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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석유공사   : Reuters, 

월 첫째 주 국제유가는 의 원유 생산 및 수출 감소와 중국 경기반등 소식에 따른 석유OPEC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하였고 미국의 원유 생산 및 재고 증가는 상승폭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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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 유가1. 

2019. 3. 29. ~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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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가격 및 비상업순매수 추이Nymex-WTI 

비상업순매수 및 유가[Nymex ] 월물별 선물 가격[WTI ]

자료  : Reuters, CFTC, Nymex

 4월 일 기준 선물유가는 전주 월 일 대비 배럴 상승한 2 Nymex-WTI (3 26 ) $2.64/ (4.2%) 

배럴을 기록함$62.58/ .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 발표한 월 일 기준 의 투기성 자금에 의한 원유(CFTC) 4 2 Nymex (WTI) 

선물거래 순매수는 전주보다 백만 배럴 증가한 백만 배럴을 기록함32.7 481.4 .

∙

선물 유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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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배럴( : )

           일자   
구분  3/8 3/15 3/22 3/29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원 유 449.1 439.5 442.3 449.5 +7.2 +1.6%

휘발유 246.1 241.5 238.6 236.8 -1.8 -0.8%

중간유분 난방유 등( ) 136.4 132.2 130.2 128.2 -2.0 -1.5%

중  유 27.6 29.3 30.1 29.4 -0.7 -2.3%

자료 : EIA/DOE

단위 백만 ( : b/d)

일자              
구분  3/8 3/15 3/22 3/29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원유처리량 16.02 16.20 15.83 15.85 +0.02 +0.1%

가동률(%) 87.6 88.9  86.6  86.4  -0.2  -0.2%

자료 : EIA/DOE

단위 백만 ( : b/d)

일자             
구분   3/8 3/15 3/22 3/29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휘발유 9.14 9.41 9.12 9.13 +0.01 +0.1%

중간유분 난방유 등( ) 3.95 4.71 4.22 4.16 -0.06 -1.4%

중  유 0.28 0.12 0.09 0.32 +0.23 +255.6%

총석유제품 20.81 21.49  20.13  20.00  -0.13  -0.6%

자료 : EIA/DOE

단위 백만  ( : b/d)

구분
수 입 생 산

3/15 3/22 3/29
전주대비

3/15 3/22 3/29
전주대비

물량 변동률 물량 변동률

원유 6.93 6.54 6.76 +0.22 +3.4% 12.10 12.10 12.20 +0.10 +0.8%

휘발유 0.79 0.69  0.75  +0.06 +8.7% 9.93 9.66  9.81  +0.15 +1.6%

중간유분 0.10 0.20  0.14  -0.06 -30.0% 4.92 4.93  4.87  -0.06 -1.2%

중유 0.09 0.18  0.11  -0.07  -38.9% 0.36 0.29  0.34  +0.05  +17.2%

자료 : EIA/DOE

미국 석유수급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