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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 report 용어집
※ 이 용어집에서는 REM report 가독 편의를 위해 리포트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식 명칭과 한글명, 그리고 해당 의미를 수록하였습니다.
※ 원유거래·정제·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영문 알파벳 순서와 한글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용어

정식 영문명칭

한글명

b/d

Barrel per Day

하루 당 ~ 배럴

Brent 원유

Brent crude oil

Brent유/ Brent 원유

CDU

Crude Distillation Unit

상압증류장치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

CPC

CPC Corporation

(대만) 대만중유

DME

Dubai Mercantile Exchang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상업거래소

Dubai crude

Dubai crude

두바이유/ 두바이 원유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에너지 정보청

Fed. (FED)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연방준비제도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의미
1 배럴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 1배럴은 약
158.9리터
세계 지표원유 중 한가지. 영국 북해산 경질 원유로
Intercontinential Exchage(ICE)의 선물시장을 통해 거래
원유를 대기압보다 다소 높은 압력으로 증류해 유분을 분리하는
장치
세계 최대 선물옵션 거래소로 에너지, 귀금속, 농축산물 등 전세계
선물상품의 약 70%를 거래
1946년에 설립된 대만 국영 석유·가스 회사. 상류에서 하류까지
폭넓은 사업 전개
두바이에 있는 거래소의 약칭. 오만 원유나 브랜드 원유 등의 유종
이 상장
두바이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중동산 원유 및 극동산 원유 등의 가
격지표로 활용
미국 연방 정부 관할로 미국 에너지부에 속하는 통계·분석 담당 기
관. 매주 미국 원유생산과 재고 관련 수치를 보고
국가의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
구매자가 마련한 배에 계약이 완료된 제품을 선적하기까지의 모
든 비용과 리스크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 제품 적재 후 난간을
떠난 이후의 비용과 리스크는 구매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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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영문명칭

한글명

의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통화·금리정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책을 결정하는 기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
수행

Genscape

Genscape

(미국) 젠스케이프

ICE

Intercontinental Exchange

(영국) 국제상품거래소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 국제에너지기구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상장

JMMC

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mittee

(국제) 공동감산점검위원회

LR선형

Long Range (oil) tanker

LR선형(船型)

MOPS

Means of Platt"s Singapore

몹스

MR선형

Medium Range (oil) tanker

MR선형(船型)

1999년에 설립된 미국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로 원유, 천연가스,
전력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선물거래소. 정규시장 외 전산거래가 주를
이룸
국제 사회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확보를 목표로 1974년 11월에 설
립
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 (=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
원유 협조감산 참여국의 감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 석유
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및 러시아 등의 동맹국이 포함
대형 유조선, LR1: 45-80DWT, LR2: 80-160DWT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으로
미국의 Platt's 회사가 조사해 발표
중형 유조선, 25-45DWT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하는 협회. 당초 미국 기업체의

NAPM

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

(미국) 구매관리자협회

구매담당자들을 교육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단체로 1915년에
창립

NIOC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란) 이란국영석유회사

NYMEX

NewYork Mercantile Exchage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ODC

Olefin Downstream Complex

올레핀 다운스트림 설비

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국제) 석유수출국기구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마케팅을 담당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 원유와 휘발유 등 에너지물이 주요 거래 상
품
RUC 시설에서 나온 프로필렌을 원료로 폴리프로필렌(PP)과 산화
프로필렌(PO)을 생산하는 설비
국제 석유 자본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목적으로 석유 수출국들이
결성한 자원 카르텔. 흔히 오펙(OPEC)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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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영문명칭

한글명

의미

(국제)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으로 원유 생산량 감축을 위해 결

회원·비회원 산유국

성,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비회원국으로 참가

OPEC+

OPEC plus

Petronas

Petroliam Nasional Berhad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PMI

Purchasing Management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말레이시아에서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국영기업. 전세계 30개 지
역에서 사업 전개
미국구매관리자협회(NAPM)가 매달 약 3백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신규 주문·생산·출하·재고·고용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
최근 수출가격을 기반으로 유가의 단기 전망, 시장 상황 등을 고려

Rindex

-

린덱스

RUC

Residue Upgrading Complex

잔사유 고도화 시설

S&P Global Platts

Standard & Poor's Global Platts

(미국) S&P 글로벌 플래츠

SOMO

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

(이라크) 석유판매공사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로 이라크산 원유의 생산과 마케팅 담당

SR선형

Small Range (oil) tanker

SR선형(船型)

소형 유조선, 10-25DWT(Deadweight Tons)

WTI 원유

West Texas Intermediate crude oil

WTI유/ WTI 원유

한 현물가격 지수, REM report의 독자적 평가치
원유에서 가스와 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남은 잔사유를 다시 투입
해 휘발유나 프로필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시설
미국의 독립업체로 에너지·상품과 관련된 정보, 기준가격, 분석자
료 등을 제공

세계 지표원유 중 하나로 뉴욕 상품거래소(NYMEX)의 선물시장에
서 거래. 미국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 생산되는 원유 전반을
지칭
백워데이션

backwardation

백워데이션

근월물 가격이 높고 원월물 가격이 낮은 상태

베이커휴즈

Baker Hughes

(미국) 베이커휴즈

사우디 아람코

Saudi Aramco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부문을 관리하는 국영 석유회사

셰일분지

Shale basin

셰일분지

미국 내 셰일오일이 생산되는 분지

싱가포르 제품가격

-

싱가포르 제품가격

원유 채굴에서부터 정제까지 석유·가스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사
업을 전개하는 미국의 석유서비스회사

싱가포르의 선물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으
로 미국의 Platt's, 일본의 RiM Intelligence 등의 회사가 조사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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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탄가

Research Octane Number

옥탄가

정제공장

Refinery

정제공장

의미
차량 엔진 내부 연료의 노킹 현상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수치.
한국에서는 일반휘발유가 92RON, 고급휘발유가 95RON로 통용
원유에서 LP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화학원료(나프타) 등을 생산
하는 공장. 정제공장에는 원유 수용 탱크나 저장시설, 출하시설 등
이 병설돼 있으며 대부분이 해안 지구에 설립

중질원유

heavy crude

중질원유

콘탱고

contango

콘탱고

퍼타미나

Pertamina

(인도네시아) 퍼타미나

포모사

Formosa Petrochemicals

(대만) 포모사 석유화학

정제공장에서 정제를 할 때 중유 유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종.
사우디산 아랍 헤비, 이란산 이라니안헤비 등이 대표적 유종
근월물 가격이 낮고 원월물 가격이 높은 상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를 채굴·정제해 내수 판매 및 수출 병행
대만의 대형 정유사. 1954년에 화학 회사로 설립돼 1992년에 석유
정제사업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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