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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문제점

1. 연구 배경

□ 그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 공

사에는 막대한 금액을 출자하였고, 성공불 융자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

여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을 지원하여 왔음.

○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해외 광구확대를 위해 정부의 예산과 에너지특별

회계 등을 통해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약 4년간 4조원의 출자를 실

시하였으며, 광물공사에도 거액을 출자 

○ 민간부문의 경우, 한해 약 2,000억원～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성공불 및 일반융자의 형대로 자금을 지원

○ 수출입은행은 매년 2조원 이상의 자원금융을 책정, 자원개발 기업에게 저

리 융자를 실시해 왔으며,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펀드에 대해 투자보증, 보험 등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역사가 짧아 계량적 분석에 한계

○ 아직까지 집중적인 투자단계로 본격적인 투자회수 시기가 아님.

○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에 의한 실증 분석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성숙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시를 가정하고 거시경제 모형과 

산업연관표에 의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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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의 다른 특성 및 연구기간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에 국한하여 분석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의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대두

-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기업의 부 축적에는 기여하나 국내로의 산업유발 효

과나 국민 전체의 편익증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주장들이 부각

- 해외 자원개발이 늘어나도 국내 에너지나 자원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 

자원개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견해

□ 연구 목적

○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분석하고, 각 투자 형태별로 국

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 경제산업에의 기여도를 파악

- 재무적 투자와 지분투자, 운영권 투자 등 해외 자원개발 투자형태에 따른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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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및 분석 결과

□ 현 단계의 해외석유가스 개발 효과

○ 해외자원개발의 일반적 효과

[그림 2-4]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파급효과

○ 국제수지 효과

- 아직 우리나라는 석유가스 개발  초기단계로 투자환수보다는 투자액이 큰 

단계

· 특히 2008년 이후 투자액의 급증으로 투자환수율은 더 낮아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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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누적 2007년 누적

투자액 419 101

환수액 232 84

환수율 55% 83%

<표 2-1> 해외 석유가스개발 투자비 및 환수액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2013

○ 가격인하 효과

- 자원부국이나 해외석유개발을 활발히 하는 나라도 석유는 국제 시세에 의

해 판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우리나라의 판매가격은 비슷한 수준

· 소비자 가격이 낮은 것은 과세율의 차이 때문임 

 

국가별 판매자 가격 세금 소비자 가격 과세율(%)

미국 0.817 0.135 0.952 14.2

캐나다 0.878 0.386 1.264 30.5

호주 0.884 0.503 1.387 36.3

일본 0.906 0.642 1.548 41.5

한국 0.888 0.819 1.707 48.0

스페인 0.931 0.930 1.861 50.0

프랑스 0.881 1.130 2.011 56.2

이탈리아 0.921 1.334 2.255 59.2

노르웨이 1.021 1.476 2.497 59.1

영국 0.832 1.234 2.066 59.7

<표 2-2> 주요 OECD 국가별 휘발유가격과 과세율(2013년 2분기)

(단위: USD/리터)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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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유발 효과

- 짧은 해외자원개발 역사와 지분투자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는 

아직 크지 않음

· 자원개발 사업 평가, 광구 개발작업을 대부분 해외 기업에 의존

- 국내의 석유개발 관련 산업 현황

· (시추선) 석유공사가 시추선(두성호, 1984년 건조) 사업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500억~800억원 규모

· (탐사자료 해석 사업평가 등) 국내 4~5개 기업(석유 가스개발 관련 기업)

이 있으며 연간 매출액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수준

· (기타) 자원개발 관련 물자공급 등 일부 용역서비스 부문은 외국 주 기업

의 하청 형태의 소규모기업이 소수 활동 중 

○ 유전개발 관련 산업의 잠재력

- 유전개발 관련 산업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은 IT나 기계, 플랜트 산

업들이 많아 잠재력은 높은 수준

·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경험 부족으로 아직 산업화가 어려

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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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 주요 사업

IT･기계･
플랜트
산업

･ 탐사장비 및 설비, 시추장비 및 설비, 광구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추선, FPSO, 광산 대기･토양･ 수질관리 설비, 유정관리 및 광해 
복구 설비, 광구 탐사･개발･생산 관련 기계장치 및 플랜트 설비와 
설계, 제작 등의 엔지니어링 산업･ Platform, 배관망 등의 설치･운영 기술 및 각종 기계장치 등에 대
한 소재 산업

건설산업
･ 자원의 개발･생산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구축물 건설, 토목 등 건

설사업･ 상기 건설에 필요한 건설 기자재 산업

수송산업 ･ 생산물의 해상, 육상 수송 및 물류 장비 등 수송산업

금융･보험
산업

･ 자원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 은행의 Financing 및 자원개발 
구축물, 수송선 등에 대한 대규모 보험산업

컨설팅･중개
산업

･ 자원개발관련 건설･설계 감리, 광구 중개 및 사업성 평가, 매장량 
평가, 물류 공급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산업

<표 3-3> 자원개발 관련 산업군의 종류

자료: 정우진,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안 및 제안”, 국회 해외자원개발 정책세미나 발표자
료, 2013.8

□ 거시모형 및 산업연관 분석

○ 분석 방법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거시경

제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함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을 고려한 경우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국내기업들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수주를 

받는 경우

· 거시모형분석: 우리나라 경제지표 변화

·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자소득유발, 고용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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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산업 현황

- 주요국의 GDP 대비 석유가스개발산업 생산액

· 노르웨이는 2007년 기준 24.81%, 호주는 2.37%, 미국은 1.18%임.

· 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에 노르웨이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

으며 자국에서 이 산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2009년 기준 GDP 852조원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액 21조원

(GDP 대비 2.46%) 전자전기기기 생산액 38조원(GDP 대비 4.46%)

 

구분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GDP 1168875 1698430 25225684 49225337 692336 2012391 12395534

생산액 277350 483 87756 62087 93277 499334 146210

생산액/GDP 2.37% 0.03% 0.35% 0.13% 13.47% 24.81% 1.18%

<표 5-4> 주요국의 GDP 대비 석유가스산업의 생산 비중

(단위: 백만호주달러, 백만유로, 백만엔, 백만크로네(Kroner), 백만달러)

○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 산업의 투입구조

-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산업부문의 투입구조

· 주요국들의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중간투입비율은 10.53%~55.64%, 부가가

치비율은 44.36%~89.44%임.

· 우리나라의 투입구조는 호주 및 노르웨이와 유사함. 미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간투입비율이 높고 부가가치비율이 낮음.

·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간투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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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호주 미국　 일본　

2005 2009 2008 2005 2011 2000 2005

중간투입 16.13% 24.85% 19.56% 47.54% 39.38% 37.62% 44.56%

부가가치 83.87% 75.15% 80.44% 52.46% 60.62% 62.38% 55.44%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5>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비율

 

구분
프랑스 노르웨이

2007 1992 1995 2000 2005 2007

중간투입 26.23% 17.18% 14.75% 9.02% 11.25% 12.96%

부가가치 55.44% 73.77% 82.82% 85.25% 90.98% 88.75%

합 100% 100% 100% 100% 100% 100%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업서비스(lease 등)관련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이 큼.

· 상대적으로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보면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금

융과 부동산, 미국은 건설, 일본, 프랑스는 통신임.

· 미국, 일본, 노르웨이에서는 운송의 투입비중이, 호주, 미국, 일본은 전력·

가스·증기의 투입비율이 낮지 않음.

-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투입비중을 보면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음.

○ 거시경제모형분석

- 거시경제모형

·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를 이용함.

- 통계

· 1990~2012년의 공표통계들을 이용하여 경제를 표현하는 행태식 구성

· 임금, 원유도입액 등은 1993~2011년의 공표통계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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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기간: 2002년~2011년

· 모형구성기간: 1994~2011년

- 시나리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측정함.

- Historical data를 사용하므로 자원개발산업의 발전에 의한 산업적, 기술적 또

는 기타 부가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해외석유가스개발 회수액

 

연도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 대미달러 
연평균
환율

원유수입액
(실적, 

백만달러)

총수입액
(실적, 

백만달러)
USD

(천달러)
원화 환산
(백만원)

2002  335,646 397,727 1,184.96 19,200 152,126

2003  448,139   510,350 1,138.82 23,082 178,827

2004  831,231   935,027 1,124.87 29,917 224,463 

2005 1,056,794  1,164,471 1,101.89 42,606 261,238 

2006 1,265,736  1,364,970 1,078.40 55,865 309,383 

2007 1,470,026  1,512,083 1,028.61 60,324 356,846 

2008 2,024,120  2,021,164 998.54 85,855 435,275 

2009 2,116,173  2,438,889 1,152.50 50,757 323,085

2010 4,973,470  5,811,549 1,168.51 68,662 425,212 

2011 2,938,320  3,181,936 1,082.91 100,806 524,413 

2012 2,732,102  3,078,424 1126.76

주: 2002년 이전의 통계가 존재하지만, 이용제약성이 존재하여 2002년부터 반영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표 5-6>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 현황과 원유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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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모형분석결과

 

구분
경상수지(십억원)

변화율(%)
도입 전 도입 후

2002 11,821.0 11,984.5 1.383

2003 4,416.6 4,593.4 4.005

2004 14,203.7 14,598.6 2.780

2005 14,520.7 15,056.6 3.691

2006 18,741.7 19,357.7 3.287

2007 28,892.6 29,594.8 2.431

2008 28,152.2 29,063.6 3.238

2009 37,347.0 38,376.0 2.755

2010 34,048.1 36,446.8 7.045

2011 56,145.7 57,395.3 2.226

<표 5-7>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

 

구분
실질GDP(십억원)

변화율(%)
도입 전 도입 후

2002 838,594.4 839,606.7 0.121

2003 865,667.1 866,929.2 0.146

2004 828,730.6 830,319.7 0.192

2005 851,410.2 853,363.5 0.229

2006 889,776.3 891,969.5 0.246

2007 925,986.6 928,365.4 0.257

2008 912,239.2 914,768.0 0.277

2009 1,035,330.0 1,039,246.0 0.378

2010 1,048,805.0 1,055,777.0 0.665

2011 1,071,617.0 1,075,917.0 0.401

<표 5-8>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실질GD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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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율(%)
도입 전 도입 후

2002 78.95 78.97 0.026

2003 81.06 81.09 0.036

2004 83.56 83.59 0.045

2005 86.14 86.19 0.054

2006 89.18 89.23 0.057

2007 90.70 90.76 0.059

2008 93.32 93.38 0.063

2009 96.40 96.48 0.085

2010 100.82 100.96 0.146

2011 103.46 103.57 0.101

<표 5-9>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구분
실업률(%)

변화율(%)
도입 전 도입 후

2002 3.1449 3.1434 -0.050

2003 3.2772 3.2736 -0.108

2004 3.1949 3.1906 -0.134

2005 3.4751 3.4690 -0.177

2006 3.2936 3.2871 -0.197

2007 2.9885 2.9822 -0.210

2008 3.0939 3.0869 -0.225

2009 3.3666 3.3571 -0.283

2010 3.3706 3.3556 -0.443

2011 3.0451 3.0303 -0.489

<표 5-10>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실업율 변화

- 경상수지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의 대금(달러) 반입 → 소득수지 증가 → 경상

수지 증가

· 2011년 기준으로 경상수지 증가율은 2.2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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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 직접효과: 해외로부터의 대금(달러) 반입 → GDP 증가

· 2차 효과: 대금 반입 → 소득(고용소득, 영업잉여 등) 증가 → 지출 증가 

→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 → 기업들의 생산 증가 → GDP 증가

· 2011년 기준으로 실질GDP 변화율은 0.401%임.

- CPI

· 해외로부터의 대금(달러) 반입 → 국내통용을 위하여 달러를 원화로 환전 

→ 국내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 CPI는 2011년 기준으로 0.101% 만큼 상승함.

- 실업률

· 통화량 증가 → 지출 증가 → 생산 증가 → 고용 증가 → 실업률 감소 

· 2011년 기준으로 실업률은 0.489%p 만큼 감소함.

- 환율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의 대금(달러) 반입 → 국내에서의 달러공급량 

증가 → 달러가치 하락 → 원화가치 상승

· 2011년 기준으로 원화가치는 4.1원 정도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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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율(원/달러)

변화율(%)
도입 전 도입 후

2002 1,182.78 1,182.43 -0.029

2003 1,134.34 1,133.76 -0.051

2004 1,121.68 1,120.65 -0.092

2005 1,102.01 1,100.54 -0.134

2006 1,079.00 1,077.31 -0.157

2007 1,028.98 1,027.20 -0.173

2008 999.37 997.27 -0.211

2009 1,153.51 1,150.69 -0.244

2010 1,169.31 1,164.05 -0.449

2011 1,085.04 1,080.93 -0.379

<표 5-11>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환율 변화

○ 산업연관 분석

- 산업연관표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전체적 규모와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적 통계

· 일정기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산업부문간 거래, 최종수요부문과 

산업부문간의 거래, 원초적 투입요소부문과 산업부문간의 거래를 표현하

는 미시경제적 통계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산업연관표의 작성

· 각 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

는 국가들(미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의 투입구조를 조사함.

·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지출승인서를 이용하고 노르웨이의 투입구조를 보완

자료로 이용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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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스개발사업을  내생의 독립산업으로 반영한 산업연관표를 구축함.

· 고용유발효과분석을 위하여 고용표를 작성함.

○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 주요국 석유가스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석유가스산업은 타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영

향력계수)의 정도는 작지만, 타산업으로 받는 영향의 정도(감응도계수)는 

큼. 이는 타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가스산업의 특징

이 나타나는 것임.

· 호주, 노르웨이, 미국은 국내에서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활발하게 운

영하므로 일본, 프랑스보다 감응도계수가 높음. 프랑스와 일본의 감응도

계수는 작음.

 

구분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영향력
계수 0.69642 0.91390 0.84528 0.94523 0.77802 0.73929 0.98182

감응도
계수 1.47257 0.55321 0.62132 0.56098 1.22161 1.32114 1.22080

<표 5-12>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 국가별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유발효과

 
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계 1281 37 16 14 1119 1121 942 

<표 5-13>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 호주달러, 백만 유로, 백만 엔, 백만 크로네(Kroner),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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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계 731 20 10 8 792 871 511

<표 5-14>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백만호주달러, 백만유로, 백만엔, 백만크로네(Kroner), 백만달러)

 
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계 158 6 2 4 173 126 280

<표 5-15>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호주달러, 백만유로, 백만엔, 백만크로네(Kroner), 백만달러)

○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개발 효과 분석시나리오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S0-1 0% 10%
S0-2 20%
S0-3 30%
S0-4 40%
S1-1 10% 10%
S1-2 20%
S1-3 30%
S1-4 40%

시나리오 S2-1 0% 20% 10%
S2-2 20%
S2-3 30%
S2-4 40%
S3-1 30% 10%
S3-2 20%
S3-3 30%
S3-4 40%
S4-1 40% 10%
S4-2 20%
S4-3 30%
S4-4 40%

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산업분류표와 비교하면 1차 산업은 No.1, 2차 산업은 

No.2~No.21, 3차산업은 No.22~No.38에 해당함.

<표 5-16> 시나리오별 각 산업에 대한 국내발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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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별 유발효과 분석 결과

 

시나리오
2차
산업

3차
산업

수요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고용자소득
유발액

S0-1 0% 10% 44,784
66,287

(1.48배)
32,775

(0.73배)
20,720

(0.46배)

S0-2 20% 89,564
132,560
(1.48배)

65,544
(0.73배)

41,434
(0.46배)

S0-3 30% 134,346
198,842
(1.48배)

98,317
(0.73배)

62,154
(0.46배)

S0-4 40% 179,129
265,123
(1.48배)

131,088
(0.73배)

82,875
(0.46배)

S1-1 10% 10% 85,741
114,475
(1.34배)

46,235
(0.54배)

27,650
(0.32배)

S1-2 20% 130,521
180,754
(1.38배)

79,006
(0.61배)

48,374
(0.37배)

S1-3 30% 175,303
247,033
(1.41배)

111,779
(0.64배)

69,086
(0.39배)

S1-4 40% 220,086
313,316
(1.42배)

144,555
(0.66배)

89,804
(0.41배)

S2-1 20% 10% 126,696
162,662
(1.28배)

59,699
(0.47배)

34,586
(0.27배)

S2-2 20% 171,476
228,937
(1.34배)

92,471
(0.54배)

55,305
(0.32배)

S2-3 30% 216,258
295,222
(1.37배)

125,245
(0.58배)

76,017
(0.35배)

S2-4 40% 261,041
361,506
(1.38배)

158,012
(0.61배)

96,739
(0.37배)

S3-1 30% 10% 167,652
210,848
(1.26배)

73,162
(0.44배)

41,518
(0.25배)

S3-2 20% 212,432
277,125
(1.30배)

105,932
(0.50배)

62,236
(0.29배)

S3-3 30% 257,214
343,410
(1.34배)

138,703
(0.54배)

82,950
(0.32배)

S3-4 40% 301,997
409,692
(1.36배)

171,474
(0.57배)

103,678
(0.34배)

S4-1 40% 10% 208,607
259,041
(1.24배)

86,627
(0.42배)

48,446
(0.23배)

S4-2 20% 253,387
325,322
(1.28배)

119,398
(0.47배)

69,172
(0.27배)

S4-3 30% 298,169
391,602
(1.31배)

152,167
(0.51배)

89,891
(0.30배)

S4-4 40% 342,952
457,885
(1.25배)

184,939
(0.54배)

110,606
(0.32배)

<표 5-17> 시나리오별 유발효과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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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관 분석결과

- 유발효과

· 2차산업의 국내수주비중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3차 국내수주비중이 높아

질수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자소득유발효과의 규모는 

커지면, 수요액 대비 배수도 커짐.

· 3차산업의 국내수주비중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2차산업의 국내수주비

중이 높아질수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자소득유발효과의 

규모는 커지지만, 수요액 대비 배수는 감소함.

· 2차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 수요를 2차산업 내에

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3차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추가적 수요가 전산업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므로 유발효과의 크기는 상

이함.

· 유발효과분석에 따르면 모든 산업에서 국내수주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자동차산업,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산업, 섬

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의 유발효과와 비교함.

- 생산유발효과

· 전기전자기기 < S1-4(가장 높은 유발효과 ) = 섬유산업 < 건축건설산업 <

자동차 및 부품산업

· 전기전자기기 = S4-1(가장 낮은 유발효과 ) < 섬유산업 < 건축건설산업 <

자동차 및 부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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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유발효과

· 타산업보다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음. 이는 석유가스개발사업이 3차산업

과 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부가가치는 GDP와 연결됨.

- 건축건설산업은 생산유발은 크지만, 부가가치유발이 낮음. 해외석유가스개

발산업에 대한 국내수주는 생산유발은 작지만, 부가가치유발음 큼.

· 해외석유가스개발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더 자극하는 산업임.

- 고용자소득유발효과

· 고용자소득이 지출되어 초래하게 되는 유발의 크기를 측정함.

·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 S1-4(가장 높은 유발효과) < 섬유산업 <

자동차 및 부품산업 < 건설 및 건축산업

- 고용유발효과

· 전기전자기기 < 섬유산업 = 자동차 및 부품산업 < S1-4(가장 높은 유발

효과) < 건축건설산업

· 수요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은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2명, 자

동차 및 부품산업 5명, 섬유산업 5명, 건축 및 건설산업 10명, S1-4 8.5명,

S4-1 4.3명임.

·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국내수주가 발생할 때에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많은 고용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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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시사점

□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의 국내 산업 유발효과

는 자동차나 반도체, 건설산업 등에 비해 작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시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에 대한 수주

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현재는 해외 석유가스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로 관련 산업들의 해외 의존도

가 높아 아직 이러한 산업 유발 효과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음

□ 동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산업잠재력을 볼 때 해외 석유가스개발과 관련

된 산업들을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다면 국내의 산업유발효과는 상당히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자료: 각 사 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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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들을 크게 확대했으나 아직도 산

업 초기 단계로 국내에 미치는 산업유발 효과는 낮은 수준임

□ 그러나 해외석유가스개발의 관련 산업들중 국내에 경쟁력이 높은 산업들이 

많고, 본 연구의 산업연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적극적인 산업정책

을 추진한다면 해외 석유가스개발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들은 국내 관련 산업들과 연계하여 진

출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 지분투자보다는 우리 기

업이 직접 광구를 운영하는 운영권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국내 잠재력이 높은 석유가스개발 관련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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