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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유가, 올해 하반기 100달러대"

(뉴욕=연합인포맥스) 임하람 특파원 =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말 국제유가가 100달러대로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7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미 한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105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99달러를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의 연말 유가 전망은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의 천연가스 리서치 수석인 사만다 다트는 상반기 유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연말까지 점차 높아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

상했다.

또 작년 에너지 상품과 주식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에너지 섹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는 결국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을 의미한다고 다트 수석은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다트 수석은 "약달러, 줄어든 금리 변동성, 에너지 투자 수익성 개선 등으로 올해 2분기부

터 (에너지 업종이) 순풍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시세 기준 전망치보다 강세론적인 입장"이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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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유가] OPEC+ 감시위원회 앞두고 하락 셰브론, 분기 순익 예상 하회…주가 개장 전 1%↓

월가, 넷플릭스·디즈니 등에 '매수'

월가 "'괴물급 고용'으로 주가 조정 가능성"

[뉴욕 금가격] 급락 후 소폭 반등

월가 "달러 반등으로 주가 반락할 수도"

월가, 애플·알파벳 실적에도 "괜찮다"

[뉴욕 금가격] 고용 호조에 급락

美 ISM 1월 서비스 PMI 55.2…확장세로 전환

美 1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46.8…연초 위축세

월가, 메타 실적에 환호…목표주가 잇달아 상향

[뉴욕 금가격] 2거래일째 하락

中 1월말 외환보유액 3조1천840억弗…전월비 568억弗↑(상…

유럽증시, 파월 발언 대기하며 혼조세로 출발

[亞증시-종합] 파월 연설 앞두고 대부분 상승

中 1월말 외환보유액 3조1천840억달러…560억달러 증가

獨 12월 산업생산 전월비 3.1%↓…예상치 0.6%↓(상보)

[중국증시-마감] 미중 긴장 소화 후 반등

獨 12월 산업생산 전월비 3.1%↓…예상치 0.6%↓

상하이증시 0.29% 상승 마감…선전 0.36%↑

유로·파운드, 파월 발언 앞두고 달러화에 일제히 하락

[대만증시-마감] 방향성 탐색 속 강보합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대표전화 : 02-398-4900 팩스 : 02-398-4992~4

|제호 :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발행인 : 최기억 |편집인 : 안수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http://yonhap.einfomax.co.kr/newinfomax/yonhapinfomax/
http://yonhap.einfomax.co.kr/newinfomax/yonhapinfomax_eng/
https://news.einfomax.co.kr/com/privacy4.html
https://news.einfomax.co.kr/com/youthpolicy.html
https://news.einfomax.co.kr/com/emailno.html
https://news.einfomax.co.kr/rss/
mailto:hrlim@yna.co.kr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19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18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42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42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41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41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24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23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23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23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06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05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61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60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60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60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59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59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59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59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59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588
https://news.einfomax.co.kr/admin/adminLoginForm.html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179
mailto:infomaxkorea@gmail.co.kr
http://www.ndsof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