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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WTI와 브렌트유, 오만유의 세 
종류가 원유의 주요 가격지표로 
부상했으며 이들 모두 지리적 및 
품질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위의 세 가지 원유 
가운데 전세계 대다수의 해상운송 
원유 가격을 결정하며 동양/서양 
및 저유황/고유황 스프레드 시에 
주로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오만유를 중점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오만유 배경 

 
오만유(Oman Blend)는 지난 10년간 
두바이유를 대신하여 중동 및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기준으로 이용되며 거래되어 
온 중질유입니다.  

 
오만유는 수에즈운하 동쪽에서 
생산된 원유 중 현물 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원유 계약입니다. DME의 
오만유 계약이 출시된 시기는 
2007년입니다. 오만유는 지표로 
이용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두바이유의 생산량은 일 5만 배럴  
이하로 감소 했습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은 아시아 
고객에 대한 공시판매가격(OSP)에 
50:50(두바이유:오만유)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오만유가 두바이유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시아로 
수출되는 중동산 원유의 대다수는 
오만유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만유는 
수에즈운하 동쪽 지역의 정유사와 
원유 생산업체 및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지표입니다. 

 
현재 오만유 생산량은 수출용 원유 
일 80만 배럴을 포함하여 하루 약 
95만  배럴에  이릅니다.    오만유는  

전량이  거래 가능하며 목적지국에 
대한 어떠한 수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일부 중동 산유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제한규정 하에서 
원유수출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수출 원유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갖게 
될 수 있으나 해당 원유의 재판매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기준 유가로는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두바이유 가격은 두바이와 오만 및 
어퍼자쿰(Upper Zakum) 원유의 
현물인수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2014년 3월 중순 현재 금년의 
두바이유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친 
인도분은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95% 이상이 오만유였습니다. 

 
오만유 거래 

 
오만유의 대부분은 2007년 오만 
정부가 공시판매가격으로 DME 
결제를 채택함에 따라 DME를 
통해 거래됩니다. 오만유는 비록 
실제로 현물인도를 받는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긴 해도 WTI와 
유사한 현물인수도 선물 계약으로 
1천배럴 단위로 거래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오만유의 
절반에서 2/3까지가 DME를 통해 
인도되지만 오만유는 재판매 및 
병행 수송 시장 상에서의 거래가 
자유로우며 이는 두바이유 스왑에 
대한 차액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오만유는 아시아 정유사가 거의 
전량을 소비하며 드물게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경우 아주 가끔씩 
지중해 지역으로 수출되곤 했지만 
이마저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 증가가 추세화함에 
따라 점점 과거지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배경 

 
선적일 확정 브렌트 현물(Dated 
Brent)은   1980 년대   중반    북해산  

고급 벤치마크로 부상한 저유황 
경질유로서 플래츠 (Platts), 
아르구스(Argus), ICIS-LOR과 같은 
가격평가 전문기관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브렌트유 시장은 로이터, 블룸버그, 
다우존스와 같은 주요 금융정보 
제공업체에서도 시세 산정 및 공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브렌트유가 유럽  

 

 
 
 

유가의 지표종목으로서 갖는 중요한 
입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선적일 확정 브렌트 현물(Dated 
Brent)이란 용어는 북해 지역에서의 
원유 현물거래를 대표하며 생산량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쳤습니다. 

 

애초에 거래기간은 7~15일이었고 그 
덕분에 ‘15-day Brent’(15일 브렌트 
선도거래)라 불렸습니다. 그 후 
거래기간이 꽤 늘어난 25일로 
바뀌었으며 북해지역의 생산량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최근접 외부지역의 원유 추가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벤치마크의 구성은 이미 
수 차례 변경되어 현재 브렌트와 
포티스(Forties), 오스버그(Oseberg), 
에코피스크(Ekofisk) 등 일명 BFOE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가지 유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브렌트 현물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벤치마크 북해산 브렌트유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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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유 거래 

 
최근 몇 년간 선적일 확정 브렌트 
현물과 관련 상품(예: 현물 
BFOE)의 가격은 네 가지 BFOE 유종 
중 가격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또는 가장 저렴한 포티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에 오스버그와 에코피스크 
유종에 대하여 이른바 ‘품질 
프리미엄’이 추가되면서 이 두 
가지 유종은 BFOE 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었지만 연관성이 
더욱 큰 포티스가 여전히 핵심 
브렌트/BFOE 유종입니다.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포티스와 
에코피스크는 단연코 연관성이 
가장 높습니다.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는 두 
차례의 실패 후 마침내 1988년 
성공적인 브렌트유 선물계약을 
출시했습니다. 

 
그 후 미국의 국제상품거래소(ICE) 
가 IPE를 인수하여 브렌트유를 
주력 원유상품으로 삼았습니다. 
CME 역시 2012년에 NYMEX 
브렌트 계약에 뒤이어 브렌트유/ 
오만유 스프레드 계약을 출시 
했습니다. (오른쪽 박스 참조) 

 
브렌트유 선물은 역월 만기보다 
15일 앞선 현물 BFOE의 
만기일거래에 대하여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브렌트유/오만유 스프레드 

 
브렌트유와 오만유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두 유종의 
경제성 모두 전세계 원유 수급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요소와 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다만 
브렌트유 의 경우 유전 유지보수, 
특히 예정에 없던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원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또한 중국 및 한국행 
포티스 유종에서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포티스 차익거래와 리비아산 

 
 
 
 
 
 
 
 
 
 
 
 
 
 
 
 
 
 
 
 
 
원유 수출은 브렌트유/오만유 
스프레드 결정시의 주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브렌트유/오만유 스프레드는 
2013년도 평균 배럴당 약 
$2.80으로 전년도의 $1.95보다 
높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월평균가격 기준 $1.00~$4.50 내에 
있었습니다. 

 
2014년 1/4분기의 브렌트유/ 
오만유 스프레드 범위는 배럴당 
$3.20~$3.60이었는데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은 북해산 포티스 
원유의 통상적인 아시아 공급과 
더불어 중동산 원유 공급량의 
소폭 증가 및 아시아 정유사의 
부진한 마진 때문입니다. 

 
브렌트유는 국제적 벤치마크로서 
지위를 굳히면서 유동성도 더 
높아지며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시장선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시리아의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해 여름, 브렌트유와 오만유 
모두 급등하였으나  브렌트유가 더 

빠르게 올라 스프레드를 배럴당 
$3 이상으로 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과 같은 시기에  
 
 
 
 
 
 
 
 
 
 
 
 
 
 
 
 
 
 
 
 
 
리비아에서 또 다시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수출량이 감소했습니다. 
리비아산 원유는 저유황경질유라 
품질 면에서 북해산에 가깝기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CME 글로벡스 상에서 브렌트유/ 
오만유 스프레드 거래 

 
거래비용 절감 – CME의 브렌트 
상품 전산매매시 거래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증거금 절감 – CME/DME 상품간 
증거금 상쇄는 상당한 수준. 

 
편리한 거래 – 글로벡스 상의 
브렌트유/오만유 스프레드 
거래는 양쪽 시장 모두 동일한 
매매시스템 상에 있으므로 
레깅(Legging)의 리스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브렌트유 & 오만유 월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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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아시아 포티스 차익거래 

 
2013년과 2014년 1/4분기의 
브렌트유/오만유 스프레드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오만유에 대한 
브렌트유의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기간은 서로 유사한 유형을 
보였는데 배럴당 $2~2.50의 
상대적으로 좁은 스프레드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리한 
수송요율 등 적절한 여건만 
주어지면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티스 유종은 북해에서 선적되기 
때문에 벤치마크 브렌트유는 
북해산 주력 유종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오만유에 비하여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연안의 기상조건이 양호한 
여름철에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북해 유전의 유지보수와 
같은 계절적 요인 또한 브렌트유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쳐  
브렌트유/ 오만유 스프레드는 
보통 여름철에 증가합니다. 

 
포티스 유종의 대 아시아 공급이 
적은 여름철이 지난 후 유럽의 
저조했던 정유마진은 2013년 
4/4분기에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유시장 전반의 
침체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은 
비교적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한·EU FTA 체결에 따라  
유럽산 원유에 대하여 3%의 
관세가 면제된 데 힘입어 
2012년과 2013년에 아시아행 
포티스의 주요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아시아의 
포티스유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자 중국이 공급 다변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최대의 

해상 원유 수입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벤치마크 브렌트 
현물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송유관   및    해상   수입   

 
 
 
 
 
 
 
 
 
 
 
 
 
 
 
 
 
 
 
 
 
 
모두를 포함하여 여전히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지만 미국의 
셰일오일 혁신에 의해 새로운 
교역 패턴이 생겨났고 결국 
셰일오일에 자리를 빼앗긴 원유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서아프리카 등지의 
원유가 새로운 수입처를 물색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정유사가 가장 
적합한 타겟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일일 평균 수입량을 5년전 
1백만 배럴에서 2014년에는 무려 
20만 배럴까지 삭감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원유는 점차 아시아 
시장을 향하게 되었고 동양과 
서양 간의 가격결정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앙골라는 서아프리카 주요 신흥 
산유국으로 부상하여 미국 내 
생산량 급증과 유럽의 수요 
감소에  따라  아시아의  소비자 쪽 

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앙골라의 전체 일일 
수출량 150만 배럴 중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대만, 인도,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론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 패턴은 성장할 것이고 
브렌트유와 오만유 가격 간의 
연관성은 주요 원유 스프레드로서 
모든 거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주 지역의 
대 아시아 원유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WTI/오만유 스프레드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렌트유 vs. 오만유 월평균 

스프레드 



 

선물 
인사이트 브렌트유-오만유 스프레드 

DME 소개 

DME (두바이 상품거래소)는 중동 
제일의 국제적인 에너지 선물 및 
상품 거래소입니다. DME는 원유 
생산업체와 트레이더 및 수에즈 
운하 동쪽 시장의 소비자들을 위해 
투명한 원유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DME는 2007년 설립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여 글로벌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오만유 선물계약’(DME Oman)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에즈운하 동쪽 
시장의 가장 신뢰할만한 원유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DME Oman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잘 반영하는 
세계 최대의 현물인수도 원유 
선물계약으로서 세계 3위의 원유 
벤치마크이자 오만·두바이산 
원유에 대한 유일한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DME는 100% 전자거래 시장이며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주요 
금융중심지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관할당국이 시장참여를 허용 
하였습니다.  DME는 아랍에미리트 
(UAE)내 금융 서비스 촉진을 위한 
금융자유구역인 두바이 국제금융 
센터(DIFC)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ME는 두바이금융 
감독청(DFSA)의 규제 하에 있으며 
DME 상의 모든 거래는 
CME청산소를 통해 청산되고 
보장을 받습니다. 

기타 

모든 기록 경신 

미결제약정 기록: 24,750 로트 (2013.11.27) 
거래량 기록: 14,282 (2014. 2.26) 

전체 DME ADV 기록: 10,764 (2014. 2) 

윈도우 거래량 기록: 6,511 (2014. 2. 26) 

현물인수도 기록: 16,770 (2013. 6) 2013. 8월물 

DME는 두바이홀딩(Dubai Holding) 
과 오만투자기금(Oman Investment 
Fund) 및 CME그룹의 합작자회사 
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 
스탠리, 쉘, 비톨, 콩코드에너지 등 
글로벌 금융기관 및 에너지 거래 
기업 또한 DME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Dubai Mercantile Exchange 
P.O. Box  66500 
Building 2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전화: +971 4 365 5500 
팩스: +971 4 365 5599 

www.dubaimerc.com 

최신 소식은 저희 트위터를 
팔로우하십시오.  
www.twitter.com/DubaiMercantile 

지분구조 

두바이홀딩 

오만투자기금 

CME Group 

http://www.dubaimerc.com/
http://www.twitter.com/DubaiMercantile
http://www.twitter.com/DubaiMercantile
http://www.cmegroup.com/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