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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OPEC 생산량
유가 안정화 의지 재확인. WTI는 70달러 내외에서 안정화될 것

사우디의 생산량 감소에도 OPEC의 생산량은 증가
— 7월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6월보다 4.1만배럴/일 증가한 3,232.3만배럴을 기록했다.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 7월 감산 이행률은 134.2%를 기록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감산기간의 평균 감산 이행률은
138.1%이다.
— 7월 생산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우디를 제외한 다른 OPEC 국가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OPEC의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사우디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7월은
UAE, 쿠웨이트, 앙골라, 이라크 등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사우디의 7월 생산량은 지난 6월보다
5.3만배럴/일 감소했다.
OPEC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유가 안정화 의지
— 하반기 WTI가 70달러/배럴 내외에서 움직인다는 전망을 유지한다.
— KB증권은 지난 8월 8일 자료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를 통해 11월 5일
시작되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로 OPEC의 유가 안정화 의지를 제시했다.
— 7월 OPEC 생산량을 통해 OPEC의 유가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6월은 OPEC의 생산량 증가가
사우디가 만든 결과라면 이번 7월은 사우디를 제외한 다른 OPEC 국가들이 만든 결과이다. OPEC
전반적으로 유가 안정화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사우디가 생산량을 감소시킨 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가 안정화 의지로 판단해야 한다. 이란
제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우디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감산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OPEC은 2018년 글로벌 원유 수요를 일일
9,883만배럴로 지난달보다 2만배럴 하향 조정했다. 2018년 수요를 전망한 이후 처음 하향 조정했다.
경기 우려로 인해 원유 수요 둔화가 최종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OPEC의 원유 생산량

그림 2.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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