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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해 제7회로 개최되는 국제 트레이딩 컨퍼런스(International Trading Conference)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논의
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미 대규모 석유저장 및 항만시설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 개정
되어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울산이 동북아의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혁신과 에너지
상품시장’이라는 주제로 기술 발전이 에너지 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행사가 에너지 시장에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산항만공사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주최하며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국제 트레이딩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장

UNIST 총장

울산항만공사장

김 기 현

정 무 영

강 종 열

Program
기술 혁신과 에너지 상품 시장
접수

09:00

접수

개회

10:00

개회사 및 축사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 전망
진행 : Victoria Kim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기조
연설

10:50

• 셰일 혁명과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

이재훈
[SK 가스, 대표이사]

• 빅데이터, 에너지 정보 및 시장 변동

Thomas Lee
[미국 에너지 정보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현황

주제
발표
1

11:50

오찬

12:10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오찬 및 네트워킹
동북아 지역의 석유 거래 활성화 전략
좌장 :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주제
발표
2

휴식

• 미국산 원유 도입의 전략적 접근법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인 석유시장 전망과 동북아 지역의 기회

Hiroaki Norita
[ JX 니폰 연구센터, 애널리스트]

• 석유 벤치마크의 진화와 프라이싱 허브에 미치는 영향

Hanwei Ng
[ Argus Media, 아시아상품에디터]

13:30

15:00

커피브레이크
에너지 시장의 데이터 활용 방안
좌장 : 김대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주제
발표
3

폐회

15:30

• 비금융기관의 에너지 위험관리의 이점

Betty Simkins
[ Oklahoma State Univ., 교수]

• 주식 및 석유 시장의 통합 지수를 활용한 COP21 관리

Jonathan Batten
[ Monash Univ., 교수]

• 가격 데이터를 통한 에너지 펀더멘털 추론

Hilary Till
[ Univ. of Colorado, 연구원]

17:00

폐회사

※ 내부사정에 의하여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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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aker
이재훈
SK가스 대표이사
Curriculum Vitae
2017 ~ 현재 SK가스 총괄사장
2016

SK가스 Global사업부문장
SK가스 COO/부사장
(겸) Global사업부문장 (겸)가스화학사업부문장

Academic Credential
2017 고려대학교 경영학, MBA
198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셰일 혁명과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
중동은 OPEC설립 이후 막대한 부존 자원을 이용, 세계 원유/가스 공급량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에너지 시장에서의
패권을 장악하여 왔다. 하지만, 오일 메이저가 주도한 미국의 셰일혁명과 그에 따른 근래의 북미발 생산/수출
물량의 증가는 기존 OPEC의 공급량 조정을 통한 시장 주도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셰일혁명은 중동의 영향력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흐름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발 가스
수출이 증대되며 유럽에서 입지가 약해진 러시아와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캐나다가 수입 수요가 급증하는 극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공급원은 더욱 다양화되고 구매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업계에서는 기존 장기계약 하 어쩔 수 없이 수용해온 양하지 제한 조항/
의무인수조항 등의 철폐와 기존 유가연동 가격에서 수급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이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LPG 업계도 미국발 수출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LPG가격구조의 재편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Hub사업의 근저를 이루는 자율경쟁시장, 시장참가자의 증가 등을 위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Thomas Lee
에너지 정보관리원 에너지시장 및 재무분석 수석 이코노미스트
Curriculum Vitae
2010 ~ 현재 에너지 정보관리원 에너지시장 및 재무분석 수석 이코노미스트
1990 ~ 2010 Marymount Universtiy 교수(재무)
Academic Credential
1998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경제학, 박사
1992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재무학, 석사
1984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Publication
• “The Price Elasticity of U.S. Shale Oil Reserves” (with James Smith, 2017), En-

ergy Economics
• “Inside the Crystal Ball: New Approaches to Predicting the Gasoline Price at
the Pump” (with Christiane Baumeister and Lutz Kilian, 2017), Journal of Ap-

plied Econometrics

빅데이터, 에너지 정보 및 시장 변동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은 에너지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켰다. 석유 산업에서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유가가 낮은 환경에서도 기업들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석유 생산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데이터와 정보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현재 가격 수준이 평형상태에 이르렀다고 예측한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최근 단기적 에너지 전망은 브랜트유 가격은 2018년에 낮게는 배럴당 50불, 미국 원유 생산은 1일
천만 배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연평균 생산량을 기록하며, 1970년
1일 기록 생산액인 960만 배럴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최근 예측은 현재 주어진 정보에 기반한 결과이다.
이것이 실제 데이터이든 인공 지능이든 시장에는 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석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 물리적
펀더맨털이 역사적으로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라는 일반적 합의가 있다. 그러나 물리적 펀더맨털은
더 광범위 하게 변하고 있고, 이 광범위한 힘은 항상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정보 중 일부는 매우 불투명
하지만, 이 정보가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을 빠르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원자재이며,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거래 상황과 가격의 움직임은 가끔 부정확하거나
미확인 정보에 기반하다. 양질의 정보를 얻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된 기술에 적용
하고 지식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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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Curriculum Vitae
2017 ~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2015 ~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1992 ~ 2015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석유정책연구실장 등
Academic Credential
1990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8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4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2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김대진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Curriculum Vitae
2014 ~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교수
Academic Credential
2014 밴더빌트대학교 재무학, 박사
2005 스탠포드대학교 통계학, 석사
1999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Main Research Fields
• 시장미시구조 : 유동성, 고빈도매매, 시장분할
• 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구조, 공매도시장과 파생상품 역할
• 뮤츄얼, 헷지, 상장지수펀드 : 펀드유동성과 자산유동성, 펀드동조화, 펀드네트워크
•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인수합병 : 기관투자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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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

Speaker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urriculum Vitae
2006 ~ 현재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 ~ 2015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실장
2007 ~ 2011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장/연구기획실장
Academic Credential
2002 부산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
1995 자르란트대학교(독일) 유럽연구소, MBA
1991 부산대학교 국제경제학, 석사
1989 부산대학교 무역학, 학사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2009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으로 시작된 울산항 개발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대표
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향후 남은 과제를 언급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오일허브 특별법을 제시함

Session Ⅱ

Speaker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Curriculum Vitae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Academic Credential
2013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6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Publication
• 미국의 원유 수출규제완화가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2016), 연구보고서
• 북미서부로부터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관련 전망(2015), 연구보고서
• 미국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의 추진과정 및 국내 도입가능성(2015),
논문(에너지포커스)
• 미국 미국산 원유 수출규제의 변화전망과 국내 석유산업의 대응방향(2015),
논문(무역연구)

미국산 원유 도입의 전략적 접근법
2015년 12월 18일, 미국 상하 양원은 2016년 통합세출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6)의 일부
로서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함
으로써, 해당 조항은 발효되었다. 이로써 1975년 이후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산 원유의 금수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사실상 2016년부터는 그 동안 자국 내에만 묶여 있었던 미국산 원유가 제도적 제약 없이 본격적으로 국제
석유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실상 전량의 원유를 바다 밖에서 들여와야 하는 국내 석유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석유산업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미국산 원유 수출규제 해제와 함께 미국산
원유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가장 직접 관심을 집중하였다. 본고는 미국산 원유 국내도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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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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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aki Norita
JX Nippon Research Institute, Ltd. 애널리스트

Curriculum Vitae
2011 ~ 현재 JX Nippon Research Institute,Ltd. 애널리스트
2006 ~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일본) 수석코디네이터
2000 ~ 2006 석유탐사 및 생산( E&P)정보센터 책임연구원
Academic Credential
1984 Keio University 경제학, 학사

장기적인 석유시장 전망과 동북아 지역의 기회
현재 우리는 저유가 상황에 있다. 하지만 불과 3년 반 전만 하더라도 석유 가격은 배럴당 100불 수준이었고 대부
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석유가격이 100불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장기적 예측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결론은 IEA, EIA 및 OPEC과 같은 국제 기관의 보고 결과와도 매우 가깝다. 첫째는
미국의 석유 보유량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의 셰일 붐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석유 생산은
지금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9년 이후인 2026년에 최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둘째, 석유
수요는 비록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더라도 적어도 2020년까지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 말까지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석유생산의 상류층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결정일 수 있다. 그 중에서
캐나다 오일샌드는 좋은 선택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계획된 신규 P/L이 공개되면 오일샌드 가격은 올라갈
것이며, 오일샌드 매장 지역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가로서 우리는 미국의 셰일 (비록 오래 지속
되지는 않으나) 및 캐나다 오일샌드와 같은 북미지역의 원자재에 투자하고 수입한다면, 정류 업계는 아시아 (프리
미엄이 더해져) WTI 가격 기준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류층에 P/L에 투자하는 것 역시 비록 환경론자
들의 비판이 있을지라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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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ei Ng
Argus Media (싱가포르) 아시아상품에디터

Curriculum Vitae
2010 ~ 현재 Argus Media (싱가포르) 아시아상품에디터
2008 ~ 2010 ICIS (싱가포르) 마켓에디터
2007 ~ 2008 Platts (싱가포르) 마켓리포터
Academic Credential
2006 난양공과대학교(NTU) 언론학 및 경제학, 학사

석유 벤치마크의 진화와 프라이싱 허브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동안 아시아 석유 시장에 현물 가격과 물동량을 산정하는데 석유 벤치마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정제업계가 2차 처리 능력을
강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10년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큰 타격을 받을 시장 섹터에는 현재 석유 벤치
마크가 진화해야 하거나,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거래 패턴, 거래 전략, 및 거래 조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본 발표는 운송부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조사하고, 이로 인한 광범위한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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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y Simkins
Oklahoma State University 교수
Curriculum Vitae
2014 ~ 현재 Oklahoma State University Williams Companies 의장
1996 ~ 현재 Simkins Consulting
Academic Credential
1997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재무학, 박사
1983 Oklahoma State University 재무학, MBA
1980 University of Arkansas 화학공학, 학사
Publication
• “OTC vs. Exchange Traded Derivatives and Their Impact on Hedging Effectiveness and Corporate Capital Requirements” (with Ivilina Popova, 2015),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 “Economic Value of OTC Derivatives used by Nonfinancial Firms: Panel Session
from the 2014 Applied Finance Conference” (with Audrey Costabile Blater,
Charles Cerria, Eric Hughson, and Robert Selvaggio, 2014), Journal of Applied

Finance

비금융기관의 에너지 위험관리의 이점
본 발표는 학술 연구로부터 우리가 에너지 위험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특히, 이 연구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에너지 상품 위험이 주식가격 움직임에 반영되고,
위험 관리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가? 에너지 위험 관리와 회사의 가치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비금융회사의
에너지 위험 관리에 중요한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 이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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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Batten
Monash University 교수
Curriculum Vitae
2013 ~ 현재 Monash University 재무학 교수
2017

중앙유럽대학교(헝가리) Institute for Advanced Studey,
수석연구위원

2006 ~ 2013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재무학 겸임교수
Academic Credential
1997 University of Sydney 재무경제학, 박사
1987 New South Wales Institute 국제경영학, MBA
1982 Northern Rivers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 데이터프로세스학, 학사
Publication
• “Can Stock Market Investors Hedge Energy Risk? Evidence from Asia” (with
Harald Kinateder, Peter G. Szilagyi and Niklas F. Wagner, 2017), Energy Eco-

nomics
• “Sovereign Risk and the Impact of Crisis: Evidence from Latin America” (with Batten, Gerry Gannon and Kannan Thuraisamy, 2017), Journal of Banking & Finance

주식 및 석유 시장의 통합 지수를 활용한 COP21 관리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 2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발효는 화석연료에 대한 미래 수요
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월 통합 지수를 구성한 후, 석유 투자자들이 여러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여 199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석유 가격 움직임에 대한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포트폴리오는 8개의 선진 및 신흥 주식 시장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 주식 포트폴리오와 석유
시장의 통합 정도의 측정이 석유와 주식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통합 정도를 동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상적인 시장 조건하에서 시장이 분할될 때 석유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여 COP21로
인한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전체 테스트기간동안 극동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시장
지역의 분산된 석유-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조정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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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ary Till
콜로라도대학교 J.P. Morgan상품연구센터 연구원

Curriculum Vitae
2016 ~ 현재 콜로라도대학교 J.P. Morgan 상품연구센터 연구원
2006 ~ 현재 Nice EDHEC-Risk Institute 부연구원
1998 ~ 현재 LLC Premia Capital Management 대표
Academic Credential
1987 런던정경대 (LSE) 통계학, 석사
1986 University of Chicago 통계학, 학사
Publication
• “Swing Oil Production and the Role of Credit”(2016), Global Commodities Ap-

plied Research Digest
• “Timing Indicators for Structural Positions in Crude Oil Futures Contracts”(2016), Global Commodities Applied Research Digest

가격 데이터를 통한 에너지 펀더멘털 추론
에너지 시장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희박하거나 불투명 할 때조차, 대규모의 수요 공급 변화는 선물과 가격 관계에
대한 발자국을 남겨둔다. 이로부터 잠재적으로 시장의 펀더맨털을 추측할 수 있다. 활발한 선물 시장의 출현으로
에너지 시장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 관찰자가 카르텔이나 대기업의 일원일 필요가 없다. 특히, 비 OECD 국가들로
부터 핵심적인 (또는, 시기적절한) 기초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석유 선물 시장의 투명성으로부터 석유의 수요공
급의 균형에 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즉, 근본적인 에너지 시장의 구조 변화는 끊임
없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또한 가격 관계의 해석이 특정 국가에서 조건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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