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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 "수급균형"에서 "공급부족"으로 이행
세계 에너지 시장은 6월 이후 상승분 대부분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
후 상승분은 대략 원유 배럴 당 $16, 가솔린 
(RBOB) 갤론 당 $0.55, 초저유황경유 갤론 
당 $0.56 정도입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미국 
원유생산량 거의 2백만 배럴이 시장에 나오
고 주요 산유국들은 감산으로 이를 상쇄하여 
대응하였는데 최소한 2018년 6월까지는 감
산이 유지될 것입니다. 세계 원유시장의 그러
한 수급균형의 놀라운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
의 일일 원유 수출은 180만 배럴에 달하고 있
는데 OPEC의 감산량이 지난 2년간의 미국의 
생산 증가분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깨고 세계 원유시장을 더욱 압
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적 성장세의 점
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성장에 
상응하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확인되었는데 
중국, 인도 및 세계 시장에서 통상 잘 드러나
지 않는 지역들의 원유 수입 증가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원유시장이 수급의 "균형"에서 공급의 "부족"
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가적인 증거로 미국 에
너지정보청 (EIA)의 주간 재고량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12월 13일자 보고에 따르면 원
유 재고량은 1년 전에 비하여 4천만 배럴이 
감소하였으며 가솔린 재고량은 360만 배럴이 
적고, 증류유는 2,780만 배럴이 적고, 초저유
황경유는 2,040만 배럴이 적습니다. 더욱 놀
라운 것은 증류유가 금년 난방철이 예년보다
도 기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소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라니냐 때문에 북미의 "
추운" 겨울을 예상하여 석유 시세의 강세를 
가져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http://www.hightower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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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노리는 등의 매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로는 에너지정보청에서 미국
의 11월 원유 생산이 사상최대치인 하루 
970만 배럴에 달하여 2017년 생산량 증
가 추이를 갈아 치우며 2018년 생산량 
추계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에너지정보청은 현재 2018년 미국의 원
유 생산량이 하루 78만 배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이전의 하루 72만 배
럴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수정하
였습니다.) 

중기 전망으로는, 현재 원유 및 난방유의 
가격은 비싼 상태로서, 연말까지 조정을 
통하여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
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8년 1
분기 시세 전망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산
유국들은 합의된 감축목표에 대한 강력
한 준수를 보여 왔으며 세계의 주요 원유 
소비국들은 새로 시장에 등장한 미국의 
원유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보여 왔습니
다. 미국의 원유 수출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 원유 수출 선적량이 석유제품 수출 선
적량을 초과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OPEC나 다른 세계 원유 생산국
들의 수출시장을 명확히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국들은 시장점유율
을 일부 내어 주고 대신 원유 가격이 더 
높아진 것에 만족해 하는 듯합니다.

단기 전망
시세는 7월의 바닥에서 회복하여 세계 
원유시장이 정말로 단순히 균형 상태
를 넘어서서 "공급부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7.50선에서 답보 중입니다. 원유 시장
은 투기 동력 상당부분을 소진하여 연말
에는 포지션 조정을 위한 시세 조정이 예
상됩니다. 최근의 대량포지션 보유자 통
계에 따르면 일반 기업을 제외한 거래자
들과 보고 의무가 없는 거래자들을 합한 
순 롱 포지션이 639,757계약으로 신기록
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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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는 발행일 현재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독립적
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특정 선물 계약 및 관련 상품 옵션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일체의 거래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선물
계약 또는 상품 옵션 거래에서 손실 위험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신중
히 고려해야 합니다.  The Hightower Report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재생산 또는 재전송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
히 금지됩니다. 위반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15,000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인 성명

4분기의 상승세를 정상적으로 분석해 보면 2월물 원유 가격은 $55.10
이나 아마도 더 낮은 $54.51을 목표치로 잡아야 할 듯합니다. 이와 비
슷하게, 2월물 ULSD도 $1.84까지로 조정을 예상하며 2월물 RBOB 
역시 $1.62선까지 정상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에너지 시장이 금년말까지 시세하락을 보여 내년초에 저가매
수의 기회를 줄 가능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
자은행에서는 이미 에너지 및 여타 원자재 상품이 2018년에도 강세
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의 화려한 강세를 
뒤로 하고 연말을 부드럽게 마감하게 되면 연간 자금 재분배 과정에
서 에너지 부문이 쉽게 추가적인 자금 배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귀결
할 것입니다.

권장 매매전략   
1) 2월물 원유 $54.51에 매수. 목표가격 $58.10, 손절가격 $52.01. 

2)  2월물 ULSD $1.8520에 매수. 목표가격 $1.9830, 종가가 $1.8330 
이하로 하락시 손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