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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원유가격 추이
일간 원유가격 변동[ ] 주간 원유가격 변동[ ]

자료 한국석유공사   : Reuters, 

월 둘째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율 인상과 미 중 무역협상 미타결 종료로 하락·

하였고 의 원유생산 감소 러시아 원유수출 차질 및 미 원유재고 감소는 하락폭을 제한함OP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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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유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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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가격 및 비상업순매수 추이Nymex-WTI 

비상업순매수 및 유가[Nymex ] 월물별 선물 가격[WTI ]

자료  : Reuters, CFTC, Nymex

 5월 일 기준 선물유가는 전주 월 일 대비 배럴 감소한 7 Nymex-WTI (4 30 ) $2.51/ (4.1%) 

배럴을 기록함$61.40/ .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 발표한 월 일  기준 의 투기성 자금에 의한 원유(CFTC) 5 7 Nymex (WTI) 

선물거래 순매수는 전주보다 백만 배럴 감소한 백만 배럴을 기록함29.8 494.3 .

∙

선물 유가2. 



에너지경제연구원  03

단위 백만 배럴( : )

           일자   
구분  4/12 4/19 4/26 5/3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원 유 455.2 460.6 470.6 466.6 -4.0 -0.8%

휘발유 228.0 225.8 226.7 226.1 -0.6 -0.3%

중간유분 난방유 등( ) 127.7 127.0 125.7 125.6 -0.1 -0.1%

중  유 29.1 30.2 29.8 28.0 -1.8 -6.0%

자료 : EIA/DOE

단위 백만 ( : b/d)

일자              
구분  4/12 4/19 4/26 5/3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원유처리량 16.10 16.58 16.45 16.41 -0.04 -0.2%

가동률(%) 87.7 90.1  89.2  88.9  -0.3  -0.3%

자료 : EIA/DOE

단위 백만 ( : b/d)

일자             
구분   4/12 4/19 4/26 5/3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휘발유 9.42 9.41 9.23 9.87 +0.64 +6.9%

중간유분 난방유 등( ) 3.35 3.80 4.22 3.90 -0.32 -7.6%

중  유 0.35 0.11 0.21 0.36 +0.15 +71.4%

총석유제품 19.89 20.45  20.15  20.41  +0.26  +1.3%

자료 : EIA/DOE

단위 백만  ( : b/d)

구분
수 입 생 산

4/19 4/26 5/3
전주대비

4/19 4/26 5/3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물량 변동률

원유 7.15 7.41 6.69 -0.72 -9.7% 12.20 12.30 12.20 -0.10 -0.8%

휘발유 0.91 0.77  1.11  +0.34 +44.2% 9.78 9.93  10.13  +0.20 +2.0%

중간유분 0.25 0.06  0.11  +0.05 +83.3% 5.06 5.13  5.10  -0.03 -0.6%

중유 0.32 0.06  0.02  -0.04  -66.7% 0.31 0.47  0.41  -0.06  -12.8%

자료 : EIA/DOE

미국 석유수급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