로벌 입지가 탄탄하며 전체 
주요 시장을 광범위하게 점유하고 있는 소
수의 업체 중 한 곳입니다.

2.2bn

(총 거래량, 십억 배럴)

2.22019

2.12018

1.92017

오일 및 석유 제품

Trafigura의 선적 및 용선 부서는 Trafigura의 
사업 모델을 엄격히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상품 거래 팀에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
부적으로는 전문 시장에서 화물을 거래하
고 있습니다. 아테네, 제네바, 휴스턴, 몬테
비데오, 싱가포르 등의 허브 사무소를 기반
으로 운영 중이며, 모든 선박운항 업무는 아
테네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4,173건
(유손 및 건조 성약)

4,1732019

4,1902018

4,1512017

선적 및 용선

97.2mmt

(총 거래량, 백만 톤)

97.22019

95.92018

69.92017

금속 및 광물

Trafigura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속 및 광물 
거래 업체 중 하나입니다. Trafigura는 광산 
업체 및 제련소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
결하고 Impala Terminals를 통한 물류 투자
로 고객의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개요4



북미

11개
사무소

1,954명의
직원

유럽

15개
사무소

2,084명의
직원

중동

3개
사무소

37명의
직원

아프리카

8개
사무소

319명의
직원

중남미

26개
사무소

2,298명의
직원

아시아 및 호주

17개
사무소

2,130명의
직원

Impala  
Terminals

Impala Terminals는 복합 물류 공
급업체로, 수출 집약적 신흥 시
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구, 항구 터미널, 창고 
및 수송 자산을 보유 및 운영하
고 있습니다.
impalaterminals.com

Trafigura  
Mining Group

Trafigura Mining Group은 채굴 
산업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개
발하고, 기존 및 잠재적 파트너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감사를 실
시합니다.
trafigura.com/mining

Galena  
Asset Management

Galena Asset Management는 실
물 자산 및 사모 펀드 투자를 통
해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대체 투
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alena-invest.com

Nyrstar 

Nyrstar는 아연 및 납에서 업계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국제적
인 다금속 기업입니다.
nyrstar.com

글로벌 입지 및 주요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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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 연결 
Trafigura는 상품 생산업체, 가공업체 및 최종 사용자 
사이에 강한 유대를 형성하여 무역 증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를 조달, 
보관, 혼합 및 운송합니다. 
Trafigura의 통합 실물 거래 및 물류 운영을 통해 전 
제품 범위에 걸쳐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냅니다. 당사는 회사 규모, 보유하고 있는 시장 
지식, 물류 및 인프라를 활용해 실물 거래 당사자인 
생산업체, 가공업체 및 최종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1차 상품
광산, 유전 및 가스정의 생산자로부터 1차(원료)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런 금속에 대한 수요는 주로 
정유 회사, 제련소, 액화 시설 등의 가공업체에서 
발생합니다.

2차 상품
정유 회사, 제련소, 액화 시설, 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2차(가공) 상품의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최종 
사용자로는 국가 기관, 제조업체, 공급 처리 시설, 
발전소, 에너지 소매업체, 건설사 등이 있습니다.

Trafigura의 비전은 원산지에서 수요지까지 원활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며 연결성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번영하는 세상입니다.

What we do

개요6



Source

산유국, 정유 회사, 
광업 회사 및 

제련소와 구매 계약을 
협상합니다. 당사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및 공급업체의 비용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물류 
부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tore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및 타사 
시설에 금속, 광물, 
에너지 및 석유 

제품을 보관합니다.

Blend

당사는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터미널 및 창고에서 
지역, 시장 및 고객 
요구에 맞게 상품을 

블렌딩합니다.

Deliver

당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고급 물류 
사업을 운영합니다. 
바지선, 트럭, 철도, 
파이프라인, 선박을 

통해 상품을 
운반합니다.

1차 
상품

1차 
상품

2차 
상품

2차 
상품

광산 유정

제련소
정유 회사
액화 시설
재생 에너지 

인프라

제련소
정유 회사
액화 시설

공급 처리 시설
제조

에너지 소매업체
건설

시간

공급이 충분할 때 
상품을 보관하고 
수요가 높을 때 

재고를 방출합니다.

형태
고객 요구에 맞는 
품질 또는 등급으로 
상품을 혼합합니다.

공간
원산지에서 

수요지까지 실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상품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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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무역은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사회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사업 및 전 분야에 걸쳐 책임감을  
심고 있습니다.

장기적 부가가치
Trafigura는 다수의 지역에 걸쳐 수백만 톤에 달하는 
자재를 운송합니다. Trafigura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수천 명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rafigura의 문화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Trafigura 직원들은 각자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바탕
으로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Trafigura 그룹은 국
제적인 모범 사례를 충족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품을 시장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공급
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무역의 발전
에 지속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사업으로 인
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
울입니다. 
따라서 그룹 전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일 또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복잡한 여러 가지 사업 및 
금융 위험을 관리합니다. 통합 시스템과 프로세스 덕
분에 일관성 있는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정치적 및 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투명성 및 참여
회사의 책임에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투명성은 재
무 실적 공개부터 여러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실적 개선, 모니터링 및 보
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됩니다. Trafigu-
ra는 사회적으로 점차 변화하는 기대에 맞추어 다방
면으로 사업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품 거래 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기업에서 비교 가능한 종합적이고 보완적인 기준, 원
칙 및 정책을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Trafigura에서는 직간접적 사업 관계를 통해 당사의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 또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핵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여 찾아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의 협력을 통
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Trading 
responsibly

개요8



Source Store Blend Deliver

정부에 대한 납부금 |  
생산 국가의 인구.

악취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

먼지 노출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

지역 사회 동의 | 지역 사회.

선원의 권리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 

고충 해결 메커니즘 이용 | 지역 사회, 직원,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책임감 있는 조달 | 생산 및 소비 국가의 시민.

증기 수집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

위험한 환경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

공중 보건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지역 및 국제 사회.

석유 보관 | 직원, 계약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 사회.

수송 안전 | 
지역 사회, 직원,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건화물 액화 | 
직원 및 계약업체.

테일링 댐 관리 | 지역 사회, 직원 및 계약업체. 

기후 변화 | 국제 사회.

노동 조합 인정 및 노동자 권리 | 직원,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오염 예방 | 지역 사회, 직원,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제품의 영향 | 소비 국가의 시민.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 | 생산 및 소비 국가의 시민.

핵심적 문제 및 영향을 받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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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원유 부서의 탄탄한 기술 
역량 및 자원 덕분에 
변화하는 시장 역학에 
대응하는 민첩성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거래 가능한 오일 
스트림을 장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략적 위치에서 
탱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없이 
다양한 생산업체를 위한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며 
정제소에 맞춤형 수송 
및 전문적인 자금 솔루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3m

가솔린
가솔린 부서는 세계 
최대의 해상 가솔린 
대장을 관리합니다. 
능동적인 시장 지위와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 
대규모 탱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관 공간, 
다운스트림 운영자와의 
전략적 관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글로벌 유통 시스템 
등이 Trafigura의 핵심 
강점입니다.

218m

중간유
Trafigura는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최대 규모의 중간유 
거래처를 관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저유황부터 
고유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간유를 
거래합니다. 중간유 
거래에는 제트 연료,  
디젤 및 경유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글로벌 보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현지 요구에 
맞게 상품을 혼합합니다. 
Trafigura 팀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모든 
고객을 위해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67m

연료유
연료유 거래 부서는 
글로벌 입지, 시장 지식 
및 효율적인 물류를 
결합하여 생산업체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Trafigura 
팀은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 
사업을 구축하고 연료 
시장에서 최종 사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 
및 당사 소유의 보관 
시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혼합 및 운송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185m

나프타
Trafigura는 선도적인 
나프타 무역업체로, 가장 
활발히 요구되는 상품 
및 등급을 공급받고 
보관 및 혼합하여 극동, 
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거래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거래와 
가솔린 및 석유 화학 
제품 세그먼트의 활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장에서 Trafigura가 
지닌 통합 무역 모델의 
장점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143m

2019년 거래량(백만 배럴)

Oil and 
Petroleum 
Products

개요10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부서는 
국제 중간유 팀 내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며, 
화석 연료 기반의 
디젤을 보완하는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로 
바이오디젤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m

LPG
Trafigura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LPG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입지 및 탄탄한 
물류 시스템이 당사의 
무역 활동에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으며, 
당사 소유의 보관 및 
용선 시설을 관리하는 
덕분에 석유 화학 소비자 
및 혼합 업체부터 차량용 
가스 및 휴대용 가스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적합하도록 화물 요구를 
맞출 수 있습니다.

88m

초경질유
Trafigura는 매우 다양한 
등급의 초경질유를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선도적인 국제 초경질유 
무역업체입니다. 당사는 
정제소, 스플리터 및 
석유 화학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층과 더불어 
초경질유의 새로운 
사용 분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3m

LNG
Trafigura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독립적인 LNG 
무역업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 
외에도 미국 등지로부터 
장기 구매처가 확실하여 
비할 데 없는 수준으로 
공급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LNG 인프라 
사업은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용 편익, 
고유연성 및 고모듈성의 
자산으로 고객을 
지원합니다.

116m

천연 가스
미국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천연 가스 부서는 천연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발전 혼합 부문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최대 
규모의 구매업체이며, 
멕시코에서는 최대 규모의 
가스 공급업체입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158m

Trafigura는 오일 및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세계 최대 독자적 
무역업체 중 하나이며 진정한 글로벌 입지와 포괄적인 제품 
라인을 보유한 극소수의 기업 중 한 곳입니다. Trafigura만의 
전문성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 및 보관 역량에 
부합합니다.

2.2bn
오일 및 석유 거래량(십억 배럴)

6.1m
오일 및 석유 제품 일일 거래량(백만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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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금속 및 광물 
무역업체인 Trafigura는 
광부, 제련소 및 정제 
금속 제조업체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매 계약, 
구조화 금융 및 톨링 
모델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다운스트림 아웃렛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97.2mmt 
금속 및 광물 총 거래량(백만 톤)

Metals and 
Minerals

개요12



Iron ore 
Trafigura는 모든 철광석 상품 
및 등급을 거래합니다. 주요 
수출국의 현지 팀과 함께 
Trafigura가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정한 등급의 
재고품을 특정 바이어에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생산업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물자를 공급받고 중소 
광업사를 지원합니다. 중국 
영업팀은 제철소 및 현지 
무역상사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9mmt

Coal
발전용 석탄의 글로벌 구매 
및 판매에 있어 Trafigura
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당사는 혁신적인 
소싱 전략, 운용 및 물류 기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글로벌 
제강업체를 위한 제철용 석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철용 코크스 
및 석유 코크스 부문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9.4mmt

Refined metals
당사에서 거래하는 정제 금속 
대부분. 여기에는 전기동, 조동 
및 동선재,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및 귀금속이 포함됩니다.
Trafigura는 전 세계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금속을 
공급하기 위한 현장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최종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맞추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9.3mmt

구리

아연

납

니켈

코발트

알루미나

구리

아연

납

알루미늄

니켈

귀금속

석탄

발전용 석탄

제철용 코크스

석유 코크스

Concentrates
구리, 아연, 니켈 농축물 
거래뿐 아니라 알루미나 및 
수산화코발트 거래에 있어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리에 따른 양질의 
차익 거래를 통해 고객을 위한 
일관성 있는 공급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양적 성장도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일관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6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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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는 기존 공급망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오늘날의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 동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로 설정한 일련의 전략적 거래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전기 및 재생 에너지 부문
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전기 및 재생 에너지 거래
Trafigura의 전기 및 재생 에너지 거래 부서는 당사의 역
량과 다른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립되
었습니다. 주요 파생 계약을 미국 및 유럽 시장을 중심
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
습니다. 이 활동은 전력 시장에서 판매자와 중간 서비스
에 대한 수요에 따라 늘어나는 실제 거래를 보완하는 역
할을 합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Nala Renewables
Nala Renewables는 Trafigura와 글로벌 IFM 인베스터스 
간의 신생 합작사로서 향후 5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총 2gw급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갖춘 태양열, 풍력 및 전력 
저장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ala Renewables는 이미 진행 중인 250mw급 재생 에너
지 프로젝트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기존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다양한 

Power and 
Renewables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Trafigura 그룹의 광업, 항만 및 제련 인프라 자산에 
인접한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며 생산된 재
생 에너지는 그런 시설들의 동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Nala Renewables는 저희의 투자 자회사인 Galena Asset 
Management의 재생 에너지 펀드(Renewables Fund)를 
통해 Trafigura와 선별된 외부 투자자들에게 재생 에너
지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PASH Global
Trafigura는 부분 소유 중인 재생 에너지 개발사, PASH 
Global을 통해 말리에서 신규 50mw급 태양광 발전 프로
젝트에도 별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PASH Global은 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서, 91,000호 이
상의 가구에 청정한 전기를 공급하고 연간 52,000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것입니다.
광산 및 물류 터미널을 비롯하여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Trafigura 투자 및 소유 자산에서 태양광 발전
패널을 대규모로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금속 가공은 모든 산업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부문입니다. Trafigura의 아연 및 납 제련 사업 계열
사인 Nyrstar는 글로벌 플랜트 네트워크에서 대용량 배
터리와 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Nyrstar250mw 

GRF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2,000mw

2027년까지 목표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GRF)

개요14



는 자체 운영에 사용할 전력과 전력망에 되팔기 위한 잉
여전력을 포함하여 100mw급 이상의 지속 가능 에너지
를 개발함으로써 무역 사업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ashglobal.com

혁신적 재생 에너지 기술 투자 
Trafigura는 수소 발전, 대체 연료, 재생 에너지 저장 기
술, 탄소 활용 등과 같이 초기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혁
신적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벤처 캐피털 펀
드를 설립했습니다.
Trafigura는 이러한 기술을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전문성
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을 지원할 것
입니다.

수소 부문에서의 전략적 요소
Hy2gen
수소, 특히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수소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동안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수소는 중량 대비 밀
도 비율이 커서 오늘날 대부분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있
는 리튬-이온 기반 기술보다 에너지 산업에서의 활용도
가 높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전기 엔진은 내부 연소 엔진보
다 효율이 높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기
술 시장이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또한, 발전 시설이 없는 
광산 운영과 화학 물질 생산에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스타트업 Hy2gen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독
일에 본사를 둔 Hy2gen은 청정 수소 및 수소 기반 e-연
료 생산 플랜트 건설, 운영 및 개발 운영 전문가를 보유
하여 CO2 프리 연료 및 CO2 중립 연료, 저장 솔루션 분야
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플랜트는 캐
나다에 건설 예정이며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남아프
리카 등이 후속 건설지로 선정되었습니다. Hy2gen은 현
재 CO2 배출량 대폭 감소가 어려운 산업과 모빌리티 분
야용 수소 및 e-연료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y2gen.com

에너지 저장에 대한 투자
Quidnet Energy
저탄소 경제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합니다. 수요 패턴 변화에 따른 전기 발전의 증
감에 맞추어 간헐적 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하려
면 효과적인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청정 에너지 기업인 Quidnet Energy에 투자함으로써, 현
존하는 유일한 장기 저장 솔루션인 수력 펌프 저장 방식
의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Quidnet의 
지중 기계식 펌프 저장(GPS) 시스템은 수력 발전의 원리
를 기반으로 합니다. 설명하자면, 고압으로 암반 지대에 
저장할 지하수를 퍼올리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지표
면으로 가져와 발전 터빈을 구동하는 것입니다.

quidnet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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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특별한 서비스 
및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천연 자원 부문의 
글로벌 무역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How we  

add value

Trafigura에서 가치를 더하는 방법16



최종 사용자생산업체

가공업체

Source Store Blend Deliver

Trafigura의 부가 가치

비용 절감

시장 지식
낮는 금융 비용

운영 효율
규모의 경제
인프라 투자
공급망 최적화

위험 관리

가격 위험 헤징
통화 위험 헤징

정치적 및 책임 위험 보험
규정 준수

통합 시스템 및 프로세스
관리 및 책임

시장 진입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화 무역 금융

선불 및 오프테이크 계약

서비스 및 성과 
Trafigura는 700명 이상의 직원을 소유자로 하는 실체가 
있는 독립적인 무역 및 물류 기업입니다. 외부 주주가 없
기 때문에 고객을 우선하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는 변화하는 수요
에 부응할 수 있는 자원과 민첩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 상대는 대부분 각 시장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들이 지정된 상품을 항상 정
시에 인도하도록 돕습니다.
Trafigura는 글로벌 입지, 시장 지식 및 물류 역량을 통해 
한층 더 원활한 무역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며 전 
세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 무역상사인 Trafigura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
고 있으며, 국제 대출 기관으로부터 저비용 펀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 세계에 걸친 운영 위험 및 금융 위
험을 관리합니다. 통합 시스템과 프로세스 덕분에 전 그룹
에 걸쳐 일관성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서비스 및 운영 효
율성이 강조됩니다. 당사는 실제 운송을 간소화 및 단순
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보관 시설, 운송 및 
물류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전략적인 접근법 및 세계 전
역의 리소스가 무역 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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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한가운데서 Trafigura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공기업, 선도적인 다국적 기업 등과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4,000여 건 이상의 운송 성
약 및 3억 8,000만 톤 이상의 상품 거래를 체결합니다.

Trafigura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당사의 무역 활동
을 뒷받침합니다. Trafigura는 6개 대륙, 41개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서 Trafigura 그룹이 보유하

고 있는 지식, 자원 및 지원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
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투자를 함
으로써 복잡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이어 나가
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물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품
을 공급받고 보관, 혼합 및 인도할 수 있습니다.

Trafigura는 글로벌 네트워크, 효율적인 물류 및 비할 데 없는 시장 이해도를 통해 
공급업체와 최종 사용자 간의 탄탄한 연결을 구축합니다.

Global reach  
and scale

4,173건
선적 및 용선 성약

389.2mmt

상품 전체 거래량(백만 톤)

Trafigura에서 가치를 더하는 방법18



전 세계로 미국 원유 운송
텍사스 주 멕시코 만 코퍼스 크리스티 터미널에 있는 
Buckeye Texas Partners에 대한 Trafigura의 독점 통상권 
덕분에 당사는 미국 원유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터미널은 약 700만 배럴에 달하는 액화 석유 제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 단지에는 미국 최대 규모
의 저온 및 압축 LPG 보관 시설, 퍼미안 및 이글포드 셰
일가스 생산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및 초경질유를 공급 
받는 파이프라인, 대부분의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을 수용
할 수 있는 원양 정박지 3곳을 포함하는 5개의 선박 정박
지, 일일 통합 용량이 10만 배럴인 초경질유 스플리터 3
개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미국에서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익성이 높
은 셰일가스 지역 중 한 곳인 이글포드로부터 원유 및 초
경질유를 수송하기 위해 주요 파이프라인 회사와 장기
간에 걸친 합의를 협상했습니다.

Trafigura의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미국 고객으로부터 
전 세계, 가까이로는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부터 멀리
로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무역 당사자에게 배럴을 운송
할 수 있습니다.

trafigura.com/spotlightus

7.3m

코퍼스 크리스티에 
보관 가능한 오일 및 
석유 제품 용량 
(백만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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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afigura Peru는 150여 개 
이상의 중소 및 대규모 페루 
광산에서 구리 농축물을 
구매합니다. Trafigura Peru는 
장기 재무 구조에 합의하고, 
가격 위험에 대한 대비책, 
기술 지원 및 물류 솔루션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고객이 핵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Transport 
Impala Terminals는 광산에서 
항구까지 이어지는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농축물은 트럭과 철도로 
페루 최대의 항구 도시인 
카야오로 운반됩니다.

Store 
Impala Terminals의 카야오 
창고는 광물 수출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혼합 
및 보관 터미널입니다.

Blend 
Impala Terminals는 다수의 
운반물을 혼합하여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과 
수량을 충족시킵니다.

Trafigura는 비상장 기업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
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Trafigura

는 고객과의 관계를 상호 간에 이익이 되도록 굳건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진출하여 기술 자문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
하고 수송을 간소화 및 단순화하는 물류도 고안하고 있
습니다. 또한 최신식 터미널을 통해 규모에 맞게 운영하
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필요 시 언제 어디든 정확한 사
양의 상품을 인도합니다.

페루 광산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구리 농축물 운반

Trafigura는 고객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합니다. 당사 서비스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마다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End-to-e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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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혼합 농축물은 Impala 
Terminals에서 공동 융자한 
2km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Trafigura의 운송 및 용선 
부서의 정박 중인 용선으로 
옮겨집니다.

Ship 
용선이 전 세계 구리 
제련소로 농축물을 
운반합니다.
제련소는 구리 농축물을 
전기동으로 처리 및 
제련합니다.

Source 
Trafigura가 제련소에서 
전기동을 구매합니다.

Deliver 
Trafigura가 국내외 시장에 
전기동을 판매합니다. 구리 
최종 사용자로는 케이블, 
튜브 및 스트립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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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을 위한 
금융 솔루션
상품 생산업체는 선불 구조를 이용하여 유동성
을 확보하고 다양한 금융 파트너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Trafigura는 상품 거래 산업에서 고객에
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사에서는 거래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0일부터 5년까지 50만 달러에서 50억 달
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상품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여러 생산업체의 유
동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rafigura는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를 위해 미래 
상품 생산을 화폐화합니다. 또한 당사는 은행 업
계와의 폭넓은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선불 시설
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신디케이트를 결성합니
다. 당사의 입증된 실적은 상품 생산업체 및 금융 
지원자 모두로부터 협력 관계를 이끌어 냅니다.

상품 파이낸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기 쉬운 선불’ 간행물에서 알아보세요.

commoditiesdemystified.info

PREPAYMENTS  
DEMYSTIFIED 
AN ADDENDUM TO THE  
COMMODITIES DEMYSTIFIED GUIDE

Trafigura는 시장 불안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있는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탄탄한 재정 상태와 인프라 자산을 기반으
로 무역 당사자에게 선불계약, 톨링계약 및 금융솔루션
을 지원합니다. 약 135개 은행과 대출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rafigura의 사업 모델은 회복력과 신중한 위험 관리를 
중요시합니다. 당사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효과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업계 경기에 적응하면서 
거래 상대의 요구 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합니다.

당사는 가격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
여, 운영 및 재정 위험이 복잡하게 엮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135개

거래 은행 수

$59.7bn

총 금융 라인(십억 달러)

알기 쉬운 선불

Financial 
strength an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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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는 능동적으로 통상로를 마련하
고 발전시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인프라 개선에 투자합니다. 
당사는 무역의 발전이라는 단 한 가지 과제를 위해 글로
벌 사업을 세웠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모아 이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인프라 덕분에 고객이 글로벌 시장
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항구, 터미널 
및 물류에 투자하여 실물 거래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
다. 또한 창고 및 보관 시설을 건설하고 트럭과 바지선을 
운항 및 활용하며 선박을 구매/용선하고 광산을 개발하
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현하여 무역 흐
름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Logistics 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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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복합 물류 시설 건설
Impala Terminals가 콜롬비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후, 
640km 길이의 마그달레나 강은 101척의 이중 선체 바지
선이 오일/가스 제품, 컨테이너, 석탄 및 기타 상품을 수
송하며 콜롬비아의 주요 생산지와 소비 중심지를 연결
하며, 카리브 해의 주요 콜롬비아 항구를 드나드는 복합 

물류 회랑 지대로 탈바꿈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지
어진 550,000m2 면적의 바란카베르메하 하항은 원유 및 
나프타 850,000배럴을 보관할 수 있는 통합 허브로서 
강과 육상도로로 내수시장과 연결되어있습니다.

impalaterminals.com

101척

이중 선체 화물 바지선

850,000
바란카베르메하의 원유 
및 나프타 저유조 용량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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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는 공급망을 
능률화하고 간소화시키는 
기업과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Trafigura는 터미널, 보관소, 
생산 및 가공 시설을 구매하고 
건설합니다.

Industrial 
assets and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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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는 Nyrstar 운영 사업의 대주주입니다. 당사는 
최고의 금속 공정 그룹에 경영 지분을 둠으로써 확장하
고 있는 당사의 아연 및 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yrstar는 아연과 납 시장을 선도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연 금속 제련소이며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구매 및 판매 합의를 통해 Trafigura에 대한 공
급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Nyrstar는 탄탄한 마케
팅 입지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rstar.com

Trafigura Mining Group은 채광 작업 관리, 프로젝트 개
발, 기존 및 잠재적 프로젝트 기술 감사 수행 등의 역할
을 하며, 회사의 나머지 부서에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카리브해, 유럽 및 중남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페루 카탈리나 우안카 광산을 운영하고 브라질과 쿠
바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광 사업인 Minas de Aguas Tenidas(MATSA)
는 아부다비에 소재한 투자개발사, Mubadala와 합작 투
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ATSA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남서부 지역의 이베리아 황철석 벨트에서 나는 구리 및 
다금속 광석을 생산합니다.
trafigura.com/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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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 Group의 복합 물류 공급 계열사인 Impala Ter-
minals는 독자적으로 관리되며 수출집약적 신흥 시장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mpala Terminals는 항구, 터
미널, 창고 및 수송 자산을 소유 및 운영하며, 이는 Tra-
figura와 타사 고객 모두에게 건조 및 액체 산적 화물, 
일반 화물 및 컨테이너에 대한 엔드 투 엔드 물류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Impala Terminals는 까다로운 환경과 접근성이 떨어지
는 지역에서 효율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특
화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인프라와 복합 물
류를 결합하여 공급망을 간소화하며 글로벌 거래를 촉
진합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지역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Impala의 물류 솔루션에는 바지선, 트럭, 철도, 
보관소 및 직결 정박지를 아우릅니다. 터미널 중 다수

는 Impala Terminals와 독립 투자 업체의 합작 투자 형
태로 운영됩니다.
Impala Terminal는 IFM Investors와 합작하여 파라과이, 
페루, 멕시코, 스페인 자산과 글로벌 화물 운송 및 물류 
사업체에 투자하고 Impala Terminals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결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Impala 
Terminals의 신규 사업 확대와 타국가로도 진출하고 있
습니다.
Impala Terminals는 전 세계에 걸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연결 고리를 구축하고 원자
재 생산자와 최종 사용자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impalatermin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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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fame는 핀란드의 다금속 기업으로, 핀란드 소트카
모 광산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힙 침출 기
술을 이용해 니켈, 코발트 및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rafigura의 투자 자회사인 Galena Asset Management는 
실물 자산 기회를 확인하고 외부 투자자들이 적절한 구
조를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Galena에서 관
리하는 자산의 약 70%가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옵니다.
Terrafame에서 상당한 지분을 획득한 결과 이 회사에서 
야심 차게 진행하는 투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Trafigura 및 
핀란드 투자사 Sampo Plc의 대출 재원으로 보충됩니다.
2021년 초에 Terrafame는 전기 차량에 배터리 화학 물질
을 공급하는 새로운 생산 플랜트를 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Trafigura의 글로벌 마케팅 전문 기술을 활용하고 
차량 배터리 생산업체에 더 짧고 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이 제공될 것입니다.
galena-invest.com

terrafame.com 

Puma Energy는 탄탄한 인프라 자원이 뒷받침되어 있는 
글로벌 오일 및 석유 제품 유통회사입니다. 5개 대륙의 
46개 국가에서 활발한 운영을 펼치고 있는 이 회사는 
터미널 103개, 공항 84개 및 주유소 2,900개 이상 등 자
사 네트워크를 통해 2,200만m3가 넘는 연료를 관리하
고 있습니다.
Puma Energy는 Trafigura가 투자하는 중요한 다운스트
림 에너지 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나 Trafigura이 가지
고 있는 글로벌 연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시너
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이 회사의 최대 주
주입니다.
Puma Energy 고유의 사업 모델은 국제적 사업 범위 및 
다운스트림 인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
도의 성장 시장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료 공급 
구조를 통합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puma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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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무역 당사자와의 전략적 제휴는 
활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금융 기관이 
Trafigura와 함께 투자하고 산업 
운영자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브라질 철광석 수출
브라질 남동부 해안 지방에 위치한 대표적인 철광석 항
구 시설인 포르투 수데스테는 브라질 국내 철광석 사각 
지대의 광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국제적 관문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부 지역에 위치한 5,000만 
톤 용량의 시설은 Impala Terminals와 Mubadala 투자사
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포르투 수데스테의 복합 물류는 수송 및 규모 효율성
을 통해 독자 운영 광부들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통상

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자 MRS 철도를 통하면 곧
장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에서는 화차 티플러가 객차에서 자동으로 짐을 내립니
다. 거기서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250만 톤 용량의 보관 
시설과 20m 깊이의 계류지로 상품을 옮깁니다. 이 계
류지는 두 케이프사이즈 선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
며 항구-선박 간 수송을 다룰 준비가 된 시간당 12,000
톤 용량의 석탄 선적기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ortosudeste.com

Strategic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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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농축물 채광
Trafigura와 Mubadala Investment Company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Minas de Aguas Tenidas(MATSA) 채광 단지는 
스페인 최대 규모의 채광 산업으로, 연간 440만 톤 이상
의 광물과 구리 농축물을 생산합니다.
MATSA 채광 운영은 스페인의 연안항 우엘바에 위치한 
Impala Terminals의 최신식 물류 및 창고 터미널과 연계
됩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의 건강, 안전 및 환경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 최적화를 통해 MATSA의 국제 구리 채광 산
업은 생산 비용의 손익 분기점이 가장 낮습니다.
matsamining.com

중국 구리 제련
Trafigura는 중국 국내 제련 사업에 대규모 공동 투자를 
시행한 최초의 국제 거래 기업이었습니다.
당사는 중국 남부 해안의 광시 지방에 위치하며 연간 40
만 톤을 생산하는 시설인 최대 규모의 독립형 구리 제련
소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년간의 통
상 협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Trafigura는 현재 농축물의 
30%를 공급하며 구리 생산량의 30%를 발주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업적 협력은 두 회사에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져다줍니다. 최대 주주인 진촨 그룹은 중국에서 세 번
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구리 생산업체입니다. 중국 북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그룹은 
국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rafigura의 글
로벌 네트워크 및 무역 전문성을 통해 국제적 공급업체
를 이용하고, 다양한 자본 조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
니다.
jinchuan-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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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오일 정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정유회사의 지분을 24.5% 
보유하고 있는 Trafigur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
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Rosneft를 포함하여 UCP Investment Group

과의 투자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Nayara Energy(구 Essar 
Oil Limited)의 지분을 49% 확보하였으며, 여기에는 연
간 2,000만 톤을 처리하는 초대형 정유소, 세계 최고 수
준의 보관 및 수출입 시설, 인도 전역에 걸친 5,000개 이
상의 주유소와 다양한 최종 단계에 있는 2,700개 이상의 
판매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Nayara Energy의 정유 시설은 인도 서부 해안의 바디나
르에 있어, 극동의 주요 수요지로 가는 항로에 전략적으
로 자리하고 있고 중동 생산지와 가깝습니다.

이 정유소의 완전히 통합된 인프라에는 파이프라인, 탱
크 시설 및 자사 소유의 전용 발전소 외에도 철도, 도로 
및 바다를 통한 복합 운송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ayaraenergy.com

국제 벙커링 서비스
TFG Marine은 2020년에 해양 연료 공급 및 조달 합작 
투자사로 설립되었습니다. TFG Marine을 공동 소유하는 
Trafigura, Frontline 및 Golden Ocean은 각 분야에서 시장
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상품 거래 및 운송에서 상
호 보완적 강점을 보유합니다.

이 세 기업의 해양 연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700여 대의 
자사 선박 및 임대 선박이 필요합니다. TFG Marine은 이
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반을 닦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연
료 조달 및 공급 협력체로 부상하였으며, 전 세계 주요 벙
커링 허브 항구에서 상당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TFG Marine은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무
역의 전문성과 해양 연료 공급 인프라 및 물류 시설을 결
합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적인 입지를 빠르게 넓
혀가고 있습니다. 영국 해협, 남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싱가포르, 카리브해 및 중남미 지역에 벙커링 사업을 위
한 기반을 갖추었고 아시아, 유럽 및 미주 지역에서의 추
가적인 개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tfg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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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아프리카 및 스페인의 운송 및 물류
Impala Terminals와 IFM Investors는 50:50으로 투자하여 
멕시코, 스페인, 페루에서 농축물 터미널 인프라 네트워
크를 소유 및 운영하는 합작 투자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물류 사업은 국제 시장에서 구리, 납, 아연의 이동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합작 투자사에는 파라과이의 
하천 사업, 그리고 스위스를 기반에 두고 Trafigura와 타사 
고객에게 아프리카 구리 벨트에서 국제적인 화물 수송 및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경험이 매우 풍부한 인프라 투자사인 IFM Investors는 
Trafigura Group에는 매우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합작 투
자사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무역 흐름에 도움을 주는 새
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ifminvestors.com

역외 심해 항구를 통해 텍사스산 미국 원유 수출
Trafigura는 2020년 3월부터 Phillips 66과 협력하여 텍사
스에 원유 수출을 위한 역외 심해 항구를 건설하고 있습
니다. 50:50 합작 투자로 탄생한 Bluewater Texas는 Tra-
figura가 원유 수출 및 판매 기업으로서 미국 시장에서 차
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와 Phillips 66의 상업적 전문성, 운
영 경험, 기존 인프라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합니다. 원유 
수출을 위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을 완전히 수용
할 수 있는 단일 지점 계선 부표 2개로 구성되는 Phillps 
66의 건설 프로젝트가 허가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bwtxtermi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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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
글로벌 거래의 주요 조정자로써 Trafigura

는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부가 지속 가
능한 개발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Trafigura는 운영하는 국가의 천
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개함으로
써, 해당 국가의 주민들에게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2014년 Trafigura가 채굴 산업 투명성 
운동기구(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

cy Initiative, EITI) 지원을 선언한 최초의 독
자적 상품 거래 기업이 되었던 동기 부여 
요인이었습니다. EITI는 전 세계적으로 솔
직하고 책임 있는 천연 자원 관리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EITI 표준 
이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EITI의 미션을 발전시키고 국제
적으로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EITI 이사회에 참여
한 최초의 상품 무역 기업이 되었습니다. 
Trafigura 또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국제 공개 기준을 도
입하는 등 글로벌 상품 거래의 투명성 확
장에 있어 EITI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
니다.

당사의 사업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상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당사의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문제 해결에 앞장 서는 
산업 조직 및 비영리 조직과 협업합니다.

Social- 
impact
collab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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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의  
책임감 있는 공급 발전
소비자와 사회는 상품 무역 회사들이 책
임감 있게 제품을 공급해주기를 기대합
니다. 일부 무역 업체는 대규모 생산업체
와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존중하
고 안전 기준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공급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품 거래로 
생계를 꾸리는 수많은 소규모 생산자는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책임감 있는 
공급이라는 목표를 보다 철저하게 달성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영세 광부들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에 Trafigura는 콩고민주공화
국에 소재한 주요 채굴 및 가공 기업인 
Chemaf와 3년에 걸친 수산화코발트 판
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hemaf의 제
품은 기계로 운영되는 대규모 사업과 무
토시 영업 구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 채
광(ASM) 협력 사업에서 모두 생산됩니
다. 당사는 국제적으로 이름 높은 NGO인 
Pact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을 
감독하고 Trafigura의 기준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 거래 및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
법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당사가 얻은 노
하우를 공유합니다. 이는 소규모 생산자
의 권리와 작업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시
장에서 직접적인 지분을 제공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해양 무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
해양 산업은 국제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
한 동인입니다. 해상 운송은 가장 효율적
인 형태의 수송 방식이지만, 먼 거리를 이
동하고 다량의 화물을 적재해야 하기 때
문에 상당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제 온실 가스 배출량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rafigura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경제 개
발과 인간의 건강에 이익이 되는 국제 해
양 무역을 지향하는 Global Maritime Fo-
rum(GMF)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탄소 과세, 선속 감속 규제 
등과 같이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조
치를 지지합니다. GMF의 Getting to Zero 
Coalition 창립 회원으로서 2030년까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로 탄소 배출 
선박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해양 운송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이해 및 최소화
국제적인 화물 이동은 매년 더욱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CO2 배
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제한하고 1.5°C 미만으로 낮
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준수
하기 위해서는 운송 산업의 급격한 탈탄
소화가 필요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Smart Freight Centre(SFC)는 민간 부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SFC는 기업에서 공급망 내 
탄소 배출의 영향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육로, 철도, 해양, 
항공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서 탄소 
배출량 계산과 보고를 조화시키기 위한 
Global Logistics Emissions Council(GLEC)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Trafigura는 2018년에 이 GLEC 프레임워
크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물류망 전
체에서 GLEC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공급망의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아 
스마트 운송 리더(Smart Freight Leader)
로 선정되었습니다.
업계 전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Trafigura Foundation을 통해 GLEC 프레
임워크를 ISO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공급 도구를 개발하고, 과학에 기반한 목
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로드맵
을 설계하고, 벌크 수송 가이드라인을 설
정하는 등의 새로운 SFC 프로젝트를 후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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