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므로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최종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영어 원문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영어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해당 영어 원문은 

www.schroders.com/en/uk/tp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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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준법감시인 승인 (2018-166 호) 

Talking Point –  

지난 4 월 유가가 2014 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 달러를 상회하면서, 에너지 업종은 상승랠리를 보였습니다. 이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 배럴달 80 달러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유가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요인들로 당사는 에너지 업종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 

첫째로, 향후 원유 수요는 상당기간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원유 공급이 필요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전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16 년에서 2040 년 사이에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약 30% 증가 1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머징마켓에서의 수요 증가가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부상으로 공급량 부족이 일부분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과 원유 소비 사이의 

‘소비 갭 (Consumption Gap, 공급되는 물품과 소비되는 물품의 차이)’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전체 에너지 부문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된 에너지원인 연료 부문에서는 여전히 원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유 공급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안될 것입니다.  

 

[전세계 에너지 소비규모] 

 

http://www.schroders.com/en/uk/tp


 

 

투자 부족으로 인한 공급 긴축 

한편, 수 년간 석유회사들의 투자 부족으로 공급량의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09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가는 빠르게 반등하여, 몇 년간 배럴당 90-120 달러 사이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량 

증가, 특히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2014 년에는 배럴당 30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미국의 공급과잉으로, 많은 석유회사들은 새로운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본지출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파악되는 원유 공급량과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 수요 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7 년에는 일반적인 원유 발견 규모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작년에 월간 평균 일반 

원유 발견 규모가 2012 년 규모의 5 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당분간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일반 원유 발견 규모] 

 

업종내 틈새 시장에서 찾는 기회  

원유 생산 기업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유 탐사에 소요되는 투자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원유 

서비스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로부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유 서비스 시장에서 눈 여겨보고 있는 틈새 

부문 중 하나는 지질탐사선 시장입니다. 이는 새로운 해상 유전 탐사에 활용됩니다. 아래 차트에 나타나듯, 2012 년 

이후 지질탐사선 수는 60 개 수준에서 20 개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업별 지질탐사선 보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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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질탐사선을 보유한 기업들은 원유 수요 증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쟁자가 적은 환경에서 

지질탐사선 사용 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됨 

중요하게 짚어야할 또 다른 사항은 석유회사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4 년여간의 유가 하락으로 

이 업종은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일부 석유회사들은 배당을 줄이거나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눈 밖에 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하락기에도 적절한 투자를 지속해온 기업들은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강해지고 있는 

수요를 바탕으로 유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가스 업종의 밸류에이션] 

 

요약하자면, 에너지 업종에서 생산기업과 서비스기업 양쪽 모두 투자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장세가 

고점에 다다르고, 무역과 지정학적 이슈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에너지 업종은 자체적인 경기주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공급과 수요의 역학 관계에 의해 움직입니다. 더욱이, 석유기업 주식은 인플레이션 발생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 중일 수도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https://www.iea.org/weo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