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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는 랠리를 보이며 4개월래 고점에 이르렀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듯

원유 선물은 3월 후반까지 계속 상승하며 4개월래 신규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
는 둘쑥날쑥하였고, 가격 급등 후에는 항상 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유가는 한편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OPEC 및 그 동맹국들의 감산에 따른 공급 차원의 긍정적 펀더멘털이 맞서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보도가 계속해서 투자자 심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임박한 합의 내용 중 많
은 부분은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양국은 3월 28-29일 베이징, 4월 첫 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 더 가질 계획이며, 최
종 합의 서명은 4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양국 정부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협상 최종 단계에서
도 처리해야 할 많은 커다란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실행 메커니즘인
데, 이 때문에 양측 입장에 틈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0일 경고
한 것처럼 만일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 준수를 위해 합의안에 서명한 후에도 연간 2,500억 달
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양국의 관계회복으로 조성된 시장 
강세 분위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모든 관세를 제거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원유시장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것이 주식시장을 부양
하는 것은 단기에 그칠 것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곧바로 중국경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
로 쏠릴 것이며,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
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스런 거시경제 데이터가, 특히 중국과 유럽의 경우,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며 리스크 회피 
장세를 부활시킬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전적
으로 불안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도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미 연준은 비둘기파 기조로 전환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3월 20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2019
년 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금년에 자산 포트폴리오 축소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도 함께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안도하는 
대신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개월물 수익률 아래로 떨어
졌는데, 이는 흔히 미국 경제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수익률 역전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서둘
러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최근 수주동안 변동성이 매우 컸지만 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들
어 달러와 유가 사이의 전통적인 음의 상관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 인덱스와 브
렌트유는 2019년 현재까지 온건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7-18일로 예정되었던 OPEC/비OPEC 장관급 특별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3월 18일 사우
디와 러시아 에너지 장관 주재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
루어진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이었지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은 동 회의에서 원유 감산 
기간을 6월 말까지로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시점까지 금년 하반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만
큼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번 장관급 회의는 6월 25-26일 오스
트리아 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 칼리드 알 팔리는 최근 매파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원유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OPEC/비OPEC의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를 2019년 하
반기까지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 장관 알렉산데르 노바크는 이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뭇 다른 논조
를 폈습니다. 그는 바쿠에서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및 이란 원유의 금수조치로 인
한 공급 충격(supply shock)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3월에 지난 2월 보고서의 2019년 및 2020년 국내 원유생산량 전망
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년 들어 미국 원유 시추기 수(rig count)가 계속 급감한다는 점을 감
안하면 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번 호의 내용 

•	 	매파 사우디아라비아가 	
비둘기파 러시아를 상쇄
하다. 

•	 	약속한 양의 두 배에 달하
는 OPEC 실제 감산량.   

•	 	이란 제재 면제에 대한 미
국 관료들의 갑론을박. 

•	 	위험에 처한 베네수엘라 
생산량. 

•	 	EIA, 미국 생산량 전망치
를 하향 조정하다. 

•	 	페르미안(Permian) 	
시추기 수 급감. 

•	 	휴스턴, 우리는 해결책이 
있다. 

•	 	캐나다, 또 다시 감산 의무
를 완화하다. 

•	 	차트 : 기로에 선 유가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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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사우디아라비아가 비둘기파 러시아를 상쇄하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OPEC 내에서 "가격 매파(price hawk)"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꼬리표는 통상 
동료 회원국인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 및 알제리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감산과 고유가에 대한 요구를 누그러뜨려 왔습니다.

최근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알 팔리가 매파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감산에 대한 러시아의 비둘기파 입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4개 산유국으로 확대된 동맹 관계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중
심 세력의 하나로 진화하고 있는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OPEC 생산 능력의 약 1/3을 보유하고 세계 유일의 주요 스윙 프로듀서라는 점에서 OPEC의 실질적 
리더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위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사우디는 OPEC/비
OPEC 동맹국 내에서 러시아에 지배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난 12월 그런 조짐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12월 6일 회의에서 광범
위한 컨센서스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러시아가 자신의 감산 규모를 제시하기 전까지 OPEC이 감산에 
합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도된 것처럼 알 팔리 장관이 러시아의 일일 30만 배럴 감산을 원했지만 그의 러시아 파트너는 빈 회
의에서 단지 15만 배럴의 감산을 제시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시간 긴장된 순간이 
지나서 알 팔리 장관이 합의 없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한 후 러시아는 중간 타협점으로 일일 23
만 배럴의 감산을 수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OPEC의 증산을 촉구할 때 사우디 살만 국왕에게 전화하고 자신의 트윗에서 러시아
가 아닌 사우디를 특정해서 언급했던 사실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에 더 많은 원유를 내놓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밀고 당기는 두 힘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사
우디 왕국의 모습은 OPEC 리더로서의 지위와 사우디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공급관리 전략에 대
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정부 예산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다릅니다. 

모스크바 정부는 벤치마크인 고유황 등급(sour crude grade) 우랄 원유 가격이 2018년 배럴당 평균 
$70에서 하락하여 $63.40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2019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러시아는 GDP
의 1.8%에 해당하는 연방 예산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산 수립에 이용되는 유가 기준을 공표하지 않지만 IMF는 사우디가 2019년 균형
예산을 달성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80-85*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난해 12월 살만 국왕은 2019년 지출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1조 사우디 리얄(2,300억 달러)
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규
모 였던 2018년 1.03조 사우디 리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예산적자는 GDP의 4.2%이
며,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산적자는 6년째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예산은 원유 수입이 증가하여 2018년 
6,070억 사우디 리얄에서 2019년 6,620억 사
우디 리얄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우
디아라비아의 신규 쿼터는 일일 1,031만 배럴인
데, 공교롭게도 2018년 실제 평균 생산량과 같
습니다. 하지만 2019년 유가는 2018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우디 왕국이 금년에 더 
많은 원유 수입을 달성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
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가 1월 들어서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의 쿼터를 훨씬 밑도는 원유를 
생산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 IMF는 브렌트유, 두바이유 및 WTI 가격의 단
순평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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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었던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공개(IPO)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지만 동사는 금년 2분기에 처음으
로 글로벌 시장에서 100-150억 달러 정도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 자금은 아람코가 
인수한 국내 거대 석유화학기업 사빅(Sabic)의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는 IPO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채권 발행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알 팔리와 노바크가 금년 하반기에 대해 서로 다른 전망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2월 이들이 
보였던 차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산유국 간 동맹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습니다.

러시아는 원치 않는다면 공동 감산을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 공급관리 전략
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살만 국왕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견해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한 양의 두 배에 달하는 OPEC 실제 감산량.
2월 OPEC 14개 회원국의 시장 총공급량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협정에서 10월 생산수준 대비 감산하
기로 약속했던 일일 812,000 배럴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감산에서 제외된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세 나라의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
월 대비 이 세나라의 누적 감산량은 일일 백만 배럴입니다.

달리 말하면 OPEC 14개 회원국의 생산량은 지난 10월에 비해 일일 약 180만 배럴씩 급감한 것입니다.

리비아의 생산은 무장세력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던 샤라라 유전에서 3월 초부터 일일 315,000 배럴
의 생산을 재개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생산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입
니다. 만일 미국이 5월부터 이란 원유 수입국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양을 축소한다면 이란의 원유 
공급은 급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미국의 재재는 이 나라의 석유산업에 치명
타를 안겼습니다.

이란 제재 면제에 대한 미국 관료들의 갑론을박.
OPEC은 향후 시장이 지나치게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
런 상황이 벌어져 결국 6개월 만에 두 가지 곤란한 정책적 유턴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
히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국에 허용한 180일 면제는 5월 초에 종료되며, 미 행정부는 이의 갱신 여부를 논
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난 11월 이란 원유 및 운송 부문에 대한 미국 
제재가 부과된 이래 면제를 받은 8개국 중 타이
완, 이탈리아, 그리스 등 세 나라는 지금까지 이
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트럼프팀 내에서 제재 면제에 대해 험악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
부 강경파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
들어야 한다는 위협을 실행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은 주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며 이란 매파로 알려진 마이클 볼턴으
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EU 제재

미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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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폼페이오와 이란 특별대표 브라이언 후크가 주도하는 국무부는 시장에서 이란산 원유를 하루 
백만 배럴씩 줄이는 것은, 비록 현재 유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도, 유가 급등을 야
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 개발 및 중동 군사단체 지원설과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워싱턴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빌미가 되었지만 분
명한 것은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가 급등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OPEC/비OPEC 동맹국의 4월 장관급 회의 취소는 산유국들이 금년 하반기의 생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란 제재 면제에 대한 현행 라운드의 만료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습
니다. 

위험에 처한 베네수엘라 생산량
한편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폭발한 정치적 위기는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입 감소와 함께 점차 약
화된다고 해도 카라카스의 상황은 수개월 동안 계속 들끓을 수 있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는 1월 28일 미국 제재를 받게 된 이후 미국 정유 자회사 Citgo의 자금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PDVSA의 원유 수출은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재 이후 급감해 온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3월 15일 종료되는 주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2010년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EIA 자
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이 없는 주는 최소 9년만에 처음입니다. 

OPEC/비OPEC 공동감산감독위원회(JMMC)의 바쿠 회의에 참석했던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마뉴엘 
케베도는 3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가는 원유를 러시아행으로 전환하여 로
스네프트에 추가로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베도는 베네수엘라가 대인도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와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OPEC 의장인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장기 상업 파트너들을 "박해"하
고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원유담보대출(oil-for-loan) 계약의 상환금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및 관련 제품을 받아 
그 일부를 인도의 민간 정유사인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로 보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말 PDVSA의 로스네프트 채무는 23억 달러이다.

유럽의 정유업자와 거래상들도 역시 베네수엘라 원유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로스네프트가 추가로 
받게 되는 원유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러시아, 중국, 터키 및 쿠바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반면,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야당 지도자이자 마두로의 주요 정적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OPEC 사무국에 2월 원유 생산량이 일일 평균 143만 배럴이라고 보고했지만 OPEC 자
신이 선호하는 독립적인 "2차 자료원"에 따르면 생산량은 일일 백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는 걸쭉하고 점성을 지닌 원유가 파이프라인을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희석액을 미국
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갈 곳을 잃은 베네수엘라 원유는 부유식 저장 방식으로 쌓이고 있는데 블
룸버그에 따르면 그 양은 3월 21일 현재 약 1,480만 배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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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가 미국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한가?
에너지정보청(EIA)이 2019년과 2020년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일부 원유시장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이커 휴즈의 데이터는 작동 중인 미국 내 원유 시추기 수가 이제는 확실한 감소세라는 것을 거의 매
주 금요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간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자들은 금년 들어 3월 22일까지 61
개의 시추기 작동을 멈추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개 였습니다.

EIA의 3월 단기 에너지 전망(Short Term Energy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원유 생산
량은 일일 평균 1,229만 배럴로 2018년에 비해 일일 134만 배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치
는 EIA가 2월에 예측한 생산량 일일 1,241만 배럴 및 증가량 일일 146만 배럴에서 낮추어진 것입니다.

EIA는 2월에 일일 40,000 배럴의 월간 감소로 원유 생산량이 1,188만 배럴이 될 것으로 발표했는데, 
셰일오일 낙관론자들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는 월간 생산량은 일년 기간 중 
2018년 12월과 5월에 단지 두 차례의 감소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미국 셰일산업 관계자들은 통상 이 분야의 전망
을 과장해서 말하지만 몇몇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그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셰일오일 개척자이며 현
재 중규모 생산회사 Centennial Resource 
Development의 CEO인 마크 파파(Mark 
Papa)입니다. 파파는 3월 휴스턴에서 개최된 
CERAWeek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셰일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집중 조명했
습니다: 대부분의 시추업자는 2015-16년 유가 
하락기를 거치며 좋은("tier 1") 지질층을 개발
했으며, 이제 시추지에는 비용효율성이 떨어지
는 지질층만 남았습니다. 전반적인 석유 회수
율(oil recovery)을 떨어뜨리는 기존 시추지와 
신규 시추지 간 우물 간섭(parent-child well 
interference)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
자들은 보다 나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고, 이
는 독립업자들의 비용 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페르미안(Permian) 시추기 수 급감
EIA 자료에 따르면 미국 셰일오일 및 전체 원유 생산의 핵심 지역인 페르미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추
기 수는 31개월 연속 증가한 후 12월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수는 11월 말 490개에서 12월 말 
485개로 줄었습니다.

1월 시추기 수는 안정되었지만 2월 말 475개로 감소했습니다. 주간 자료에 기초한 우리의 추정에 따
르면 3월 말 시추기 수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시추기 수의 감소는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유가 급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셰일오일 생
산자들의 벤치마크인 WTI 원유 선물은 10월 3일 3년래 고점인 배럴당 $76.41에서 12월 24일 18개월
래 저점인 배럴당 $42.53로 급락했습니다.

EIA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리그 수는 통상 4개월 내의 유가 변화에 대응합니다. 리그 
수의 변동은 약 2개월이 지나서 생산량에서 드러납니다. 핵심은 미국 셰일오일 생산자들은 유가의 주
요 변동에 대해 예상대로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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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우리는 해결책이 있다.
벤치마크인 NYMEX WTI 원유 선물의 본거지인 CME는 3월에 페르미안 분지의 저유황 경질유인 WTI 
미들랜드 선적분(cargo)에 대한 현물 경매를 개시하여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월 5일 이루어진 전산 경매는 미국 미드스트림 기업인 Enterprise Product Partners가 휴스턴 터
미널(Houston Ship Channel)에 적재하고 있는 원유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17개 글로벌 기업들
이 참가했습니다. 

글렌코어(Glencore)는 이 원유를 4월 WTI 휴스턴 원유 선물(HCL) 호가 평균에 비해 배럴당 46센트 
프리미엄부로 매입했습니다. 

Enterprise Product Partners는 650,000-850,000 배럴의 WTI 미들랜드를 제공하고, 매수자에게 
이 범위 내에서 매수량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습니다. 이 옵션은 매수자에게 해당 선적분을 아
프라막스(Aframax)급 운송선을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선적분과 통합해서 2백만 배럴까지 운송할 수 
있는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스턴 터
미널이 최대로 선적할 수 있는 유조선이 아프라막스이므로 VLCC는 역양하(reverse-lightering) 방식
으로 선적해야 할 것입니다.

현물 WTI에 대한 두 번째 온라인 경매는 4월 4일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실물 원유 선적분(parcel)은 통상 국제현물시장에서 비공개 쌍방 협상을 통해 매매됩니다. 
아주 적은 비중의 원유는 아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의 일반 관행인 "매수 입찰(buy tenders)"를 통해 
거래되는데, 다른 판매시장에서는 두바이상업거래소(DME)와 같은 선물거래소의 계약에 대한 실물결
제 및 플래츠(Platts)의 MOC(market-on-close)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물거래소의 현물 원유 선적분(cargo) 경매는 비교적 새로운 것입니다. CME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ME는 2017년 현물 원유 경매를 도입했는데, 이후 이라크의 국영 석유판매기구(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가 이라크 원유를 국제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캐나다, 또 다시 감산 의무를 완화하다.
캐나다 앨버타 지방은 또 다시 감산 의무를 완화하여 5월 한도를 일일 368만 배럴, 6월 한도를 371만 
배럴로 올렸습니다.

앨버타는 수출 파아프라인 용량이 한계에 이르며 재고 급증과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자 2019년 1월부
터 원유 및 역청을 일일 325,000 배럴 감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감산량은 따듯해진 날씨로 인해 무거운 점성의 원유를 일정 공간을 형성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
르게 하는 희석액 요구량이 줄어들면서 5월과 6월에 대해 각각 일일 25,000 배럴이 다시 축소되었습
니다.

이전의 감산량 축소에 이어 총 감산량은 6월에 일일 175,000 배럴로 축소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감산 전략은 처음인데 현지 생산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이 캐나다 원유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 NEB)에 
따르면 앨버타의 벤치마크인 서부캐나다셀렉트(Western Canadian Select: WCS) 가격은 2월에 배
럴당 평균 $43.10이었는데, 이는 벤치마크 WTI에 대비한 할인액이 15개월래 최소인 배럴당 $11.91
로 축소된 것입니다.

WCS는 지난 11월 WTI 대비 $45.57의 사상 최대 할인액을 기록했었습니다.

NEB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철도를 이용한 원유 수송은 지난 12월 사상 최대인 일일 
354,000 배럴로 급증했으며, 1월에는 다소 줄어든 325,500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에도 불
구하고 철도를 통한 수출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체 원유의 약 9%에 지나지 않습니다.

앨버타 정부는 이 지역의 원유를 미국의 정유회사에 수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4,400량의 철도차량
을 임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철도 수송은 6월까지 일일 20,000 배럴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일일 120,000 배럴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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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곳에 기술된 견해 및 의견은 단지 정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실물 코모디티나 금융상품의 매도 혹은 매수의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해당 견해와 분석은 자료 작성 시 이용 가능한 신뢰할 만한 공개정보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와 그 내용은 반다 인사이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복사,	재배포 또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복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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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유가 랠리
가격 향방과 모멘텀의 주요 변동 측정 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이동평균 분석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4개월간 연속해서 고점을 
기록했던 원유 랠리는 기로에 이르렀습니다. NYMEX WTI 원유 선물 최근월물의 50일 이동평균선은 12월 6일 100일 이동평균선과 역
배열된 이후 처음으로 3월 21일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골든 크로스(golden cross)"로 알려진 이 현상은 항상 들어
맞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통상 매수신호입니다. 가격 상승 추세에서는 50일 이동평균이나 100일 이동평균은 하락 이벤트에서 지지선
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WTI의 경우 50일 이동평균 지지선은 배럴당 $54.3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의 데이터 출처 : CME (NYMEX W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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