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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예산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거액의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모호하

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기업의 부의 축적

에는 기여를 하나 국민 전체의 편익증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늘어난다 해도 국내의 

에너지나 자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

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내 산업유발 효과도 크지 않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분석하고, 각 투

자형태에 따른 국내의 경제 산업효과를 분석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내 자원개발 실적이 초기 단계

이어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한 실증 분석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시행하였을 때 

국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적 시나리오하에 측정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원개발 

산업의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련된 산업, 혹은 

산업 잠재력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 의해 

자원개발이 국내 산업 및 경제, 즉 부가가치, 국제 수지, 고용 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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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호주 등 자원

부국과 프랑스, 일본 등 자원빈국이나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많이 시행

하는 나라들의 산업연관표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원개발에 연관된 국

내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의 산업유발효과를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국내 경제 산업에 미치

는 잠재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 경제와 산업효과를 크

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개발의 투자형태와 국내 연관 산업과 자원

개발 산업의 정책적 공조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연구

의 범위나 주어진 시간제약으로 자원개발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의 자

원개발에 한정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2. 내용 요약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게 되면 에너지 부문 외에 국내 경제나 산

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국제수지 효과, 국내 산업의 해외 투자

효과와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유발 및 부가가치와 고용, 물가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수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석유가스의 해외 광구투자가 초기 단계에 머

물고 있어 아직 투자 수익이 회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201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석유가스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국제수지상 아

직 외화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

점에서는 유전개발의 국제수지 효과를 산정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해도 국내 유가하락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

은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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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 이는 자국에서 석유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국제 시세로 

시장에 판매하고,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통해 직접 생산된 석유가스를 

국내에 들여올 때도 국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IEA가 조

사한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대규모 유전을 가진 

나라들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만 과세율의 차이로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

에서 메이저급 석유기업을 둔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경우는 휘발유 판매가격뿐만 아니라 과세율도 우리나라 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한편 세계 15위권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 우리나라와 

같이 상류부문에서 기술력이나 인적 자원, 비즈니스 역량이 취약한 나

라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자원개발 사업확대를 통해 아직은 국제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지만 우리나라의 상류부문 역량은 상당 부분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석유개발업계에서 “한국” 브랜드가 새로

운 시장참여자로 인식되었으며 국제 자원개발 산업구조나 특성을 이

해하는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었고 나름대로 자원개발 사업의 비즈니

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이 

같은 인적 자원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자원개발 사업역량은 물론, 우리

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상승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비록 아직은 국

제 수준에 비해 낮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 수준의 상류부문의 역량도 성장하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유전개발과 연관된 산업은 많다. 탐사 단계에서는 컴퓨터와 IT산업

이 탐사의 기술 및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추와 완결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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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지하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강관재와 시추

기 및 시추와 관련된 수많은 장비, 부품들을 만드는 기계산업의 발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해양의 경우는 시추선이나 FPSO, 플

랫폼 건설 등에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완결 후나 

광구의 인프라 설비 구축에는 건설이나 토목산업들이 관여한다.

석유개발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산업 분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E&P

기업에서 이 모든 분야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렵다. 장비도 매우 

고가인데다 개발 환경마다 요구되는 장비의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보유하기보다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석

유개발에는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매우 큰 산업분

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전개발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 GBI(Global 

Business Intelligence)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해 약 $1,500억 규모

로 추정하고 있다(2012년 기준). 그러나 이는 직접 광구내에 필요한 

산업분야(oilfield service)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광구조성을 

위해 투자된 대형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개발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

평가, 중개, 금융, 보험 등의 사업전문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한다면 시

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우리 기업의 광

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적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까지 우리 기

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대부분 지분투자이기 때문이다. 지분투자자는 

실제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구개발 투자에 우리나라 

기업을 활용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둘째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사업에 국내 기

업 참여를 유도하고 싶어도 적정한 기술력이나 전문성, 혹은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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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기업이 드믄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직 우리

나라의 해외유전개발 투자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전개발 관련 산업군이 발전한

다면 국내에 미치는 경제 및 산업유발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모형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거시모형은 우리나라의 구조를 다수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형으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성과가 국내로 

도입될 때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해외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들을 국내기

업이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생산하게 되므로 산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유발효과 분석은 유용하다.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통계로서 해

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내생부문으로 포함하는 산업연

관표를 작성하였다.

거시경제모형분석에서는 해외석유스개발사업의 성과로서는 해외석

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을 이용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국내 도입으로 경상수지는 

1.383% 증가하였고,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증가폭은 2.226%이

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

로 실질GDP는 0.121% 증가하였고,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증가

폭은 0.401%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

수액의 도입으로 실업률은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0.050% 감

소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실업률은 회수액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

하면 0.489% 만큼 감소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해외석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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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로 환율은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에 0.029%,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회수액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

면 0.379% 감소하였다.

유발효과분석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내발주비중을 10~ 

40%로 변화시킨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유발효과 분석결과에 따르

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배 이상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5배 정도,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0.3배 정도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

설산업의 유발효과도 추정하였다. 생산유발효과에서 보면 해외석유가

스개발사업 시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유발효과를 갖는 S4-1(2차 

산업 40%, 3차 산업 10%의 시나리오)과 비교하면, S4-1의 생산유발

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1/2 정도이다. S1-4의 생

산유발효과(2차 산업 10%, 3차 산업 40%의 시나리오)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의 2/3 정도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 중에서 가

장 낮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갖는 S4-1(2차 산업 40%, 3차 산업 10%

의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효과는 자

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2/3 정도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

업 시나리오 S1-4(2차 산업 10%, 3차 산업 40%의 시나리오)의 부가

가치유발효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보다 약 4.5배 정

도 크다. 

고용자소득유발효과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1-4의 고용자소

득유발효과(수요액 대비 0.0477배)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의 효과보다 3.4배 크고,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효과의 2/3,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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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 효과의 3/4 수준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4-1(2차산업 

40%, 3차 산업 10%의 시나리오)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를 비교하여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된다.

고용유발효과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1-4(2차 산업 10%, 3

차 산업 40%의 시나리오)의 고용유발효과(수요액 100만 원 0.00846

명)는 비교대상산업 중에서 건축 및 건설산업의 고용효과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4-1(수요액 100만 원 0.00438명)의 경우에서도 그 유발의 크기는 반

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의 고용유발보다는 크지만, 자동차 및 부

품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의 고용효과의 고용유발크기보다

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산업연관표에 의한 자원개발의 산업유발 분석 결과를 볼 때 해외석

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서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해외유전개

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2차 및 3차 산업의 수주를 고려한 시나리

오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해외 유전개발 투자는 대부분 

지분투자 중심이고 아직 석유가스개발부문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해 자원개발 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앞의 산업연관

표에서 측정된 것 만큼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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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을 갖고 광구투자를 했을 때는 국내 산업들의 사업참여도가 높음

을 입증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

의 경우 총 투자비 중 43%가 국내 기업에 다시 수주되었다. 대우인터

네셔널(주)이 운영권을 갖고 탐사부터 투자해 2012년에 생산을 개시

한  미얀마 해상 A-1, A-3광구의 경우도 총 $31억의 투자비중 $15억 

상당의 4만톤급 해상가스 플랫폼과 126km 해저파이프라인 구축을 현

대중공업에 수주하여 전체 투자비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업에 

돌아갔다. 이는 자원개발 투자의 국내 산업유발효과를 높이려면 우선 

지분투자보다는 운영권 투자가 많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 석유가스개발과 관련된 산업들중에는 IT나 기계산업, 플랜트, 

건설 및 인프라산업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을 광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한다면 우리나라도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이 국내 다양한 산업들

의 부가가치를 확대 할 잠재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단순한 투자확대보다는 국내 기

업이 광구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운영권 투자를 확대시키고 자원개발

에 대한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산업 유발효과를 크게 하려면 우

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자원개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험과 Track record를 쌓고 이를 기반

으로 자원개발 사업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국내 산업들의 광구개발 참

여를 유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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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financial supports to the Korean 

companies for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s. But Public opinion 

that its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s meager has been on the rise. 

In other words, whil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the wealth accumulation of companies, the promotion of people's 

economic benefit has not been satisfying enough than initially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much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makes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es of Korea. However, Korea’s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s still on the initial stage and the performance records 

have not been accumulated enough to make quantitative analysis. 

Therefore, this research makes an assumption that Korea reaches on the 

matured and stable stage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nd implements effective overseas investments.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its  industries. To do so, we firstly analyzed the value chain and 

the potential of the resources development industries.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analysis, this research also analyzed 

how much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effects on the domestic 

economy and industries, such as job creation, balance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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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s, and added values. For this purpose, we benchmarked the 

input-output table of resource rich countries and resource poor countries 

and inferred the input-output table of Korea in the field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 addition, we tried to measure the inducing 

positive effects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 domestic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types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that are enable to enhance the national industries 

and to propose the ways of cooperation between the resources 

development industries and other domestic industries related to 

resources development, rather than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effect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es 

of Korea.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oil and gas sectors 

due to a limited time frame.

2. Summary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can effect on domestic macro- 

economy such as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foreign 

investment, added value, industry creation, and employment, as well as 

on the national energy sector. However,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the investments to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have more outflow of foreign currency than inflow because Korea is 

still on the initial stage of the overseas oil and gas investments. Therefore 

it would take more time to retrieve the amount of its initial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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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assess the effect on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n additio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has little direct influence 

on the decrease of domestic oil price. This is not a concern for Korea 

alone but most of other countries. Domestic petroleum products are 

usually set under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even in most of countries 

being able to produce enough oil domestic fields.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of oil pric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not 

because of scale of resources developments, but the relatively high tax 

rate. 

According to GBI research, the market size of oil and gas projects 

all over the world was reported about 150 billion dollars(2012). Despite 

of this big market, there have been few cases that Korean companies 

participated in overseas Korean oil and gas projects for the following 

several reasons.

First, most of the investments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have been made as a type of equity investment. Because the equity 

investors do not participate in the project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use Korean companies in the investment of the oil and gas projects. 

Second, Korean industries of resources development have not been 

grown enough. That is, Korea does not have the companies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expertise that can make Korea competitive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That fact makes the investment of 

Korea to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have littl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its industries.

However, in order to see the inducing effects on domestic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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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dustries, this research assumes that Korean  industries for oil and 

gas developments would develop and mature enough. Under the 

assumption, this study implemented macroeconomic analysis model and 

input-output table analysis. 

In an macroeconomic analysis, the amount of capital recovery from 

overseas oil and gas projects was used as the performance record i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a current 

balance increased 1.383% in 2002 and 2.226% in 2011 from the capital 

recovery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s. It also showed that real 

GDP rose 0.121% in 2002 and 0.401% in 2011. 

In the analysis of the inducing effects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s on domestic industries, this study set the scenario for the 

ratio of domestic industry uses in the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s from 10 to 40%.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ducing effects 

on domestic production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re more 

than 1 times and 0.5 times in inducing added value and 0.3 times in 

raising income of employers.

This study compared inducing effects of oils and gas development 

projects in domestic economy with car industry, electronic equipment 

industry including semiconductor, textile and construction industry 

3.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is research analysis, inducing effects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in national economy are as much potential 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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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ar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However, this potential come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Korean secondary and the tertiary 

industries are actively involved to the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current investment type for overseas development 

businesses are usually equity investments and the domestic industries 

related oil and gas developments are still in a initial stage.

However, in a few cases of the investments of Korea have proven 

that the investments to direct operation of Korean company in the 

overseas energy development projects can promote the business 

participation of domestic companies. For instance, Korean companies 

have benefited a 43% of total investments in overseas KNOC(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initiated projects. A-1 and A-3 g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aewoo International invested in Myanmar from the early 

stage of exploration are also good examples to show us the importance 

of the investment with the operation rights. Daewoo International 

ordered a Korean company, Hyundai Heavy Industry, 1,500 million 

dollars(almost a half amount of the total investment) of offshore gas 

platform and 126km of underwater pipelines. That means we should 

invest to the operation rights rather than the equity in order to promote 

the domestic industries from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Therefore, the investment policies for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with operation ship should be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support policies to fostering domestic industries related to the 

oil and gas developments. Moreover, it is very important to support 

Korean companies to accumulate their practical experienc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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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development. We also need to build up our track records in 

order to make business competences in global resources development. 

The effort of companies alone is not sufficient to make changes. 

Multifaceted supports by the policie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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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07년 7%에서 2012년에는 13.8%로 상승하고 해외광

구투자액도 100억 달러를 넘나드는 등 자원개발 실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때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매우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물자

원 공사에는 막대한 금액을 출자하였고, 성공불 융자 등 상당한 예산

을 투입하여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해외광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예산과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해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약 4년간 4조 원의 출자를 실

시하였으며, 광물공사에도 거액을 출자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한 

해 약 2,000억 원～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성공불 및 일

반융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매년 2조 원 이상

의 자원금융을 책정, 자원개발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실시해 왔으며,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펀드에 대해 투자보

증, 보험 등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예산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거액의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해외 자원개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

과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기업의 

부를 축적하는데는 기여를 하나 국민 전체의 편익증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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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도 국내의 에너지나 자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

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 타

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내 산업유발 효과도 크지 않

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분석하고, 

각 투자형태에 따른 국내의 경제 산업효과를 분석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가장 기여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형태와 이와 관련

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원개발 투자대상이 해외광구이며 아직까지 국

내자원개발 실적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에 

의한 실증 분석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투

자는 지분투자와 운영권 투자의 사업형태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 지분투자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수준이고, 자원개발과 관련 

된 산업들도 아직 광구개발에 참여 경험이 낮은 단계이다. 이런 상황

에서 자원개발의 국내 산업 유발효과를 단순하게 측정한다면 실제 자

원개발이 산업에 미치는 잠재 효과들이 간과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시행하였을 때 국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적 시나리오하에

서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

원개발 산업의 밸류체인 및 산업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련된 산업, 혹은 산업 잠재력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 의해 자원개발이 국내 산업 및 경제, 즉 부가가치, 국제

수지, 고용 등의 효과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호주 등 자원부국과 프랑스, 일본 등 자원빈국이나 해외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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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을 많이 시행하는 나라들의 산업연관표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

원개발에 연관된 국내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의 

산업유발효과들을 측정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은 현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들이 국내 경제 산업에 미치는 효과

를 측정하기보다는 국내 경제와 산업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개발의 투자형태와 국내 연관 산업과 자원개발 산업의 정책적 공

조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2장에서는 자원개발의 일반적인 파급효과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의 

해외 석유가스개발이 국내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유전개발 관련 산업들의 개념과 분류, 특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자원개발 관련 산업에 대한 세계 시장과 기업동향을 분석

하고 국내의 자원개발 관련 산업들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5장

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가지의 

분석방법(거시경제모형과 산업연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 얻는 유발효과를 자동차산업, 건축 및 건설

산업, 섬유산업 등과 같은 국내 다른 산업의 유발효과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원개발 대상을 석유와 가스에 국한하였다. 

자료와 시간상의 제약과 함께 같은 자원개발이어도 석유가스와 광물

자원의 투자 속성과 산업 속성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석유와 가스의 

개발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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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파급효과

1. 자원개발 추진 현황

’80년대 초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은 

한때 도약의 불씨를 당겼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었다. 그러다 2004년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강도 높

은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었고, 2008년부터는 공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광구 매입, 해외 자원개발 기업 M&A 등의 사업

을 추진하면서 해외자원개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는 석유가스 수입이 증가(‘12년 말 현재 344만 b/d)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석유가스 생산량이 2007년도 12.5만 b/d에서 

2012년도에는 약 4배 증가한 46.5만 b/d로 늘어나면서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2에는 13.8%로 크게 상승하였다. 

석유가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도 2007년 $22억에서 2012년에는 

약 $70억으로 늘어났다. 석유가스 자원개발 투자액은 2011년 한때는 

$92억까지 늘어났으나 2012년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액은 다소 줄어

들었다. 확보된 매장량도 2007년 22억 배럴에서 2012년 55억 배럴로 

약 2.5배 정도 늘어났다. 

이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8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광구를 확보하고 자원개발 기업을 M&A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기간에 민간부문에서의 석유가스 개발투자도 크

게 늘어나지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투자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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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률을 확대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투자확대에 힘입

어 현재 세계 32개국에서 154개의 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1] 해외석유가스자원개발 주요 실적(2007년 대비) 

자료: 산업부, 2013

2. 일반적 자원개발 효과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게 되면 에너지 부문 외에 국내 경제나 산

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국제수지 효과, 국내 여러 산업들의 광

구개발 진출로 인한 해외 수출 및 투자효과와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

유발, 부가가치와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계량적으로 측도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의 자원개발을 통한 국제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보나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도 향상,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의 해외 인적네트

워크 확보, 국가 브랜드 개선효과 등 무형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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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원개발로 생산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게 되면 생산지

에서 산유국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을 배제시킨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어 국내 자원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1). 또한 직접 경제나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해외자원개발이 

확대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제고시킨다. 자원안보

역량이 높아진다면 자원위기의 대응력이 높아지고, 산유국과의 협상

력도 높아지며, 자원빈국으로서의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2).

그러나 이러한 자원개발의 효과는 국내 기업이 투자한 해외 광구의 

생산규모나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와 산업

수준과 특히 자원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국내의 산업생태계 역량에 따

라 크게 달리 한다. 따라서 자원개발이 갖는 파급효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석유 및 가스개발을 통해 나타

난 효과들을 살펴본다.

1)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내 에너지나 자원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거
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분석된다. 

2)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 규모가 크다면 위기관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내 비
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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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파급효과

3.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경제･산업 파급 현황

가. 석유개발 수익의 국제수지 효과

국내 석유개발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려면 우선 투자

비를 송금함에 따라 외화의 유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다시 해외

에서의 자원판매 대금으로 회수되어 국내로 다시 외화가 들어오게 된

다. 투자비보다 판매대금이 높았을 때는 자원개발로 외화의 순 유입이 

더 커서 자원개발 사업은 국제수지에 플러스 효과를 준다. 그러나 유

가나 가스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하게 되어 자원판매 대금이 투자비에

도 못 미칠 경우는 오히려 국제수지에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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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가 해외로 유출되었지만 국내 산업부문에서 동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부문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투자비로 유출된 외화의 일

부는 다시 국내로 환수된다. 자원개발에 대한 국내 산업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내로 환수되는 외화규모가 커질 것이지만, 현재 국내의 자

원개발에 대한 산업역량을 보았을 때 해외 자원개발 투자비가 국내 

산업으로 다시 환수되는 금액은 당분간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 석유가스 광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419억(2012년 말까지)에 이르고 있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232억로 

환수율은 55%이다. 환수율이 낮은 것은 2008년 이후 대규모의 생산

광구매입과 M&A 등으로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투자이후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환수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3). 1980년 초부터 

2007년까지 총 투자지출액은 $101억이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투자액은 $318억에 달해 2007년 이전 17년간의 투자액보다 2008년 

이후 5년간의 투자액이 3배에 달한다. 한편 2007년 이전의 상황만 보

면 누적 환수액은 $84억으로 그때까지의 투자액 $101억과 비교할 때 

환수율이 80%를 넘는다. 2007년 이전 사업의 환수율이 아직 10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2004년 이후에 투자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4)5). 

이같이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은 석유가스의 해외 광구투자 초기단계

로 아직 본격적인 투자 수익이 회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2012

년 현시점에서 볼 때 석유가스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국제수지상 

3) 탐사사업에 투자한 사업은 아직 환수 단계에 있지 않다

4) 예를 들어 1998년에 탐사를 시작해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베트남 15-1광구은 
2012년 현재 환수율이 150.8%이며 동해 가스전의 경우도 환수율이 184.1%에 
이른다.

5) 2007년 이전 사업이라 해도 2012년 현재까지 계속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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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입보다는 외화유출이 더 많은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원개발의 국제수지 효과를 산정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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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석유가격 인하 효과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으로 들여오는 석유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산유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여 파는 가격과 유사하

여 국내 석유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석유개발 사업규모가 지금보다 확대된다고 해도 국내에서 

석유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중동이나 일부 개

도국형 대규모 산유국이 아니면 자국에서 석유가 생산된다고 해도 대

부분 국제 시세에 의해 시장에 판매한다. 메이저급 석유가스 개발기업

을 보유하고 해외 석유가스 개발규모가 매우 큰 나라들도 생산된 자

원을 국내에 들여올 때는 국제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형 산유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국내에 대규모 유전을 가진 선진국들의 석유가격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것은 석유판매가격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석유에 붙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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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 산

유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휘발유 판매자 가격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낮은 것은 주로 

세금 차이에서 기인한다. 오히려 유럽에서 메이저급 석유기업을 둔 프

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6)는 휘발유 판매자 가격뿐만 아니

라 과세율도 우리나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소득이 

우리보다 높아 체감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낮겠지만, 통계상의 휘발유

가격은 우리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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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프랑스의 Total, 스페인의 Repsol, 이탈리아의 Eni, 노르웨이의 Staoil 사는 메이
저급 석유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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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이든, 국외에서 석유를 

개발해도 석유판매 가격은 국제 시세에 준하고 있고, 그 외 유통비용

이나 그 나라의 물가수준과 함께 석유에 대한 조세정책 등에 의해 석

유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개발이 확대되어도 국

내 석유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 해외석유개발의 국내 산업 파급 현황

석유가스개발에는 IT, 기계, 건설, 플랜트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용역서비스까지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한다. 해외에 광구투자를 위해 

외화를 반출하여 투자해도 국내 산업이 우리나라의 유전개발 투자광

구 사업에 참여한다면 투자비의 일정 부분은 국내로 환수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내 산업이 가동됨에 경제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또, 산업가동에 따른 기자재 및 설비 등

의 구입에 다른 산업에도 부가가치나 고용을 유발시킨다. 또한 우리나

라 기업의 광구개발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Track record를 쌓고 기술과 전문 인력을 배양시켜 다른 나라의 광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산업파생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광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7) 사실상 국

내에서는 광구개발과 관련된 산업들이 생성될 기회가 없었다. 1980

년대 초부터 해외에서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지분 투

자로 우리나라가 직접 광구를 운영한 사례는 1990년대 후반 베트남 

해상 광구 외에는 거의 없어 사실상 광구사업은 외국 기업들이 주도

했다. 그 후 외환위기로 석유개발 사업이 침체되었고, 2000년대부터 

7) 2006년 동해에 소규모의 가스전이 개발되어 가스를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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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해외 광구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외환위기시기와 저유

가 시기의 공백으로 그나마 광구개발 경험이 있던 국내 전문 인력들

도 대부분 전업을 하여 국내에서 유전개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자원개발 산업 여건으로 해외 광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지분투자 위주로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광구개

발 작업들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여 추진해 왔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는 유전개발에 관련된 산업들이 생성되는 초기 단계이고 산업 

육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유전개발 사업들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개발에 관련된 

많은 산업군중 IT나 기계 산업, 플랜트, 건설, 인프라 사업 등 우리

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많아 기본적인 유전

개발 산업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전 

개발과 관련된 산업들을 어떻게 유전개발 전문 산업으로 유인하는

가에 있다. 특히 자원개발은 표준화된 작업이 아니고 광구마다 작업

환경이 크게 달라 경험이 중시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관련 국내 기

업이 광구개발 경험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국내 산

업이나 경제의 유발효과를 보기보다는 좀 더 자원개발이 확대되었을 

때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장에는 자원개발 관

련된 산업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라. 자원안보 등 무형의 효과

해외자원개발은 비축이나 도입선 다변화 등과 함께 에너지 공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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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이 자원안보

의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하게 투자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

개발을 통해 상류부문(upstream)의 비즈니스 역량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국과의 협상능력이나 광구의 탐사와 개

발 생산기술, 나아가 광구를 기반으로 하는 마켓팅이나 자원 트레이딩 

역량이 높다면, 국제 석유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력들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이 상류부문에서의 역량들

이 확대되어야 자원안보가 강화는 것이며 이는 해외에서 자원개발사

업을 통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우리나라는 하류부문

(downstream)인 정유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하류산업

은 설비를 활용한 제조산업이지 연료나 원료를 채취 판매하는 전통적

인 자원산업으로 보기 어렵다. 세계 15대 경제대국중에서 에너지생산

국이든 수입국이든 우리나라와 같이 상류부문에서 기술력이나 인적 

자원, 비즈니스 역량이 취약한 나라는 없다8).

그러나 그동안의 자원개발 사업확대를 통해 아직은 국제 기업에 비

해 경쟁력이 낮지만 우리나라의 상류부문 역량은 상당 부분 성장했다

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 석유개발업계에서 “한국” 브랜드가 새로

운 시장참여자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제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게 광구투자를 타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

은 상류부문의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다. 둘째는 국제 자원개발 산업구

조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었고 나름대로 자원개발 

사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이 같은 인적 자원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자원개발 사업

8) 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이 나아 갈길” 정우진 칼럼, 201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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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상승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

다. 또, 해외 상류부문의 시장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채널 강화, 유전사업과 가격 메카니즘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석유

가스의 도입시에도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비록 아직은 국제 수준에 비해 낮지만 현재 수준의 상류부문의 역량

도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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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전개발 관련 산업군의 종류와 특징

1. 자원개발 관련 산업군의 개념과 위상

가. 자원개발 산업군의 형태와 규모

자원을 채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탐사 개발 생산과정을 거치면

서 수많은 산업들이 참여한다. 이 산업은 크게 자원 탐사 및 채굴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제작하는 산업, 기술과 전문 노하우를 갖고 이

러한 장비와 설비를 이용하여 탐사 개발 생산과정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 그리고 광구의 구축과 관련 장비들을 수송, 설치하고, 채굴된 

자원을 수송, 저장, 유통하는 물류 및 인프라 산업, 자원개발의 사업화

에 필요한 사업평가, 사업중개, 금융, 보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이 하나의 자원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들이 탐사 개발 생산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구분 산업 형태 주요 역할

I 설비 장비 제작 자원 탐사 개발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제작 생산

II 기술 및 전문성 
제공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장비를 이용하여 탐사 개발 생산을 위
한 서비스 제공

III 광구 인프라 광구의 구축, 장비의 수송, 설치, 생산자원의 수송, 저장 등

IV 자원개발 
사업화 서비스

자원개발 사업화를 위한 사업평가, 중개, 금융, 보험, 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표 3-1> 자원개발에 관여하는 산업의 형태



18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업(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이

하 E&P 기업이라 함)은 이러한 산업들을 조합시켜 지하에 매장된 자

원을 지상으로 파 올리고, 채굴된 자원을 수송, 유통시킨다. 따라서 유

능한 E&P기업은 자원개발에 관련된 작업 자체를 잘하는 기업이라기

보다는 자원개발에 필요한 관련 산업분야에서 유능한 기업들을 잘 알고,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이들 

기업들을 투입하고, 또 이들 기업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

업이다. 석유공학 기초 교재인 ‘Oil and gas production in nontechnical 

language’에서도 저자인 Raymond and Leffler(2006)는 E&P기업의 총

지출 중 85~95%가 관련 산업에의 외주 비용으로 지출되며, 사실상 

이러한 산업분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원개발 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3-1] 자원개발산업에서 자원개발(E&P)기업과 서비스기업 관계

   자료: Raymond and Leffl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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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국제 자원가격의 시세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산업의 규모도 이러한 시황에 따

라 크게 변하지는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E&P기업의 투자규모를 

한 해 5,000억～7,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투자비용의 대부분이 광구

개발에 참여하는 산업에 돌아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개발에 참여

하는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다9). 

나. 자원개발 산업군의 분류와 기준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산업군은 다양하지만 이 산업군을 분류하는 

확립된 기준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이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도 분석기관마다 참여 사업군의 범위가 달라, 그 

추정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석유와 가스의 경우 미국과 유

럽 등 메이저기업들이 있는 국가에서는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산업군

을 ‘oilfield service’라 칭하고 이를 일반적인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참

여하는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석유가스 개발사업

에 대한 산업을 drilling service(시추서비스)와 oilfield service(시추 이

외에 필요한 광구개발 서비스)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oilfield service는 기술과 설비 구축 등의 분야에 한하며 자원개발 사

업화를 위한 사업평가나 중개, 보험, 금융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광구를 구축하기 위한 전력, 도로 개설 등의 인프라와 광구지역까

지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인프라, 또, 광구지역 밖으로 나가 수요지까

지 가는 수송 인프라나 항만 등은 oilfield service에 포함시키지 않는

9) Wood Mackenzie는 2012년 세계 E&P기업의 투자지출이 5,300억 달러로 추정하
고 있다. 그러나 E&P 투자지출 규모는 기업들의 설문과 회계 자료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추정자료이며 분석기관마다 추정치 편차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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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따라서 oilfield service는 자원채굴에 대한 전문 기술이 수반되

는 산업과 이를 광구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설비의 구축,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하는 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표 3-1>에서 I, 

II군에 해당되는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개발에 참가하는 산업을 자원개발서비스 산업

으로 명칭하고 있다. 정우진(2012)은 자원개발 기업과 자원개발 서비

스기업의 차이를 광구개발 참여에 있어 지분 등 자원개발 사업에 대

한 권리의 보유 여부로 구분하였다. 즉, 자원개발 기업은 권리를 갖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은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자원개발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구 분 개 념

 자원개발 기업
탐사나 개발, 생산의 권리나 지분을 갖고 자원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
개발권이나 지분 또는 권리 없이 자원개발에 
관련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기업  

<표 3-2> 자원개발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차이

자료: 정우진, 자원개발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석유 가스의 경우 자원개발서비스 산업과 앞에서 언급한 oilfield 

service 산업과 다른 점은 자원개발의 사업성 평가나 중개, 금융, 보험 

등 자원개발을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즉, <표 3-1>에서 I, II, IV군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또한 III군에서도 

광구 내에서 유가스전의 구축, 기타 채굴된 자원의 처리시설 등에 필요

한 인프라나 설비산업도 일부 속하나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10) 광구 역내외 인프라 설비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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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가스 개발의 밸류체인과 산업 형태

가. 석유･가스의 밸류체인과 산업 특성

석유 가스의 개발 생산과정상의 산업들을 파악하려면 우선 개발, 생

산과정에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value chai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석유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의 매장지가 결정되어

야 한다. 이 매장지가 결정되면 탐사와 개발, 생산과정을 거쳐 석유

가스를 추출하고 채굴된 생산물(자원)을 최종 소비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지역까지 수송하고 이를 처리시설에

서 최종 생산제품으로 만들고, 유통 판매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석유의 경우 매장지에서 탐사 개발 생산과정을 거쳐 나온 원유를 

수송하여 정제설비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상류부문(upstream)이며 

원유를 정제하여 유통, 판매하는 단계를 하류부문(downstream)으로 

분류한다. 가스는 상류부문의 경우 석유와 거의 같은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하류부문에서는 석유와 크게 다른 과정을 거친다. 즉, 수송상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는 방법과 배를 통하여 가는 방법이 다르다.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스전에서 그대로 기체 상태로 소비

지역까지 가지만, 배로 수송될 경우에는 기체를 액체로 바꾸어 LNG

선에 싣고, 수송하며, 하역된 가스를 다시 기화시켜 파이프라인을 통

해 최종 소비지까지 수송한다. 이러한 수송 방법의 차이 때문에 석유

와 가스산업은 가격 결정부터 시장 구조까지 매우 다른 산업형태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하류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상류부

문의 경우는 석유나 가스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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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석유가스 산업의 밸류체인

일부에서는 생산된 원유나 가스를 최종 제품으로 처리하기 전까지

의 과정을 중류부문(midstream)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원유의 경

우는 중류부문의 산업이 크지 않지만 가스의 중류부문은 생산된 가스

를 액화하고 LNG선에 싣고 수송하기까지의 단계로 대규모의 투자와 

기술 및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각 밸류체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같은 밸류체인상에 있어도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산업특성은 

매우 다르다. 상류부문은 기술집약적이며 사업적 네트워크가 중요하

고 리스크가 높은 산업인 반면 하류부문은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며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는 작은 특징을 갖는다. 통상 저

유가 시기에는 하류부문의 수익성이 상류부문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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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류부문의 수익

성이 하류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류부문

이 리스크가 높은 반면 초과이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다. 최근 메이저들을 포함한 하류 수직계열화 기업의 이윤구조를 보면 

기업 전체 이익(profit)의 80% 이상이 상류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분 미국 내 미국 외 계 비중(%)

상류부문 3,665 15,132 18,797 87.3

하류부문 691 2,033 2,724 12.7

계 4,356 17,165 21,521 100

<표 3-3> 엑손모빌의 상하류 이익구조(201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엑손모빌, 2012 

나. 상류부문의 밸류체인 특성

이번에는 본 연구의 핵심인 상류부문의 산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류부문의 밸류체인은 크게 ①탐사 및 평가(Exploration & Evaluation) 

②시추(Drilling) ③완결 및 생산(Completion & Production) 단계로 나

누어진다. 이 단계를 거쳐 자원의 생산 이후 유가스전은 생산량이 줄

어들거나 고갈되게 된다. 그러면 다양한 생산증진기술을 통해 생산량

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방법이 곤란할 때는 광구의 폐쇄 단

계에 들어간다. 폐쇄 단계에서도 따라서 앞의 세 단계 이외에 ④ 생산

증진 혹은 광구폐쇄(Enhancement or Abandonment)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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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류부문의 밸류체인 

1) 탐사 및 평가((Exploration & Evaluation)

탐사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석유나 가스가의 부존가능성이 있는 지역

을 도면상으로 찾아내고 지질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낸다. 이같이 지질

학적으로 조사를 통해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

로 직접 지진파 (seismic wave) 기술을 통해 부존 가능지역 중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다. 지진파 기술은 통상 파장을 통한 음향

신호(acoustic signals)를 통해 땅속의 지질구조를 파악하는데, 기술진

보에 따라 다양한 파장기법들이 활용된다. 지진파 탐사는 땅위에서뿐

만 아니라 공중이나 해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조류의 

구조를 파악하는 영상자료의 획득 방법에 따라 2D(Two-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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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4D탄성파 기법까지 발달되어 있다. 2D탄성파 탐사는 일반화된 탐

사기술이며 선진국에서는 3D기법이 주로 활용되고 최근 4D기법이 새

로운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지구물리(geophysical) 

기술 등이 채용되며 자료의 처리, 해석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

고 있다. 또한 이때에는 초고속 컴퓨터 기술과 확보한 자료들의 처리 

및 해석기술이 활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컴퓨터와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기술부족

으로 찾지 못하거나 탐사를 포기했던 지역까지 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매장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 시추(Drilling)

탐사 평가는 특정 지역에서 원유가스 자원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원유나 가스 자원의 존재 여부는 유정이 시

추될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추 서비스는 원유가스 매장량

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시추작업은 탐사시추

와 평가시추로 구분된다. 탐사 시추(exploratory drilling)를 통해 원유

나 가스 자원이 확인되면 평가 시추(developmental drilling)를 통해 

부존된 자원의 규모와 경제적 생산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같은 시추 

단계에 투입되는 전체 자원개발(E&P) 자본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

지한다.

시추 업체(drilling contractors)들은 시추작업에 사용되는 리그(rig)

의 유형, 생산시스템 및 플랫폼의 유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시추 작업 

계획을 세운다. 지역 및 육해양 유전의 특징에 따라 다른 종류의 리그

와 플랫폼이 사용된다. 시추되는 유정의 종류에는 탐사유정(유전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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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동안 시추), 평가(appraisal)유전(유전에서 자원의 특질을 평가하

기 위해 시추), 개발유정(원유 가스 생산을 위한 시추)이 있다.

3) 완결 및 생산(Completion & Production)

탐사 시추에 의해 원유가스 자원이 확인되면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

을 개시하는 완결 생산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시험

정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양의 원유 가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

은 무산출유정(dry well)으로 간주되어 폐기된다. 유정을 폐기하기 위

해서는 시멘트 플러그(Cement plugs)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원유가스가 확인되면 완결 생산 작업을 통해 원유가스가 지하 

매장지로부터 지표까지 추출되는 흐름경로(flow path)를 건설하는 것

인데 통상적으로 완결은 원유가스 생산을 위한 유정 준비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유정 완결의 첫 번째 단계는 유정을 위한 케이싱(casing)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파이프들을 casing string이라 불리는 하나의 

긴 튜브로 조립하는 것이다. 이 casing string은 wellbore에 삽입되어 

접합된다. 케이싱은 유정이 함몰되는 것을 막아주며 다른 지하수들이 

wellbore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케이싱의 밑바닥에 있는 천

공들은 원유나 가스가 wellbore로 흐르도록 한다. 케이싱 설치가 완료

되면 작은 튜브가 함께 연결되어 cased hole의 밑바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튜브는 원유가스의 흐름경로를 제공해준다. 밸브나 계측기

(gauges)와 같은 다양한 유정 장비(Wellhead equipment)들도 설치되

는데 이것은 원유가스의 흐름을 제어하고 폭발을 막아준다. 완결 생산

단계의 작업에는 케이싱과 tubular서비스, mud engineering과 공급, 

fishing and downhole operations, 배선(wireline)서비스, 시멘팅, 유정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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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well testing), 개수 및 보수 서비스(workover and repair services), 

플러깅 및 폐기 서비스(plugging and abandoning services), and the 

use of completion fluids 등이 있다.

생산서비스 역시 유전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

라서 운영사 또는 탄화수소 생산업체들은 최고의 생산서비스에 접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생산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생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유전개발 관련 산업과 특징

가. 유전개발 연관 산업

유전개발과 연관된 산업은 많다. 탐사 단계에서는 컴퓨터와 IT산업

이 탐사의 기술 및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추와 완결 단계에서는  

악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지하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강관재와 시추

기 및 시추와 관련된 수많은 장비, 부품들을 만드는 기계산업의 발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해양의 경우는 시추선이나 FPSO11), 

플랫폼 건설 등에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영향을 미친다. 광구를 구축하

거나, 유지, 폐쇄 단계에서도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관련 

산업도 상류부문과 큰 연관을 가진다. 

11)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 load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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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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
트 설비와 설계, 제작 등의 엔지니어링 산업
Platform, 배관망 등의 설치 운영 기술 및 각종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소재 산업

건설산업
자원의 개발 생산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구축물 건설, 토목 등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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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
발 구축물, 수송선 등에 대한 대규모 보험산업

컨설팅 중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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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자원개발 관련 산업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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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완결 후나 광구의 인프라 설비 구축에는 건설이나 토목산업들

이 관여한다. 탐사설비나 시추설비와 관련 설비들이 제작되기 전에는 

우선 이를 설계,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이 크게 관여를 한다. 유

가스전에서 생산된 자원을 수송, 저장 및 처리하는데는 대규모 플랜트 

산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 토목사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하드웨어 산업 이외에 자원개발이 사업화하기 위해서

는 자원개발 사업을 중개하고 평가하며 물류를 공급하는 컨설팅 및 

용역사업들이 참여하게 되고, 사업비 조달 및 사업위험 감축을 위한 

금융 보험산업도 자원개발에 특화하여 발전하게 된다. 이같이 자원개

발에 참여하는 산업들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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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개발 관련 산업의 특징

유전개발에는 많은 산업분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E&P기업에서 이 

모든 분야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렵다. 또, 상류부문의 참여 산

업은 대부분 기술집약적이고 종사하는 인력은 전문 고임금 고용자들

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E&P기업에서는 자체 인력보다는 계약 인

력을 선호한다. 유전개발의 장비도 매우 고가인 데 반해 자원개발 사

업은 개발 환경마다 요구되는 장비의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보유

하기보다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상류부

문에는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매우 큰 산

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E&P 투자규모가 유가 등 자원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류부문의 

관련 산업들도 국제 자원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자원가

격이 오르게 되면 E&P 기업들이 상류부문의 개발을 증가시키면서 상

류부문 관련 산업의 수요도 크게 증가한다. 이럴 경우 상류부문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상류부문 관련 산업의 

비용이 크게 오르게 된다.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 E&P 기업의 수익도 

상승하지만 비용도 크게 상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대로 자원가격

이 하락하면 상류부문 관련 산업들의 비용도 낮아지며, 이 산업들은 

상당한 불경기를 맞게 된다.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자원가격은 크게 

상승했으며, 상류부문의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도 크게 늘어나 최근 그 

전성기를 맞고 있다. 단, 지난 2008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35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한때 상류부문의 시장도 크게 위축된 적이 있다.  

상류부문의 핵심 분야들은 대부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산업들

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지와 오지, 초심해(ultra-deepwater) 등

으로 개발환경이 매우 열악한 광구들이 확대되면서 상류부문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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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높은 기술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광구의 지형과 개발 여건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나 설비, 장비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

고 광구의 특성과 제반 여건에 따라 달리하는 주문자 방식의 기술과 

설비(customized technology and equipment))이 요구된다. 그래서 상

류부문의 참여 산업들은 광구개발 여건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광구개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산업요소이다.

특성 내  용

특화된 서비스
E&P 기업이 기술, 장비, 인력들을  자체 보유하기 어려움
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로 발전

Customized & 
Knowledge based

Industry

광구개발 여건과 특성이 모두 다름에 따라 표준화된 기
술, 장비 적용이 곤란
장비, 설비들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고도의 숙련된 기
술자들을 고용

자원가격에 민감 유가 및 가스가격이 산업에 크게 영향

E&P기업과의 관계
안전 문제가 E&P기업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오랜 관계
를 통한 신뢰가 가격경쟁력보다 더 중요
사업 경험(Track record) 없이는 시장진입이 어려움

<표 3-5> 상류부문 관련 산업 시장의 특성

한편 광구개발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

로 이어져 해당 E&P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경우에 따

라서는 기업 존폐가 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E&P기업이 협력 기업을 

선택할 할 때는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적 선택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

에 평소 잘 알고 오랜 신뢰관계를 가져온 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곧 프로젝트 수행경험(Track record)이 없으

면 시장진입이 어려운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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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전개발 산업의 국내외 현황

1. 국제 현황12)

가. 유전개발 관련 산업 시장 규모

1) 세계 시장 규모

상류부문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첫째는 상류부문 관련 산업군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기관마다 

다르고 둘째는 이 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이 분야

에서 가장 전문적 분석을 실시하는 GBI(Global Business Intelligence) 

는 매년 상류부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2012년 상류부문 연관 산업시장을 약 $1,500억 규

모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분석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석

유 가스의 세계 E&P 비용이 $5,000억∼$7,000억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그러나 GBI가 조사한 기업은 제2장의 

<표 2-1>에서 I, II분야, 즉, oilfield service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된 대형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개발

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평가, 중개, 금융, 보험 등의 사업전문 서비스 

분야는 GBI가 조사한 시장범위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상

류부문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GBI 조사 자

12) 국제현황은 GBI(2013)의 “Oilfield Service Industry to 2017”의 내용들을 주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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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토대로 석유 가스의 상류부문 서비스 산업 시장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유가와 가스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류부문의 서비스 산업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05년 $1,150억에서 2012년에는 

$1,520억로 7년 사이에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중 2008년도 유가급락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시장규모가 늘어났다. 

GBI는 2012년 이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 가스전 개

발은 연평균 8%씩 계속 확대되어 2017년에 이르면 시장규모가 

$2,0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의 시장 증가추세를 보면 

유가변화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심해저 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4-1] 상류부분 서비스산업의 시장 규모

      자료: Oilfield Service Industry to 2017, GB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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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시장 중 북미와 중동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서비스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 두 지역의 시장이 전체 시장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남미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도 지속적으로 시장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

남미 지역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심해저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개발 단계별 시장규모

상류부문의 밸류체인별로 시장비중을 보면(2012년 기준), 탐사 및 평

가 단계(Exploration & Evaluation)가 전체의 6.3%, 시추 단계(Drilling)

가 24.4%, 완결 및 생산 단계(completion & Production)가 69.3%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전체 상류부문 시장에서 완결 및 생산단계가 가장 

큰 시장규모를 이루고 있고, 반면에 탐사 및 평가 단계의 시장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상류부분 서비스산업의 시장 규모 

        자료: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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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로 시장규모의 차이가 큰 것은 각 밸류체인의 특성이 다

르기 때문이다. 완결 및 생산 단계는 서비스의 범위도 다른 단계에 비

해 넓기도 하지만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가 구축

되고 토목건설 등에 참여하는 인력도 대규모로 동원되기 때문에 자본 

소요액이 크다. 반면에 탐사 및 평가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장비와 소수의 인원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비중이 

낮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오지나 심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높

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탐사, 평가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각 밸류체인에 있어 비용이 낮다고 그 중요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탐사 및 평가 단계는 다음 단계로 사업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사업을 

철수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때 잘못된 판단은 막

대한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막대한 투자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또, 시추 단계는 전체 비중의 20%∼25%정도를 차지하

지만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이고 역시 잘못된 시추로 인해 사

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나. 유전개발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특성 

유전개발 서비스 기업에는 규모가 큰 종합서비스 기업(Integrated 

service company)과 규모가 작은 중소서비스 기업(Small service 

company)들이 활동하고 있다. 종합서비스 기업은 탐사부터 시추, 생

산에 이르기까지 상류부문의 밸류체인에서 거의 전 분야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서비스기업

의 4대 메이저인 슐렘버제이(schlumberger), 핼리버턴(Halliburton),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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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 휴(Baker Hughs)와 그리고 웨더퍼드(Weatherford)가 있다. 현재 

상류부문 서비스산업은 이 종합서비스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상류부문 개발 사업이 있는 곳이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종합서비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서비스 기업은 주로 상류부문 밸류체인에서 일부 분야에 전문

성을 갖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규모가 작은 기

업들이다.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이는 종합서비스기업에 비하여 그

러하다는 것이고 일부 중소서비스 기업에는 상당한 기술경쟁력과 매

출규모를 가진 기업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탐사 및 평가부문에만 

특정되어서는 CGG Veritas, Fugro 등 일부 기업들이 종합서비스 기업

보다는 높은 기술경쟁력으로 관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정 보수작업과 같이 높은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종합서비스 기

업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소서비스 기업들

도 있고, 특정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갖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서비스 기업(Niche service company)도 있다.

상류부문 서비스산업 시장은 종합서비스 기업이 매 우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종합서비스 기업은 다시 중소서비스 기업과 계약을 

통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소서비스 기업의 시장은 겉에

서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크다. 통상 E&P 기업인 IOC나 

NOC들은 중소서비스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보다는 종합서비스 

기업에 전체적인 운영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종합서비스 

기업은 다시 여러 서비스 분야를 중소서비스 기업이나 특정서비스 기

업과 재계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서비스 기업이나 특정 

서비스 기업이 직접 E&P 기업과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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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류부문 서비스산업의 계약 형태

   자료: Oilfield Service Industry to 2017, GBI, 2013

다. 밸류체인별 서비스 산업 현황과 시장 추이 

1) 탐사 및 평가

탐사 및 평가 서비스 분야는 Fugro와 CGS Veritas, PGS(Petroleum 

Geo service)와 슐렘버제이 산하기업인 WestemGeco 등 세계 4개 기

업이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 이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장을 TGS, Geokinetics 등과 중국의 

CNPC, CNOOC 등이 차지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소수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이 기업들은 E&P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받아, 다시 여러 분야의 소규모 전문 탐사평가 서비스 기업과 

재계약하여 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시장점유율은 이보다

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탐사 및 평가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는 약 $95억로 추정된다(GBI, 2013). 

탐사 평가서비스는 점점 더 전문화, 특수화 되어가는 경향이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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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큰 종합서비스 기업들이 중소서비스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종합서비스 기업도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전

문화된 중소 서비스업체에 의뢰한다. 탐사 및 평가 부문의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탐사 영역도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Wide Azimuth 

(WAZ)나 전자영상처기 기술(electromagnetics), 4차원(4D) 지질조사

와 같은 기술은 과거에 주로 신규 탐사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지만 현

재는 성숙 유전의 잔존 매장량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탄성파 영상검사(seismic imaging and analysis), 지질 지

구물리(geological and geophysical) 서비스 같은 것은 종합서비스 기

업보다는 중소 서비스기업들이 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

에 따라 탄성파 영상검사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최근 BP는 초고속 컴퓨터(이른바 supercomputing)

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엑손모빌이나 쉘, 셰브론 등 주요 

메이저들 역시 컴퓨팅기술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이에 관련 설

비들이 전 세계에 걸쳐있는 방대한 지질 및 지질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탐사 소프트웨어 부분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방대한 양의 지질데

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실시간 쌍방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극 

도입하고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매장량에 대한 탐사 프

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매장량평가에 대한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탐사 평가 서비스산업은 석유가스 가격변동에 매우 영향을 많

이 받는다. 석유가스 가격 상승은 탐사 평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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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하는 반면 석유가스 가격 하락은 새로운 유전 지역의 탐사 평

가에 대한 투자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이 시장은 기술이 급속하게 발

전하고 있고  기술이 수시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기

업의 R&D비용이 매우 높다. 이것이 이 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

고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 시추(Drilling) 시장

시추는 직접 지하에 공을 뚫어 매장지에서 석유가스자원의 존재 여

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탐사시추를 통하여 

석유가스 존재가 결정되면 평가시추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되고 이후

에 석유가스 생산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시추 시스템과 서비스는 

전체 상류부문 사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추 서비스시장 규모는 E&P기업의 비용지출에 따라 달라진다. 지

난 2009년 유가하락 때문에 시추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어 시추서비스

에 대한 수요도 급락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시

추 서비스업체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

준히 성장했다. 

시추 서비스 분야는 일반적으로 시추에서 완공 및 생산 단계에 걸

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즉, 세계 시추 서비스 시장의 약 80%는 상위 3개의 유전 서비스사가

들이 차지하고 있다. Schlumberger는 전체 시장의 약 36%를 차지하

고 있는데 Schlumberger의 주요 수입원은 북미 이외의 지역이며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가장 활발한 시추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 종합기업인 Halliburton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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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계 시추 서비스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Baker 

Hughes사로 시장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북미시장에서 강세

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Weatherford International, National Oil 

Well Varco, China Oilfield Services사 등의 국제적인 시추서비스 기

업들이 있다.

대기업들이 시추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추시장에는 리그

(rig) 설비를 임대하거나 일부 분야의 서비스기술(예를 들어 directional 

drilling, LWD, MWD 등)을 제공하는 중소규모 기업들도 많은 활동

을 하고 있고 종합서비스 기업들은 E&P기업에서 계약한 많은 분야

를 이들 중소규모 서비스기업과 재계약을 하여 시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보면 내륙지역 가용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해양 탐

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심해와 초심해 시추개발이 증대되

고 있다. 초기 해양 탐사는 주로 수심이 낮은 대륙붕에서 추진되었으

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해양시추로 사업지역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미걸프만으로부터 서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심해 매장지가 발견되었

다. 그러나 매장지가 있다 해도 기술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심해

와 초심해 시추활동이 증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E&P기업들이 이같이 초심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암염층 하부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암염층하부 매장량(Subsalt reserves)은 보통 석유 매장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천 미터 아래의 모래, 암석, 소금층인데 상당한 원유를 보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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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결 및 생산부문 시장

평가시추에 의해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확인되고 가채부존량이 

경제성이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석유나 가스의 생산을 

위한 유정(well)을 구축하고 생산준비 단계로 들어간다. 완결 및 생산

시장은 상류부문의 밸류체인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2012년 기준 

$1,050억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4] 완결･생산서비스 시장의 주요 기업 점유율

     자료: 전게서

다른 밸류체인에 비해 완결 및 생산 단계의 시장규모가 가장 커도 

시장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다른 밸류체인에 비해 요구

되는 기술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개발 서비스분야의 

4대 종합서비스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이들 4대 기업의 시

장 점유 비중은 약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기술 장벽이 낮은 대신 그만

큼 시장경쟁도 높은 편이며 광구 지역의 토착 서비스업체들의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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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기업을 활용하도록 규

제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밸류체인에서와 같이 종합서비스 기업들은 E&P 기업으로

부터 사업서비스 계약을 받아 여러 분야를 중소규모 기업들과 협업하

고 있다.

2. 국내 유전개발 관련 산업 현황

가. 유가스전 개발 서비스 산업 현황

우리나라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자원개발 서비스사업은 석유공사가 

시추선 서비스사업을 추진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있다13). 석유

공사는 1984년 반잠수식 시추선인 두성호를 건조하였고, 그 이후 

2012년 말까지 8개국 108공 시추조업을 하였다. 최근에는 유 가스전 

개발이 계속 확대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여 매출액이 상승하는 추세

이다. 하지만 두성호의 운용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새로운 시추선 

건조가 필요한 시점이다14).

한편 2003년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現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서 자원개발 투자펀드에 대해 조세혜택과 일정부분 투자보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 갔다. 당시 금융기

관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풍부한 민간부문 유동자금들을 자원개발 사업

에 투자에 유인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내의 자원개발 사업기

13) 석유개발산업의 균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제도 및 주요기업 성장 전략 연구, 
지식경제부(연구수행기관: 법무법인 청진), 2011.9

14) 두성호의 선령은 2013년 현재 29년이고, 두성호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30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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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낮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나 사업자문을 국내에서 확보하

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에너지자

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

외적 환경 변화와 투자시장의 해외 직접 투자 활성화 등으로 국내에

도 재무투자자나 일반 기업의 자원 투자에 대해 서비스나 투자 안내

자 역할을 하는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명
자산

(억 원)
매출액
(억 원)

인원
(명)

설립
연도

서비스 분야

한국석유공사
시추선 사업부문

1,600 827 46
(국내) 1984 기술제공(시추)

오일퀘스트 2 2.5 4 2009 기술제공(탐사자료처리),
사업평가(매장량 평가)

(주)신스
지오피직스

- - 2 2006 기술제공(탐사자료처리),
연관서비스(S/W 개발)

(주)유니버설
에너지 서비스

0.46 - 2 2005 사업평가(매장량 평가)

에너지홀딩스
그룹(주) 10 10 8 2004 사업평가(매장량평가, 

중개), 연관서비스(교육)

<표 4-1> 국내 석유개발 서비스 기업 현황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2012년 9월 기준

 해외석유개발 프로젝트 수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생

산광구의 매입, M&A 등 석유개발 부문의 사업이 다각화됨에 따라 국

내 E&P 기업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금융상품을 조성하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 분야에서도 석유개발 서비스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국내 석유개발에 대한 기반산업(기술, 전문인력, 금융 등)의 취

약성으로 인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들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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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협회에 등록한 업체15)들을 중심으로 석유개발 분야의 

국내 서비스기업은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9월 기준 총 5개 기업이 등록하였으며, 시추선 서비스를 제외

하고 모든 기업이 영세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 시추선 서비스 기업

을 제외하고 4개 서비스 기업 증 2개 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나머지 2개 기업은 중개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사

업을 추진 중이다. 종사인원은 10명 이내이고 매출액도 10억 원 이내

의 영세 수준이다. 

나. 해양 플랜트산업과 해상 유전개발

1)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16)

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양에서 원유와 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

서 소요되는 장비, 기술 및 관련 서비스와 연관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해양플랜트 분야는 조선분야에 비해 부가가치가 4~5배나 되는 고도 

기술 집약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육상유전이나 대륙붕(offshore) 유

전에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심해지역으로 유전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수주액도 2008년 41억 달러 수준에서 2012

년에는 221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17) 특히 조선 3

15) 해외자원개발협회는 2010년부터 자원개발서비스 기업의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신청에는 기술전문 인력 등 몇 가지 등록요건이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분야의 서비스기업들은 거의 등록하기 때문에 협회 등록기업을 우리나
라의 전체 서비스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 이 항목의 해양플랜트 경쟁력 관련 내용은 주로 <안충승, 해양 플랜트산업 육성 
및 전문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구상, 2010>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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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일반 상선 등 선박의 

수주실적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2020년까지 800억 달러로 3배 이상 늘리고, 엔지니어링, 기

자재 등 국내 수행비율도 2020년까지 60%로(’11년 40%, ’20년 60%) 

높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선진 기업

에 예속된 제작, 생산 단계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이

다. 기존 조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추선(장비), 드릴십, FPSO 등 

부유식 해상 설비 제작에서 한국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을 위한 사전 엔지니어링인 FEED18) 역량이 부족하고 한

국이 프로젝트의 개념설계나 기본 설계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

재의 국내 조달도 한계가 있어 설비용 기자재 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해양개발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이다19).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은 외견상 수주액의 규모는 

매우 크지만 아직은 외국산 부품을 구매 조립하는 수준이다. 사업타당

성조사부터 유지 보수에 이르는 일련의 해양산업의 과정(life cycle)에

서 건조 분야만 경쟁력이 있고 설계나 엔지니어링, 운영, 유지보수 등 

나머지 분야는 전문기업이나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20). 더구

나 우리가 강점이 있는 해양플랜트 제작 및 건조도 인건비가 싼 중국 

등 후발국이 추격해오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조선분야에서 한국 진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최근 해

17) CNBNEWS, 2013.9.13일
18)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19) 배영일, 한국해양개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5월
20) 박성재외, 조선산업 신성장동력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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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플랜트 산업 육성정책과 국내외의 보유 광구에서의 경험, 기술 습

득으로 해양플랜트 제작, 건조분야에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엔

지니어링 분야는 개념설계(Conceptional Engineering), 기본 공정설계 

(FEED : Front-End Engineering Design),  기본설계와 상세설계(Basic 

Engineering & Detailed Engineering)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설계는 전

체 공사의 10% 내외이나, 전체 제작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자재 

공급에 대한 구매사양(Specification)도 엔지니어링 회사가 지정한다. 

또한 Engineering 분야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발하고 연관 산업의 발

전을 진흥시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설계를 수행할 능력과 수

행한 실적이 거의 없다. 해상플랜트 설치분야 역시 설치 장비 및 기술

이 미미하여 선진국 설치회사의 과도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

는 상황이며 특히 제작 스케줄이 설치회사의 설치장비 가용성에 따라 

종속적으로 예속되어 부가가치를 잃고 있다. 해상플랜트 운송 분야는 

육상에서 최대한 많은 조립 단계를 거친 후, 해상에서는 단순한 연결 

작업만하는 것이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개념이다. 네덜란드의 Dockwise

사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대중공업이 동해 가

스전의 구축물 운송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 Launch 

barge를 1대 보유하고 운송 및 Launching Operation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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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해양플랜트 분야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현황

   자료: 안충승, 해양 플랜트산업 육성 및 전문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구상, 2010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경험이 거의 없으나 

운영권을 가진 베트남 프로젝트 및 동해가스개발 사업에서 해양플랜

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경험을 점차 쌓아 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자재 관련 사업은 조선산업의 기자재 산업

보다 사양이 까다롭고 용량에서도 차이가 크다. 국내에서는 조선산업

의 기자재 업체는 매우 발달되어 국산화율이 매우 높으나, 해양기자재 

분야는 개발되지 못하였다.  

2) 해양플랜트산업과 자원개발 사업 관계

해양 플랜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해양플랜트의 경쟁력은 엔지니어

링 분야의 인재육성이 관건이나 이는 광구 경험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산업이 해양설비 제작 등 부

분 참여에 그치는 근본 원인은 해양 개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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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전문 인력 부족은 사업 경험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21). 즉, 한국에는 기본 설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신규 해

양개발 사업이 부재한데 광구 경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엔

지니어링과 해양 플랜트 운송, 설치, 운영 및 기자재 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2012년)22)에 의하면 한국이 유망산업인 

해양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해양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동 연

구소는 기존 조선산업의 역량과 건설, 엔지니어링, 철강, IT 역량을 연

계하여 '해양개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사업경험 확보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한국 노동연구원이 해양플랜트에 진출한 업체와 진출을 고

려하고 있는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3)에서도, 우리나

라의 해양플랜트 시장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

는 질문에 국내조선소에게 해양플랜트 설계 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해양플랜트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을 위해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

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타난 응답과 동일하게 공사가 

21) 국토해양부 분석자료, 2011
22) 배영일, 한국해양개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5월
23) 박성재외, 조선산업 신성장동력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활

성화 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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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플랜트 프로젝트를 발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

났다.

상기와 같은 분석사례를 종합해 볼 때 유전개발 광구의 확보가 우

리나라 해양플랜트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광구가 확보되더라도 단순한 지분투자로는 우리나라 기

업에 대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어려우며 이 경우 자원개발이 확대되

더라도 해양 플랜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해

양플랜트 산업에 큰 유발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플랜트 발주가 가능

한 운영권 사업이나 지분투자라 해도 해외 운영기업과의 전략적 투자

만이 산업유발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시점에서

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기업이 광권과 운영권을 확보했어도 국내 기업

에 당장 발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광구를 통해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육성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해양 광구개발 

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사업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이라 해도 역량과 경험이 없는 기업에 

발주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초기에는 국내 기업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전해줄 수 있는 해외 유수기업에 전략적 발주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해양 플랜트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광구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거나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기

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이 공동으로 광구를 투자하는 방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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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애 관한 평가

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책의 필요성이나 유효성을 고려할 때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모형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거시모형은 우리나라의 구조를 다수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형으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해외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성과가 국내로 도입되

어질 때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해외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위급상황을 제외한 경우에 운송비를 고

려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 또는 가스를 국내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에는 국내로 석유 또는 

가스판매대금이 달러의 형태로 유입된다. 이에 따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려면 국민경제를 모형화한 거시경제모형분석이 유용하

다. 이 분석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GDP, 경상수

지,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거시경제모형분석에서는 행태방정식들을 이용하며 국민소득계

정을 중심으로 하여 공표통계들을 이용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발효과분석을 이용하려면 기초통계로 산업연관표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기존의 산업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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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대상으로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연관표

와 기존의 유발효과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이 국

내경제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은 추정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해외석

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를 측정하려면 기존의 산업연관표와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을 결합하여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한다. 

2가지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효과를 산

업에 대한 연관의 측면과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측면에서 추정하는 

것은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유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그리고 2가지 분석방법이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

므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유의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이

해도를 높여 국민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분석모형

가. 거시경제모형분석24)

우리나라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수행하여 회수한 금액을 외화

의 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를 거시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1997

년에 발표한 연간거시계량경제모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이후에 발

표된 2004, 2012년의 분기거시계량모형(BOK04, BOK12)을 통해 최

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이므로 본 절에서 기재
하는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국은행(2005)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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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의 대상기간은 1990~2012년이다. 

여기에서 도출하여 구성하는 행태방정식들은 Historical data를 사용하

므로 석유가스개발산업의 발전에 의한 산업적, 기술적 또는 기타 부가

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은행(2005)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통화정책

이나 재정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보다 긴 시간을 고

려한 거시모형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적에 의해서 개발되

었다. 이 모형은 1970년에 개발되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소비, 투자, 물가 등을 결정하

는 여러 행태방정식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연립방정식 모형이며, 대내

외 여건의 변화나 정책변화 등을 감안하고 있다. 이 모형은 자본스톡, 

잠재GDP 등 공급부문을 보다 확충하여 공급충격의 영향에 대한 분석

도 가능하다. 

이 모형은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수요부

문은 최종수요, 재정, 금융, 대외거래의 4개 부문, 그리고 공급부문은 

임금 물가, 노동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모형은 총 65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형성된 중규모 거시계량경제모형이며, 연립방정식은 49개 

행태방정식과 16개 정의식으로 구분된다. 연립방정식 체계의 수로 보

면 BOK97AM 모형과 본 연구의 거시경제분석모형이 유사하지만, 경

제 및 정책 여건의 변화, 분석목표 등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개별 행태

식도 상이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1년을 기준으로 하

는 연간모형이지만, BOK04, BOK12는 분기모형으로 2~3년의 단기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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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연관분석25)

산업의 유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특정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그 산업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산이 발생하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그 산업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산이 발생

하는 것은 1차 효과로 불린다. 이 유발된 수요가 추가적인 효과를 만

들고, 그 효과가 0이 될 때까지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이처럼 특정산

업분야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해당 공업 분야

의 생산량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부문에 대해서 생산량

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산업유발효과이다.

유발효과분석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 의한 직접적 영향과 간

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유발효과분석에서는 투입계수표(A)를 기

초로 작성하는 생산유발계수표(레온티에프 역행렬)를 이용한다. 생산

유발계수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가 만드는 유발생산량을 구할 

때에 (5.1)을 사용한다.

     

      

(5.1)

25) 산업연관표의 개요에 대해서는 한국은행(2011)을 참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생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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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최종수요

EX 수출벡터

IM 수입벡터

 최종수요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수출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수입에 의한 국내생산유발액

 제 j번째 산업의 총 생산

x ij 제 j번째 산업의 제 i 번째 산업에 대한 투입

a ij 제 j번째 산업에 대한 제 i번째 산업으로부터의 투입

계수

I 단위행렬

A 투입계수의 행렬

     레온티에프 역행렬

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은 해당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

였을 때 이 최종수요가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정도를 추정한다. 부가가

치는 산업연관표 내에 있는 부가가치부문을 이용한다. 식은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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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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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가가치율, 벡터  

 제 j번째 산업의 부가가치계

부가가치 내에서는 고용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로 인해서 초래되는 고용자소득유발액은 소비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수렴할 때까지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을 고려한다. 소비지출유발액은 고용자소득유발액에 소비

성향을 곱하여 도출한다. 여기에서 도출한 소비지출액은 최종수요부

문의 민간소비지출의 상품별 구성을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의 각 산업

부문에 연결한다.26)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의 노동에 대한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표

를 갖고 있다. 고용표를 이용하면 노동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생산분야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고용의 정도를 추정할 때에는 (5.4)를 이용한다. 

        (5.4)

26) 상품별 구성에서 부(負)의 값을 갖는 부문에 대해서는 숫자를 0으로 바꾸어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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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고용유발계수, 벡터

 제 j번째 산업의 고용계수

3.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반영의 산업연관표

가.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

주요국들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

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갖고 있는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생산

공정을 살펴서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일반성과 각국의 특수성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에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시킬 때에 필요한 투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과 연도는 다음의 <표 5-1>과 같

다. 국가별로 대상연도가 상이한 것은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공표산업

연관표의 연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가명 대상연도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2005

노르웨이 1992, 1995, 2000, 2005, 2007
미국 2005
한국 2005, 2009

<표 5-1> 분석대상 국가와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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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생산자가격기준 산업연관표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에 해당하

는 산업분류를 파악한다. 각국가마다 산업분류명은 차이를 갖지만, 석

유가스개발사업을 호주의 경우에 ‘Oil and gas extraction’, 프랑스의 

경우에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service 

activities incidental to oil and gas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 일

본의 경우에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노르웨이의 경우에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services incidental to oil and gas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 미국의 경우에 ‘Oil and gas extraction’

의 산업명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168부문의 산업부문분류를 기준으

로 ‘013 원유’, ‘014 천연가스’라는 산업분류를 갖고 있다.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국의 산업연관

표를 공통산업부문분류(산업 부문 수 38개)에 따라서 통합한다. 공통

산업부문분류는 <표 5-2>와 같다. 공통산업부문분류는 분석대상국가

들(호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미국, 한국)의 산업연관표가 갖고 있

는 산업분류들의 최소공배수에 해당한다.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는 각국의 표가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재작성되어야 한다. 작은 수의 

산업부문들을 갖는 표를 작성하게 되면 산업연관표 내에서 이질적인 

산업들까지 통합을 하게 되어 산업특성이 사라지고, 산업 간의 중간거

래가 생략되므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생산자가격 기준의 표를, 유럽은 기

초가격27) 기준의 표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가격평가기준을 맞추기 위

27) 기초가격은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한 단위당 생산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
하는 금액에서 그 생산물 단위의 생산 또는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생산물
세)를 차감하고 생산물보조금을 더한 가격이다. 기초가격 = 생산자가격 - 생산
물세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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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부문>
구분 부문 명 구분 부문 명

1 농수산축임산업 20 수송

2 석탄 21 기타제조업

3 원유가스 22 전력, 도시가스, 증기

4 광물 23 수도

5 식품제조 24 건축 및 건설

6 섬유제품 25 수리

7 가죽제품 26 도소매

8 목재 및 목제품 27 음식 및 숙박

9 종이 및 인쇄 28 수송

10 석탄제품 29 운수서비스

11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30 통신

12 고무제품 31 금융

13 시멘트류 32 부동산

14 철강제품 33 사업서비스

15 금속제품 34 공공행정

16 일반기계전기장치 35 교육

17 컴퓨터 및 사무기기 36 의료 및 위생

18 전기전자기기 37 기타서비스

19 정밀기기 38 분류불명

<표 5-2> 공통 산업 부문 분류(산업 부문 수 38개)

하여 유럽 국가들의 표를 생산자가격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초가격평

가표는 생산자가격평가표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물세와 생산물보조금

을 분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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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구분 부문 명 구분 부문 명

40 피용자보수 43 생산세 및 보조금

41 영업잉여 44 부가가치계

42 고정자본소모 45 총투입

<최종수요>

구분 부문 명 구분 부문 명

40 민간부문소비지출 44 수출

41 정부부문소비지출 45 수입

42 고정자본형성 46 총공급

우리나라는 2005년 산업연관표부터 동해가스전을 대상으로 하여 투

입구조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입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비교에는 투입비율을 이

용한다. 이는 각국의 산업연관표가 각국의 통화단위를 기준으로 하므

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보다는 비율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표 5-3>과 <표 5-4>는 주요국의 석유 가스개발

사업의 투입구조를 금액기준과 비율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중간투입비율보다는 

부가가치비율이 높다(<표 5-5> 참조). 중간투입비율은 10.53%~55.64%, 

부가가치비율은 44.36%~89.44%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간투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교대상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간투입비율이 높고 부가가치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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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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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투입계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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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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투입비율과 부가가치비율을 국가별로 보면 호주(2008년 기준)

가 19.56%와 80.44%, 미국은 2005년 기준 55.64%와 44.36%, 2011

년 기준 39.46%와 37.62%, 일본은 2000년 기준 37.62%와 62.38%, 

2005년 기준 44.56%와 55.44%, 프랑스(2007년 기준)는 36.13%와 

62.27%이다. 노르웨이는 중간투입비율과 부가가치비율이 1992년 기

준 21.37%와 78.66%, 1995년 기준 18.98%와 81.03%, 2000년 기준 

10.53%와 89.44%, 2005년 기준 13.16%와 86.84%, 2007년 기준 

15.29%와 84.71%이다. 시계열로 비교가 가능한 미국과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간투입비율과 부가가치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16.13%와 83.87%, 2009년 기준으로 24.85%와 75.15%이다. 이러한 

비율구조는 호주 및 노르웨이와 유사하다.

투입구조를 보면, 호주의 경우에 자(自)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이 전체 

투입의 5.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투입비율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는 

전력 가스 증기 1.91%, 금융부문 1.91%, 부동산 1.83%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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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의 경우에 석유가스

개발사업에서는 기업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투입이 많다. 기업서비스

산업은 기계, 설비 등에 대한 대여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처리 서비

스, 법률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연구 및 개발서비스, 출판, 기업

서비스, 그 외의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 기업운영 및 관리, 행

정 및 지원서비스, 청소서비스, 안전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 2011년을 기준으로 기업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이 전체 투입의 12.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투입비율을 갖는

다. 그 다음으로는 자부문 8.75%, 건설 4.85%, 화학제품 1.77%, 금속

제품 1.61%의 순서이다. 일본의 경우에 2005년을 기준으로 기업서비

스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이 전체 투입의 9.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투입비율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는 전력 가스 증기 6.56%, 금융 

5.99%, 금속제품 3.09%, 상업 1.94%, 통신 1.78%의 순서이다. 프랑

스의 경우에 기업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이 전체 투입의 

17.0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투입비율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는 금

융 11.41%, 통신 1.91% 의 순서이며, 그 외의 산업부문들로부터의 투

입은 1% 미만이다. 노르웨이의 경우에 2007년 기준으로 기업서비스

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이 전체 투입의 3.28%를 차지하여 가장 높

은 투입비율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는 자부문 2.10%, 운송기기 1.22%

의 순서이며, 그 외의 산업부문들로부터의 투입은 1% 미만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업서비스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은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금융과 부동산의 투

입비중도 크다. 미국은 건설의 비중이 높다. 일본, 프랑스는 통신의 비

중이 크며, 미국, 일본, 노르웨이는 운송의 비중도 낮지 않다. 노르웨

이는 시간에 상관없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운송설비의 비중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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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호주, 미국, 일본은 전력 가스 증기의 투입비율이 낮

지 않다.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자부문으로부터의 투입비율

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계설비, 금속제품, 기업서비스산업

부문의 투입비율이 높았다. 

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산출구조

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석유와 가스이므로 이 재화

들은 원료로 사용되는 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석유 가스개발

사업의 산출(배분)구조를 보면 내생부문의 경우에는 주로 자부문으로, 

무기화학기초제품, 유기화학기초제품, 석유제품, 전력, 도시가스로 배

분된다. 이 부분들에서 원유와 가스는 원재료로 사용되므로 석유가스

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배분량이 크게 된다. 최종수요의 경우

에는 가계부분 또는 정부부문이 원유나 가스를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

우는 없으므로 주로 고정자본형성이나 재고에 이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자국 내에 원유나 가스를 풍부하게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

의 경우에는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야 하므로 수입 항목에 큰 규모의 

숫자가 기재된다.

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의 국산과 수입재화 투입구조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2005년부터 동해가스전의 투입구조 및 산

출구조를 기재하고 있다. 국산과 수입의 구성을 살피면 우리나라가 해

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전개할 때에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부문들을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

도를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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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석유 가스개발을 추진할 때에 국

내기업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

여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관련 산업이 갖추어

지고 해당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해외석유개

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해당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국내의 

관련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을 통해서 석유 또는 가스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확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구분 총 투입 중간투입 국산 수입
금융부문

국산 수입

2005년 197,542 31,859
(16.13%)

31,688
(16.04%)

171
(0.09%) 2,235 171

2009년 195,193 48,512
(24.85%)

48,464
(24.82%)

48
(0.02%) 1,550 48

주: (   ) 의 비중은 총투입 대비 비중임.

<표 5-6> 2005년과 2009년의 석유가스산업의 국산 및 수입구조

(단위: 백만 원)

2005년을 기준으로 산업연관표의 기본거래표를 구성하는 국산거래

표와 수입거래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개발산업으로 투입

되는 산업 중에서 금융부문에만 수입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산

이다. 원유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은 4,603백만 원, 총 투입은 25,005백

만 원이며,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은 27,256백만 원, 총 투입

은 172,537백만 원이다. 이 금융부문으로부터의 투입 중에서 국산은 

각각 284백만 원, 1,951백만 원이다. 금융부문으로부터의 투입 중에서 

수입은 원유산업에 대해서 22백만 원(중간투입계 대비 0.48%),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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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에 대해서 149백만 원(중간투입계 대비 0.55%)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석유가스개발산업에서도 2005

년에 나타난 국산과 수입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유산업과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투입되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금융부문에만 수입이 존재하고 나머

지는 모두 국산이다. 원유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은 6,078백만 원, 총  

투입은 24,265백만 원이며,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은 42,434

백만 원, 총 투입은 170,928백만 원이다. 이 금융부문으로부터의 투입 

중에서 국산은 각각 197백만 원, 1,353백만 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

으로부터의 투입 중에서 수입은 원유산업에 대해서 6백만 원(중간투

입계 대비 0.10%),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 42백만 원(중간투입계 대

비 0.10%)이다.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2005년과 2009년의 국산 및 수입구조를 비교

하면 시점에 상관없이 수입은 금융부문에서만 존재한다. 이 산업에 있

어서 2005년에 비해서 2009년의 중간투입의 크기는 증가하였지만, 수

입의 비중은 낮아져서 2005년에는 중간투입 대비 0.54%의 수준이 

2009년에는 0.10%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수입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원유가스산업을 지원하는 금융부문도 우리나라의 산업부

문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해가스전에 대한 투입구조에서 국산이 담당

하는 정도는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개발관련산업이 개발 사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댓값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투입구조를 살

핀 결과에 따르면, 석유 가스개발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이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되지는 것이 아니라 국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산

업연관표를 통해서 살핀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투입구조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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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는 가스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에 대해서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사례를 검토한다.

산업연구원(2012)은 자원개발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2012)은 2008~2010년을 대

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3대 공기업의 해외투자액 중에서 외주처리금

액을 추정하였다. 해외자원개발분야에서의 서비스기업은 정부가 육성

하고자 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산업연구원의 외주액에 대한 추정결

과는 <표 5-7>과 같다.

구분 2008 2009 2010

총외주처리금액 526억원 935억원 1282억원

해외투자액(원화) 2조 4,111억원 4조 9,661억원 6조 1,614억원

(국내) 외주처리금액 107억원 191억원 261억원

주: 해외투자액에 대해서는 연도별 대미평균환율(2008년 1,103원, 2009년 1,276원, 2010년 
1,156원을 적용함.

자료: 산업연구원(2012)의 <표 3-8>을 인용함.

<표 5-7> 2008~2010년 3대 공기업 해외투자액 중 외주처리금액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2009년의 우리나라 국내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석유 가스에 대한 해외투자액은 3,624백만 달러(6,620,687백

만원, 2009년 대미연평균환율 1,276원 적용)이다.28) 이를 다시 공기업

과 민간 기업으로 나누면 각각 3,624백만 달러(69.87%, 4,625,674백만 

원), 1,563백만 달러(30.13%, 1,995,013백만 원)가 된다.

28) 2009년의 우리나라 국내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광물에 대한 해외투자액은 268 백
만달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가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물에 대한 
투자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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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2012)의 추정결과가 명시적으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재가공하여 기업군별로 외주

액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따르면 2009년의 석유 가스에 대한 

해외투자액 중에서 서비스기업에 대한 외주액은 133,826백만 원이다. 

이는 석유 가스에 대한 해외투자액 중에서 2.02%를 차지한다. 이는 

<표 5-8>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해외투자액
(백만 달러)

서비스기업에 대한 발주액(백만 원)

전체
국내기업에 
대한 발주

해외기업에 
대한 발주

공기업
3,624

(69.87%,
4,625,674백만원)

93,500
(69.87%)

19,100
(99.14%)

74,400
(64.94%)

민간기업
1,563

(30.13%,
1,995,013백만원)

40,326
(30.13%)

167
(0.86%)

40,159
(35.06%)

총계
5,187

(100%,
6,620,687백만원)

133,826
(100%)

19,267
(100%)

114,559
(100%)

자료: 산업연구원(2012)의 <표 3-1>~<표 3-8>을 이용하여 기업형태별, 외주기업형태별로 
구분하여 재계산함.

<표 5-8> 2009년 기준의 해외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와 발주액

서비스기업에 대한 외주액을 주체별로 보면 공기업의 발주액은 

93,500백만 원, 민간기업의 발주액은 40,326백만 원이다. 총 발주액에

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7%,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3%이다.

이 외주액을 수행한 주체별로 국내서비스기업과 해외서비스기업으

로 구분하면, 국내외주액은 19,267백만 원, 해외외주액은 114,559백만 

원이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외주액 중에서 국내에 대한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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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해외에 대한 비중은 85.60%이다. 

석유 가스에 대한 해외투자액에 대한 서비스기업 외주액의 비중은 

<표 5-9>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서비스기업에 대한 외주액은 총 투

자액의 2.02%를 차지한다. 총 투자액에 대비 서비스기업에 대한 발주

액 비중을 보면 공기업의 비중이 1.41%(93,500백만 원), 민간기업의 

비중이 0.61%(40,326백만 원)이다. 국내 서비스기업의 외주액은 공기

업으로부터의 경우가 0.29%(19,100백 만원),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경

우가 0.003%(167백 만원)이다.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에 대한 외주액보

다 해외서비스기업에 대한 외주액 금액과 비중이 높다. 

구분 해외투자액
서비스기업의 외주액

전체 국내기업의 외주 해외기업의 외주

공기업 69.87% 1.41% 0.29% 1.12%

민간 기업 30.13% 0.61% 0.003% 0.61%

총계 100% 2.02% 0.29% 1.73%

자료: <표 5-8>의 금액을 사용하여 해외투자액에 대한 비중을 도출한 것이므로 중복되는 
금액은 생략한다.

<표 5-9>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외주액 비중

이 결과에서 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서비스산업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서비스산업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 가스개발의 경우는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이 대부분 국산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해외석유 가스개

발사업의 경우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이 국산보다는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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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달하는 것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우리나라 내의 관련 산업 부문을 해

당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이 활용될 수 있는 수준

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석유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운영권을 보유하지 않고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의 경우라면 우리나

라의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석유가스개발사업

에 대한 투입구조를 보면 관련 산업을 활용할 수 있고, 해당산업에 참

여하도록 할 수 있는 산업구조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29)

라. 해외석유가스개발산업의 투입구조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의 수량 또는 금액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투입구조를 알아야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재

화와 용역들이 파악되므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추가적인 수요

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입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석유가스개

29) 국산 비율이 높다는 것을 관련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제를 과대추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플랜트기업이 설비들을 
부품의 단위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후에 납품을 하는 경우는 수입되는 
것이 부품의 단위이므로 플랜트기업의 수입으로 기재되고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수입으로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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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의 지출승인서(Authorization for Expenditure, 

AFE)를 주요기초통계로 이용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사업별로 

규모의 차이를 갖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렵고, 각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별로 투입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원가명세

서 등의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지출승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의 투입비율을 반영

한다. 그러나 지출승인서의 항목은 <표 5-10>에서 제시하였듯이 산업

연관표의 원유가스산업의 항목이 보다 숫자가 작다. 이에 지출항목 간

의 보완을 위하여 주요국 산업연관표의 원유가스산업 투입구조를 이

용한다.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주

요국들이 갖는 투입구조에서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5-3>에서 나타낸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를 보면,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에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는 유사

성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석유가스개발사업을 할 때에 다른 

나라가 하는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와 상이한 구조를 가질 것

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석유 가스개발사

업 투입구조를 구성할 때에는 노르웨이의 석유 가스개발사업 투입구

조를 보완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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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ing Intangibles Completion Intangibles Total 

Before Casting Point After Casing Point Intangibles
Administrative overhead Company Labor Tubing
Oper Extra Expense Ins Location, roads & damages Casing ACP/BCP

Company Labor Cement and service Surface pipe BCP

Conductor Pipe Perforating Wellhead equipment 
ACP/BCP

Location, roads & damages Logging Rods
Footage Trucking Bottom-hole pump
Daywork Casing crews Centralizers, Scratchers, etc

Cement and service Rental tools & equipment Tank battery
Dst and coring Frac/formation treating Separators

Logging Miscellaneous Heaters
Geological supervision Completion unit Gas production unit
Engineering service - 

contract Pumping Unit and engine

Mud materials Compressor
Fuel Dehydrator

Water Flow lines
Drill bits Miscellaneous 

Rental tools & equipment Trucking
Trucking Installation

Plugging and abandonment Salvages
Rig move-in & move-out

Casing crews
Pipe inspection

Miscellaneous unforeseen
자료: 이철우 외(2008)의 부록 B

<표 5-10> 지출승인서의 비용항목들 사례

<표 5-10>은 지출승인서의 항목들에 대한 사례이다. 지출승인서는 

제안된 시추정의 굴착 및 완결비용에 들어가는 예상비용으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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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 내역을 알려주므로 투입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로서 유용

하다.30) 지출승인서는 시추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권자가 각 사업권의 

소유자들에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한 사업들의 지출승인서들31)에 따르면, 비용

항목 중에서 무형비용(intangible costs)의 비중이 설비비용(equipment 

costs)의 비중보다 높다. 항목별로 Day work 의 비중이 높아서 전체 

비용 중에서 Day work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6% 정도이지만, 모든 

개발 사업에서 동일하지 않고 사업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외에는 Location cost, Fuel, Equipment cost 등이 다른 비용 항목에 

비해서 높다. 

마.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반영의 산업연관표 작성

본 연구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산업연관표의 금액거래

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공표산업연

관표 중에서 최신년도가 2009년인 것에 기초한다. 

내생부문은 위에서 주요국들의 석유 가스개발산업의 투입구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 38부문으로 하고, 여기에 ‘해외석유 가스개

발산업’을 추가한다. 이에 산업부문분류를 총 39부문이 된다.

내생부문에 ‘해외석유가스개발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산업연관표

의 행과 열의 균형조정방법을 사용한다. 균형조정방법 중 본 연구는 

KEO-RAS를 사용한다.32) 해외석유 가스개발산업의 총 투입액 또는 

총 공급액은 해외석유가스개발에 대한 투자액(2009년 기준, 5,187백만

30) 이철우 외(2008)
31) 개발사업에 대한 지출승인서는 대외비이므로 기업명이나 사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32) KEO-RAS에 대해서는 위에 정리한 균형조정방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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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6,620,687백만 원)으로 하며, 투입구조는 노르웨이 2007년 산업

연관표의 원유가스산업에 대한 투입구조, 지출승인서 사례들의 항목

들을 이용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석유 또는 가스는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경우와 우리나라로 도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로 나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하여 생산한 석유 가스는 

국내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

외자원개발사업법의 제 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은 국

내반입의무규정(2005년 3월 개정 7월 시행)을 담고 있어서 경우에 따

라서는 반입도 가능하지만,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

지는 않다. 또한 이 규정은 위급상황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통

해 생산한 석유 가스가 국내로 도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5

노르웨이 미국 
20051997 2007

중간 투입계(A) 6,792 280 33,011 25,337 90,095 132,508
총 투입(B) 34,724 775 87,756 118,584 589,725 146,210

석유 가스수입(C) 335 42,330 7,122,095 2,085 6,366 223,804
수입(C)/

중간 투입계(A) 4.93% 15118% 21575% 8.23% 7.07% 168.90%

수입(C)/총투입(B) 0.96% 5642% 8116% 1.76% 1.08% 153.07%
주: 산업연관표의 수입항목에 나타난 수치임.

<표 5-11> 국가별 석유가스개발산업 투입에 대한 수입 비중

(단위: 각국의 산업연관표 통화량 단위)
(백만호주달러, 백만유로, 백만엔, 백만NDK, 백만달러,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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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해외의 수입비율을 적용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의 산업연관표에서 석유 가

스개발부문은 해외로부터의 원유 및 가스 수입을 담고 있어서 수입은 

총 생산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들의 

산업연관표에서 보면 수입 비중은 총 생산보다 낮으며, 중간 투입계 

대비 비율이나 총 투입 대비 비율도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총 투입 

대비 수입비율을 보면 호주의 경우에 0.96%, 노르웨이 1997년의 경우

에 1.76%, 노르웨이 2007년의 경우에 1.08%이다. 

주요국들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구분할 수 없어서 투입구조에서의 국산품과 수입품의 구조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가 이

용 가능하므로 국산품과 수입품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에서 동해가스전의 투입구조를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여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한 결과를 보면 시간에 상관없이 수입

은 금융 부문에서만 존재한다. 수입의 비중은 2005년에 중간 투입 대

비 0.54%, 총 투입 대비 0.09%이며, 2009년에 이 비중이 낮아져서 중

간 투입 대비 0.10%, 총 투입 대비 0.02% 이다.

4.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가. 모형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모형은 거시계량경제모형이다. 이 모형은 한국은행이 1997

년에 발표한 연간거시계량경제모형(BOK97AM)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이후 발표된 2004, 2012년의 분기거시계량모형(BOK04와 BOK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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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의 2개 부문으

로 구성되며, 수요 부문은 최종수요, 재정, 금융, 대외거래의 4개 부문

으로, 공급 부문은 임금 물가, 노동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9개 행태방정식과 16개 정의식을 갖는 연립방정식 체계이다. 

1) 최종수요부문

최종수요부문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

로 구성되며, 민간소비함수는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을 혼합한 

복합가설(life-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을 이용하여 정식화

한다.33) 항상소득으로는 GDP에서 총 조세수입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을 선정하였으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대용변수로 금융

기관 유동성34)을 사용하였고, 기간 간 대체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회사채수익률을 설명변수로 적용한다. 또한 민간소비지출에서는 소비

자물가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그 외에 

지가지수도 민간부문의 자산을 대용할 수 있는 변수로 고려하였지만, 

지가변수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매매가

격지수, 취업자 수, 신용불량자 수 등도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3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민간소비에 관한 행태식은 BOK97AM의 행태식
과 같은 개념에서 설계하였기에 한국은행(2000)의 p.184의 문구를 인용한다.

34) 금융기관유동성(Lf)은 2003년 개편된 통화편제에 따라 M3를 개칭한 것이다. 
M3는 1982년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편제
한 지표이며, 민간금융자산의 대용변수로서 현재의 민간소비도 잘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행태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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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비지출은 재정부문에서 결정된 지출액을 대입한다. 정부소비

지출에 대한 것은 재정부문에서 살핀다. 

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으로 구

성되며,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로 

이루어지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나뉜다. 건물건설 중

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투자의 설명변수인 금리변수와 소득변수

를 고려하여, 실질금리 대용변수인 회사채수익률, 소득변수인 GDP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실질주택매매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비주거용 건물은 금리변수와 소득변수에 대해 

회사채수익률과 GDP를, 그리고 비주거용건물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전

세매매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토목건설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의 설명

변수들 중에서 금리변수는 제외하고, 정부의 투자지출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 투자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투자

수익보다는 사회발전에 따른 필요성을 적용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는 

연간모형 BOK97AM와 동일한 구조이며, 분기모형 BOK04, BOK12와

도 금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35) 

설비투자는 투자의 설명변수인 금리변수와 소득변수를 회사채수익

율과 GDP를, 그리고 BOK04와 BOK12와 같이 설비투자의 특성을 고

려하여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무형고정자산투자는 추세변

수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은 

BOK97AM와 BOK04에 나타난 구조를 적용하여, GDP, 최종소비지

출, 총고정자본형성, 순수출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35) BOK04와 BOK12의 경우 토목건설투자에 대해 투자의 일반적인 설명변수인 소
득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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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입은 대외거래부문에서 결정된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입을 설명변수로 국민계정의 수출 입으로 환가하여 적용한다.

2) 재정부문

재정부문은 중앙정부세입, 중앙정부세출, 기타세입으로 구성한다. 

중앙정부세입은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였고, 내국세는 직접세

와 간접세로 세분한다.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부과되므로 소득변수

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간접세는 재화소비에 부과되므로 최종

소비지출과 물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관세는 통관기준의 수입액

과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중앙정부세출은 BOK97AM과 통계

의 집계기준 변화와 BOK12의 재정모형에서 통계의 재분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경상지출, 정부투자지출, 기타지출로 재분류해서 결정하

도록 하였다.36) 이 재분류 항목 중에서 일반경상지출은 GDP를 설명

변수로 하는 행태식을 통해 내생화하였으며, 정부투자지출과 기타지

출은 정책변수로 간주하여 외생변수로 한다. 기타세입은 방위세, 교육

세, 교통세, 농특세 등의 지방세를 의미하며, 설명변수로는 최종소비

지출과 물가변수를 이용한다.  

3) 금융부문

한국은행의 BOK97AM에서 금융부문은 외환위기 이전의 통화량 중

36)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의 항목을 기준으로 일반경상지출은 세출항목 중 
재화용역 및 임금에 관한 항목으로, 정부투자지출은 각종 자산 취득 및 매입, 
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기타지출은 보조금, 이자, 각종 이전지출에 관한 항목으
로 구성한다. 이는 BOK12 분기모형의 재정모형과 분류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행태식 측면에서 보면 일반경상지출을 내생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소비지출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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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통화정책체제하에서 통화증가율 목표방식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통화정책이 콜금리를 중간목표로 하는 금리 중시 정

책으로 전환하면서 모형 내의 금융부문도 통화정책 운용방식과 부합

하는 새로운 모형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37)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한국은행의 BOK97AM과는 달리 외생적인 콜금리를 금융부

문에 설명변수로 도입한다. 

금융부문은 회사채수익률, 본원통화, M2, 금융기관유동성(Lf), 종합

주가지수로 구성된다. 시장금리로서 회사채수익률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콜금리, 대미환율, 금융기관유동성(Lf), Libor

금리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통화공급을 의미하는 본원통화는 정부

부문의 화폐공급 대용변수로 GDP와 해외부문의 화폐공급 대용변수로 

외환보유액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M2는 통화수요로 재고이론적 접

근법에 따라 거래규모변수인 GDP와 투기적수요 및 기회비용을 감안

한 시장금리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본원통화의 설명변수

로 이용되었던 외환보유액과 총조세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금융기

관유동성(Lf)도 통화수요를 의미하며, M2와 콜금리를 설명변수로 이

용한다. 종합주가지수는 금리 및 경기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행태식을 구성하며, 회사채수익률, 금융기관유동성, 민간소

비지출,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유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4) 대외부문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소규모 개방경제38)로 국외 경제여건으로부

37) 황상필 외(2005) p.34
38) 한국은행(2000) p.188, 황상필 외(200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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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환율과 GDP를 

대외부문의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환율로 구성한다. 

재화의 수출은 상대국의 수요함수에 따라서 세계수입물량지수, 세

계수입단가지수, 엔/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재화의 수입은 

국내수요변수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GDP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달러

표시 금액, 그리고 가격변수로서 수입단가지수, 내수를 위한 수입과 외

수를 위한 수입이 동시에 있으므로 대외 상품거래량변수, 주요 대상국

가의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엔/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상품수지는 통관기준의 재화 수출 입 차이와 개념은 같으나, 집계기

준이 같지 않아 통계수치가 상이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

관기준의 재화 수출 입 행태식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를 설명변수

로 국제수지 기준의 재화 수출 입을 추정한다. 

서비스의 대외거래는 수출 입 물동량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39) 수

출입금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서비스 수출(수입)은 수출 입 

물동량, 엔/달러환율, 국내외 금리차, 두바이유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

여 한국은행의 모형 구조를 유지한다.40) 서비스 수입(지급)은 수출 입 

물동량, 원/달러 환율, 국내금리변수, 그리고 상당부분이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39) 황상필 외(2005) p.34
40) BOK04에서 제시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BOK97AM은 1997년부

터 시작된 아시아금융위기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므로 이후의 모형
들과 상이한 점을 갖는다. 대외부문 추정 변수들에 대해 이러한 경우가 많다.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자료에서는 최근의 
경제여건이 반영된 BOK04의 행태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도 
BOK04의 행태식 구조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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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이루어진다.41) 자본 및 금융계정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된

다.42) 상품수지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된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행태식

을 통해 수지기준의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을 별도의 행태식으로 추정

한 다음에 이들의 차로 산출한다.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차로 산출한다. 본원소득수지는 추세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수,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이전소득수지는 추세변수, 국내소득변화

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화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자본수지

는 국내 금리변수, 환율변수, 국내 소득변수, 외환보유액변화, 주가지

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금융계정은 경상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

한다.43) 오차 및 누락은 외생화한다. 

외환보유액은 BOK04와 같이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설명변수로 이

용하였으며, 전기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환율은 외환보유

액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5) 임금 물가부문

임금 물가부문은 노동시장, 재화시장, 주택시장, 대외거래시장으로 

41)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는 2010년 BPM6 1차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체
계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과거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로 명명되었
던 항목이다. 

42) 자본 및 금융계정도 2010년 BPM6 1차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체계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타자본수지는 자본수지로, 투자수지는 금융계정으로 변경
되었다. 그러나 과거 투자수지에 포함되었던 해외건설공사가 건설서비스로 서비
스 수지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과거 준비자산증감을 준비자산으로 금융계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따라서 BOK04 및 그 이전의 모형들과 동일한 행태식을 유지
하기 곤란하여 BOK04를 일부 변경한다. 

43) 금융계정은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나는 일반적 거래형태의 
화폐흐름을 표시하므로 실물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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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명목임금, GDP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주택

매매가, 전세매매가, 수출단가, 수입단가를 추정한다. 

명목임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모형들은 필립스곡선이론을 전제로 

하며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가 높아져 다시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동학적 임금-물가 상

승현상(dynamic wage-price spiral)을 반영한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유가 급등과 고유가가 유지되면서 현재의 경제여건은 소비자물가의 

상승만큼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 이

외의 생산요소 비용의 변화가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외하고 석유수입단가지수를 도입하

여, 석유수입단가지수, 실업률, 취업자평균생산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행태식을 추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BOK97AM과 같이 mark-up pricing 가설에 따라 

비용요인으로 생산자물가를, 수요요인으로 유동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생산자물가는 주로 비용요인을 반영하지만, 비용요인의 상

당부분은 수입 원자재 및 자본재이고, 근래에 해외 충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시장 및 경제 여

건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도입하여, 취업자평균생산성, 수입물가,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소비자물가는 생산비용의 공급 측 

요인과 소비수요 압력의 수요 측 요인으로 설명하므로, 생산자물가, 

유동성지표, GDP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주택매매가와 전세매매가는 BOK04와 같은 형태로, 전자는 전세매

매가와 금리변수를, 후자는 금리변수를 자신의 추세변수와 함께 설명

변수로 이용한다. 수출단가는 한국은행의 모형과 유사하게 국내비용

변수로 생산자물가와 원/달러, 원/엔 환율, 그리고 수출물량변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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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로 이용한다.44) 수입단가는 BOK12와 같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

수와 엔/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6) 노동부문

노동부문은 총 취업자 수, 실업률, 경제활동인구로 구성한다. 총취

업자 수는 BOK04를 따라 노동공급여건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 노

동수요여건을 나타내는 GDP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실업률은 BOK04

의 경우와 같이 수요요인을 대용할 수 있는 내수액, 제조업 가동률을 

주요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2004년부터 급등하여 고공행진 중인 

원자재비용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경제활동인구는 BOK04와 같이 

추정된 총취업자수와 실업률을 정의식에 대입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7)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추정 부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를 거시계량모형을 통해서 파악하려면 위

에서 서술한 모형이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성과는 해외석유가

스개발사업 회수액으로 달러의 형태로 국내에 유입된다. 달러가 국내

로 유입되면 석유 가스수입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의 일부

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성과로 유입되는 달러로 대체되므로 이를 

44) BOK97AM의 경우 국내비용변수 중심으로 수출단가를 설명하려 하였으므로, 
근래의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 작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BOK04의 경우 국내비용변수로 원자재 및 자본재 가격 대용변수와 단위노동비
용, 생산자물가를 설명변수로 동시에 적용하여 중복 적용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설명변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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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반영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형에

서는 수입액을 석유수입액과 비석유수입액으로 구분한다. 석유수입액

은 석유수입량과 석유수입단가의 곱으로 결정되며, 석유수입량은 국

내 정유를 위한 수요를 감안하여 석유수출단가와 석유수입단가를 설

명변수로 이용하여 행태식을 구축한다. 석유수입단가는 우리나라 석

유수입에 있어 중동유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Dubai 국제유가를 설명

변수로 적용한 석유단가와 석유수송단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행태

식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석유수입액에 대한 행태식들은 대

외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재화의 수입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서 석유수

입액의 변화는 재화의 수입에 변화를 주고, 이는 다시 상품수지에 영

향을 주어 경상수지에 변화를 주고, 경상수지의 변화는 외환보유액에, 

그리고 대미환율과 통화량에 변화를 주게 된다. 통화량의 변화는 소비

자물가에, 그리고 최종소비지출을 통해 실업률에 변화를 가져온다. 

나. 결과

과거의 실측자료(historical data)를 통해 구축된 거시계량모형은 과

거에 발생한 해외석유가스개발의 성과를 내재한 결과이다. 따라서 해

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추정한 결과와 

실측자료로 도출된 결과(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이 반영된 경

우의 결과)의 차이를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성과가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기간은 2002~2011년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해외자원개발 분기보고서 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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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분기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으며, 통계자료로 해외석유개발사업 회수현황 을 기재하고 있다. 

해외석유개발사업 회수현황 은 통계의 이름에 ‘석유’만을 기재하고 

있지만, 이 통계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석유가스개발사업

으로부터 얻은 생산량, 확보량, 지분량, 투자회수금액 등을 합하여 달

러 단위로 기재한 것이다.45)

해외석유개발사업 회수현황 은 <표 5-12>와 같다. 2002년의 경우 

우리나라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은 336백만 달러였

지만,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2,732백만 달러로 증

가하였고 2002년과 비교하면 8.1배의 규모이다. 이 금액의 2002~2012

년의 연평균증가율은 23.33%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성과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을 사용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

사업 회수액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성과를 금액화한 것이므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해외석유개발사업 회수현황｣의 이용가능기간을 고

려하여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에 의한 효과를 살피기 위한 분석대상기

간은 2002~2011년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은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므로 경상수지, 

GDP,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원/달러), 실업률이다. 

45) 이 통계는 국내의 동해가스전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단위: 백만 원)도 기재하고 
있지만, 본 분석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에 사용하는 
회수금액에서 동해가스전의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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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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 현황과 원유수입액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를 보면, 해외

로부터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이 도입되는 것이므로 이 회수

액이 0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증가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의 합이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달러)이 

도입되면 소득수지가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연도별 회수액에 따른 경상수지액과 그 변화는 <표 5-13>과 같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로 경상수

지는 1.383% 증가하였고,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증가폭은 2.2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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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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

GDP 증가는 반드시 생산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다. GDP는 

생산량과 가격의 곱으로 도출되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가

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GDP는 증가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얻는 회수액이 국내로 반입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 상승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목 

GDP의 증가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GDP가 증가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DP 변화는 실질GDP를 기준으로 살핀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이 GDP에 대해서 갖는 효과는 2가지

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효과로서 해외로부터의 회수액(달러)가 반입되

므로 GDP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또 다른 하나는 2차 효과로서 회수

액이 반입되어 소득(고용소득, 영업잉여 등)이 증가하고, 소득 증가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기업들

의 생산이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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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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실질GDP 변화

연도별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에 따른 실질GDP와 그 변화

는 <표 5-14>와 같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

액의 도입으로 실질GDP는 0.121% 증가하였고,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증가폭은 0.401%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로부터의 회수액이 국내로 반입되는 통화형태

는 달러이다. 이 달러를 국내에서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원화로 바꾸어

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내의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 통화

량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므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

수액이 증가할수록 CPI는 상승한다.

연도별 회수액에 따른 CPI와 그 변화는 <표 5-15>와 같다. 2002년

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로 CPI는 0.026% 

증가하였고,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증가폭은 0.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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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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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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실업율 변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로부터 국내 회수액이 도입되면 통화량이 증

가하고 지출이 증가하여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제5장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89

이 증가하게 된다. 본 분석이 1년의 단기를 고려하므로 생산이 증가하

려면 가변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야 하므로 실업률

은 감소하게 된다.

연도별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에 따른 실업율과 그 변화는 

<표 5-16>과 같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

의 도입으로 실업률은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0.050% 감소하

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회수액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면 0.489%  

감소하였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국내로 유입되면 이는 

달러의 형태이므로 국내의 달러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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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에 따른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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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회수액에 따른 환율과 그 변화는 <표 5-17>과 같다. 2002년

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로 환율은 도입하

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0.029% 감소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회수

액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면 0.379% 감소하였다.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수액의 도입으로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원화의 가치가 0.029% 만큼, 2011년을 기

준으로 하면 0.379% 상승한 것이 된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가 경상수지, GDP, 소비자물가지수

(CPI), 환율(원/달러), 실업률에 대해서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수액이 국내로 도입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하여 상승하고 있다.

5.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분석

가. 해외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분석

해외 주요국(호주, 프랑스, 미국, 일본, 노르웨이)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각국 석유가스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표 5-18>과 같다. 영향력계수는 석유 가스산업에 새로운 수요가 발

생하였을 때에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감응도계수

는 타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석유 가스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석유 가스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작다. 이에 비해서 타 산업으로 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는 호



제5장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91

주, 노르웨이, 미국에서는 크고,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작게 나타난다. 

이는 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 가스산업의 특

징이 나타나는 것이며, 호주, 노르웨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유전과 가

스전을 보유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또는 일본에 

비해서 높은 감응도계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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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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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주요국의 GDP 대비 석유가스산업의 생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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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9>는 호주, 프랑스, 미국, 일본, 노르웨이의 석유 가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생산액을 살핀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에 2007년 기

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석유 가스산업생산액이 24.81%이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GDP 대비 석유 가스산업 생산액의 비중이 각각 

2.37%와 1.18%이다. 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에 노르웨이는 석유 가스산

업에 대한 의존이 높고, 자국에서 이 산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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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에서 석유 가스산업 생산액, 수출, 수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수입은 각국의 원유가스 수입액을 의

미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산품과 수입품의 관계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구분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수출액 17055 1775 2 110 91199 486819 3922

총 수출액 284571 468733 57486717 73873279 1039693 1039693 12155694

수출액/
총 수출액

5.99% 0.38% 0.00% 0.00% 8.77% 46.82% 0.03%

수출액/생산액 61.50% 367.5% 0.002% 0.18% 97.77% 97.49% 2.68%

수입액 355 42330 7122095 10805260 2886 6366 223804

총 수입액 269405 515703 54161177 72258876 245806 691404 19489700

수입액/
총 수입액

0.13% 8.21% 13.15% 14.95% 1.17% 0.92% 1.15%

수입액/생산액 1.28% 8764% 8116% 17403% 3.09% 1.27% 153.0%

<표 5-20>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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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은 호주의 경우 61.50%, 노르웨이의 경우 

97.49% 이다. 이 두 국가는 석유 가스산업에서 생산한 것의 상당 부분

을 수출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면 이 두 국가에서 석유 가스산업의 중

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GDP 대비 석유 가스산업 

생산액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산업은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총 수출액에서 석유 가스수출액이 비중이 높아져서(2007

년 기준 46.82%)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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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서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우는 생산액 대비 수출액의 비

중은 3% 미만으로 낮지만, 생산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들 국가에서는 석유 가스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수입의존도가 높

으므로 이 재화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연관표에 있는 석유 가스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

였을 때에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하면 <표 5-21>과 같다. 산

업연관표는 각국의 통화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종수요 1단

위라고 하면 호주의 경우에는 10억 호주달러, 일본의 경우에는 10억 

엔,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10억 크로네(Kroner), 미국의 경우는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각국에서 석유 가스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에서 보면 자국 내에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와 그렇

지 않은 국가는 차이를 갖는다(<표 5-21> 참조). 호주, 노르웨이에서

는 석유 가스산업이 해당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이상의 생산유

발을 유도한다. 석유 가스산업에서는 노르웨이보다 호주의 생산유발

액이 더 크다. 미국은 해당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보다 크지 않지

만, 최종수요 1단위의 생산유발을 갖는다. 자국 내에서 석유 가스개발

을 비교적으로 적게 하는 프랑스와 일본은 생산유발의 정도가 낮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석유 가스산업에서 발생한 최종수요보다 더 큰 

생산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생산을 확대하

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두 나라의 경우에 석유 가스산업에 집중할수

록 자국의 경제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성장속도는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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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1 1 0 0 0 5 2 2
2 3 0 0 0 0 0 1
3 1058 24 12 10 938 966 561
4 11 0 0 0 1 1 1
5 1 0 0 0 10 7 1
6 0 0 0 0 1 0 0
7 0 0 0 0 0 0 0
8 0 0 0 0 1 1 1
9 0 0 0 0 6 6 10
10 9 0 0 0 -1 0 10
11 2 0 0 0 7 5 20
12 1 0 0 0 1 0 0
13 0 0 0 0 3 3 4
14 4 0 0 0 1 0 8
15 1 0 0 0 4 5 12
16 1 0 0 0 7 4 11
17 0 0 0 0 0 -1 0
18 2 0 0 0 3 1 2
19 5 0 0 0 1 1 0
20 1 0 1 0 9 9 4
21 0 0 0 0 1 0 1
22 31 0 1 1 3 3 17
23 1 0 0 0 0 0 1
24 15 1 0 0 2 4 31
25 4 0 0 0 2 1 1
26 10 0 0 0 12 15 20
27 2 0 0 0 5 2 5
28 15 0 0 0 20 11 7
29 5 0 0 0 3 4 7
30 5 1 0 0 8 6 11
31 34 4 1 1 5 12 26
32 26 0 0 0 3 5 15
33 24 6 1 2 48 38 144
34 1 0 0 0 4 6 0
35 1 0 0 0 1 1 4
36 0 1 0 0 2 2 0
37 1 0 0 0 3 1 3
38 9 0 1 0 0 0 1
계 1281 37 16 14 1119 1121 942 

<표 5-21>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 호주달러, 백만 유로, 백만 엔, 백만 크로네(Kroner),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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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랑스, 일본, 미국은 발생한 최종수요보다 더 작은 생산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일본은 최종수요의 35%, 15% 정도

의 수준으로 생산이 유발되므로 이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할수

록 경제 전체의 생산수준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 정도는 작다. 이 국

가들이 다른 산업보다도 석유가스산업에 집중한다면 경제의 성장속도

는 점차로 감소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석유가스산업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표 5-15>에

서 보면 미국의 석유 가스산업의 유발효과는 호주 또는 노르웨이에 비

해서 크지 않고 최종수요의 94% 정도이다. 이는 본 분석에서 사용한 미

국 산업연관표가 미국 국내에서 석유 가스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2005년도가 대상이기 때문이며 최근 활발히 추진되는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생산 등은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 가스산업에 대한 1단위 (10억, 각국의 통화단위)만큼의 최종수요

가 발생하였을 때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면 <표 5-22>와 같다. 석

유 가스산업에 대한 1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산이 유발되

고 이에 유발되는 부가가치이므로 자부문에서의 유발정도가 가장 크게 나

타난다. 생산유발이 적었던 프랑스, 일본의 부가가치유발이 작고, 이와는 

반대로 생산유발이 컸던 호주, 노르웨이, 미국의 부가가치유발이 크다. 

석유 가스개발산업에 대한 1단위(10억, 각국의 통화단위)만큼의 최

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나타나며, 이 부가가

치 중에는 고용자소득이 있고, 이 소득이 가계부문에서 발생하게 되므

로 가계부문의 소비는 증가한다. 소비지출유발액이 도출되면, 이를 산

업연관표의 최종수요항목 중에서 민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과 연결

하여 소비패턴을 확정한다. 이를 통하여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액

이 산출되며, 이는 다시 생산유발액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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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1 0 0 0 0 2 1 1
2 3 0 0 0 0 0 1
3 624 15 8 6 720 809 294
4 6 0 0 0 0 0 1
5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9 0 0 0 0 2 2 5
10 1 0 0 0 0 0 1
11 0 0 0 0 1 1 8
12 0 0 0 0 0 0 0
13 0 0 0 0 1 1 2
14 1 0 0 0 0 0 3
15 2 0 0 0 1 1 5
16 0 0 0 0 1 1 4
17 0 0 0 0 0 0 0
18 0 0 0 0 1 0 1
19 1 0 0 0 0 0 0
20 0 0 0 0 2 1 1
21 0 0 0 0 0 0 1
22 15 0 0 0 2 2 9
23 0 0 0 0 0 0 1
24 5 0 0 0 1 2 15

<표 5-22>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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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유발액이 확정된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동일한 유발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국의 총 생산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이 상이하 때문에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이한 결과로 도출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도 생산유발

효과 분석결과에서 각 국이 보이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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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25 1 0 0 0 1 1 1
26 7 0 0 0 7 8 14
27 1 0 0 0 1 1 3
28 6 0 0 0 9 4 3
29 3 0 0 0 1 1 3
30 2 0 0 0 5 3 7
31 25 2 1 1 4 6 19
32 15 0 0 0 3 3 12
33 10 3 1 1 20 17 91
34 1 0 0 0 2 3 0
35 1 0 0 0 1 1 2
36 0 0 0 0 2 1 0
37 0 0 0 0 2 1 2
38 4 0 0 0 0 0 1
계 731 20 10 8 792 871 511

소비지출유발액은 고용자소득유발액에 소비성향을 곱하여 도출되므

로 각국의 평균소비성향을 조사한다.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제약성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은 선진국의 평균 

소비성향인 0.9를 인용하였다. 단, 일본의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에 

77.6%, 2005년에 79.7% 이므로 이를 적용한다. 고용자소득유발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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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호주
2008

프랑스
2007

일본
2000

일본
2005

노르웨이
1992

노르웨이
2007

미국
2005

1 1 0 0 0 2 0 1
2 0 0 0 0 0 0 0
3 73 3 2 3 80 58 82
4 1 0 0 0 0 0 0
5 1 0 0 0 0 0 2
6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9 0 0 0 0 3 2 4
10 0 0 0 0 0 0 0
11 0 0 0 0 2 0 6
12 0 0 0 0 0 0 0
13 0 0 0 0 1 1 1
14 0 0 0 0 0 0 2
15 0 0 0 0 1 1 4
16 0 0 0 0 2 1 3
17 0 0 0 0 0 0 0
18 0 0 0 0 1 0 1
19 1 0 0 0 0 0 0
20 0 0 0 0 3 3 2
21 0 0 0 0 0 0 1
22 4 0 0 0 2 0 4
23 0 0 0 0 0 0 0
24 3 0 0 0 2 2 12
25 2 0 0 0 3 2 1
26 11 0 0 0 13 10 20
27 3 0 0 0 5 3 6
28 4 0 0 0 6 3 3
29 1 0 0 0 2 2 4
30 2 0 0 0 5 2 6
31 17 1 0 0 3 5 20
32 4 0 0 0 1 1 3
33 14 2 0 1 21 17 67
34 1 0 0 0 2 4 0
35 4 0 0 0 2 2 5
36 2 0 0 0 7 5 16
37 3 0 0 0 4 2 3
38 6 0 0 0 0 0 1
계 158 6 2 4 173 126 280

<표 5-23> 주요국의 석유가스산업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

(단위: 백만호주달러, 백만유로, 백만엔, 백만크로네(Kroner),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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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산업에 대한 1단위(10억, 각국의 통화단위)만큼의 최종수

요가 발생하여 유도되는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앞에서 도출한 유발효

과의 결과와 동일하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자

부문에서 가장 크다. 생산유발이 적었던 프랑스, 일본의 고용자소득유

발의 정도가 작고, 이와는 반대로 생산유발이 컸던 호주, 노르웨이, 미

국의 고용자소득유발의 정도가 크다. 

미국의 경우에 석유 가스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

과는 호주 또는 노르웨이의 결과보다 작았지만, 고용자소득유발효과

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로 평균소비성향은 같더라도 미국 

석유 가스개발사업에서 총 투입 대비 고용자소득의 비중(14.56%)이 

다른 국가(호주 2008의 경우 6.9%, 노르웨이 2007의 경우에 5.1%)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다.

나. 시나리오 설정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를 살피기 위하여 선택한 분석방

법은 시나리오분석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 이 사

업에 필요한 투입에 대해서 국내발주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경

우의 효과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 또는 수행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 국

내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 반영한다면 현실을 대상

으로 한 분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권을 갖고 있

는 사업에서조차도 국내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일정 수준의 국내발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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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분석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투입물을 생산하

는 산업 중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해서 국내발주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산업분류표에서 1차 산업은 No.1, 2차 

산업은 No.2~No.21, 3차 산업은 No.22~No.38에 해당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투입계수를 보면 1, 2, 3차 산업 모두

에 대해서 투입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투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전개할 때에 국

내산업에 수주를 하거나, 국내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자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이를 지탱하지 못한다. 동해가스전의 투입구

조를 보면 석유가스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국산품의 사용이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사업

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확

보하는 석유석유 가스의 양이 점차로 커지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이 산업에 연관되고 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들의 규모가 커

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

는 1, 2, 3차 산업으로부터의 투입이 모두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산업연관표는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입재

화의 비중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효과도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산업연관표의 가정에 기인한다.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 각 산업

의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해서 수확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으로 가정하여 투입계수가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에 산업연관표

는 Q=MIN (αL, βK)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또는 고정비율생산함수

(Fixed-proportions Production Function)를 기초하며, 각 산업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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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n배(n>0)로 늘리려면 사용하는 원재료 등의 중간투입을 모두 n

배로 늘려야 한다. 따라서 특정산업으로부터의 투입비율이 일률적으

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나리오 분석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

업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하여 그 수주의 정도에 따라서 

국민경제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추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로 

수주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비율의 선형적인 

증가 가정을 배제한다. 이는 산업별로 상이한 유발계수, 부가가치비율, 

고용자소득비중이 다르고, 이에 따라 유발효과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

한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국내수주비율을 산업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변화시키는 형태로 시나

리오를 구성한다(<표 5-24> 참고). 1차 산업으로부터의 투입에 대해서

는 국내에서 수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차 산업은 농림수산업, 축

산업 등을 의미한다. 이 산업의 생산물을 석유가스개발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해외의 특정지역으로 운송하여 소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2차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화 및 용

역 중에서 0~40%를 국내발주로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3차 산

업에 대해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화 및 용역 중에

서 10~40%를 국내발주로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3차 산업의 국내수주

율의 시작점을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도 우리나라 석유 가스

개발기업들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에 발주를 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2차 산업의 수주율과 3차 산업의 수주율에 범위를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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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이 산업에 연관되고 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들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각 산

업에 대한 수주율이 10~40%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당산업부

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낮은 경

우에서부터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산업에 대해서 수주율이 0%라고 한다면 이는 해당

산업이 수주를 못하는 것이며, 그 원인은 해당 산업의 역량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수주율이 점

차로 높아지고 10%, 20%, 30%, 40%로 상승하는 것은 해당 산업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지탱하기 위해서 점차로 발달하고 규모가 커

져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담당

하게 되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구분하고 각 산업의 수주율을 범위로 

설정하여 변화시키면서 조합하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유도할 성과가 각 산업의 조합에 의해

서 변하는 과정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의하여 더 많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식별할 수 있다. 

이는 각 산업의 유발계수, 부가가치율, 고용자소득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주비율을 선형으로 변화시켜서 유발

효과추정 결과가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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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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시나리오별 각 산업에 대한 국내발주비율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것처럼 각 산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씩 국

내발주가 이루어지면, 해당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므로 발주

량만큼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증가가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 각 산업은 상이한 부가가

치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유발효과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도

록 한다. 또한 산업별로 고용자 수가 제시되어 있는 고용표를 이용하

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내 산업에 대한 수주비율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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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석에서는 2009년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가스산업에 대한 투

자금액만큼의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시나리오처럼 국내수주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유발효과들을 추정하게 된다. 

다. 시나리오별 유발효과분석

2009년 우리나라의 해외석유 가스산업에 대한 투자금액만큼의 최

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시나리오처럼 국내수주가 이루어진다고 가

정하는 경우의 유발효과들을 추정한 결과는 <표 5-25>와 같다. 

시나리오 S0-1~S0-4는 2차 산업에 대한 국내수주는 없고 3차 산업

에 대한 국내수주만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3차 산업에 대한 

국내수주 비중이 선형으로 증가하므로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이 비

율의 증가에 비례하여 선형으로 증가하게 된다.

각 시나리오에서 주어진 수요액에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1배 

이상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5배 정도,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0.3배 

정도이다. 발생한 수요액 대비 유발효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시나리

오 S0-1~S0-4의 배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 S1-1~S1-4(2차 

산업 국내수주비중 10%, 3차 산업 국내수중비중 10~40%)이다.  

시나리오별 결과를 비교하면 S4-4를 제외하고 2차 산업의 국내수주

비중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3차 국내수주비중이 높아질수록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커진다. 이는 3차 산

업의 산업 간 연관관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3차 산업

의 비중이 커질수록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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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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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시나리오별 유발효과

(단위: 백만 원)



106

2차 산업의 수주가 40%로 고정되어 있고 3차 산업의 수주가 

10~40%로 변화하는 시나리오 S4-1~S4-4의 경우를 보면 시나리오 

S4-4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자소득유발효과

는 컸지만, 생산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3차 산업의 국내수주비중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2차 산업의 국내

수주비중이 높아질수록 유발액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를 수요액과 비

교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자소득유발효과의 배수

는 감소한다. 2차 산업의 비중을 고정시켰을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

아질수록 유발효과가 커지는 것과 대칭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유발계수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투입 및 산출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다. 2차 산업이 2차 산업 내의 다른 산업이나 3차 산업의 다른 산업들

과 연관관계를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어서 2차 산업에서 발생한 수

요가 1, 3차 산업으로 유발되어 확산되기보다는 2차 산업 내에서만 

유발을 일으키게 되므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유발효과의 

크기를 확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부가가치유발효

과 또는 고용자소득유발효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

인은 위의 설명과 동일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무조건 모든 산업에서 국내수주액을 증가시

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내수주액이 증가하면 규모 

자체는 커지게 되지만, 그로 인한 유발효과의 효과를 본다면 국내수주

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수주의 비중이 낮은 때보다 작

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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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차
산업

3차
산업

수요액
(백만 원)

고용유발
(명)

수요액 단위당 
고용유발효과
(명/백만 원)

S0-1 0% 10% 44,784 542 0.01210

S0-2 20% 89,564 1,094 0.01221

S0-3 30% 134,346 1,639 0.01220

S0-4 40% 179,129 2,189 0.01222

<표 5-26>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

특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3차 산업이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다른 산업

들과 많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에 비해서 2차 산업은 그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고용유발효과의 결과는 <표 5-26>과 같다. <표 5-26>에서 수요액 

단위당 고용유발효과의 단위는 1백만 원당의 인원수이다. 각 시나리오

에서 수요액 1백만 원당 고용유발효과의 크기는 작다. 그리고 고용유

발효과의 경우에도 다른 유발효과분석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각 산업의 국내수주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용유발효과는 커진다. 수

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생

산요소의 하나인 노동은 생산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 산업의 국내수주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3차 산업의 국내수주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유발효과는 커진다. 이

는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이 서비스산업에 속하고 동일한 수요액에 대

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유발효과를 

수요액 단위당 기준으로 보면 시나리오 S01~S04에서의 값이 0.01210

명/1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S1-4(2차 산업 10%, 3차

산업 40%)에서의 값(0.01064명/1백만 원)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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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차
산업

3차
산업

수요액
(백만 원)

고용유발
(명)

수요액 단위당 
고용유발효과
(명/백만 원)

S1-1 10% 10% 85,741 705 0.00822

S1-2 20% 130,521 1,249 0.00957

S1-3 30% 175,303 1,797 0.00103

S1-4 40% 220,086 2,342 0.00106

S2-1 20% 10% 126,696 861 0.00680

S2-2 20% 171,476 1,404 0.00819

S2-3 30% 216,258 1,951 0.00902

S2-4 40% 261,041 2,501 0.00958

S3-1 30% 10% 167,652 1,013 0.00604

S3-2 20% 212,432 1,559 0.00734

S3-3 30% 257,214 2,111 0.00821

S3-4 40% 301,997 2,655 0.00879

S4-1 40% 10% 208,607 1,174 0.00563

S4-2 20% 253,387 1,717 0.00678

S4-3 30% 298,169 2,265 0.00760

S4-4 40% 342,952 2,815 0.00821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의한 다른 산업부문

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는 매우 낮다. 그리고 무조건 국내수주액을 증가

시키는 것이 고용유발에 효율적이지는 않다. 국내수주액이 증가하면 

고용유발의 크기 자체는 커지지만, 국내수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수주의 비중이 낮은 경우가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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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 산업과의 생산유발효과 비교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다른 산업의 생산유

발효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을 일부 통합하여 분석한다. 여기

에서 대상산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 및 부품산업,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이다. 자동차산업과 반도체

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산업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이고, 

섬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19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산업이며, 건축 및 건설산업은 유발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산업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선택한다.

산업 간의 유발효과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내생부문들의 산업분류

을 <표 5-27>과 같이 조정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경우와 산업분류가 달라졌으므로 다르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의 생산유발효과를 재추정하며 그 결과는 <표 5-28>와 같다.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수요액 1.42배

의 효과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은 수요액의 1.10배의 

효과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수요액의 2.22배의 효과를, 건설 및 건

축산업은 수요액의 1.98배의 효과를 갖는다. 비교대상산업들만을 비교

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수요액 대비 1.10배) → 섬

유산업(수요액 대비 1.42배) → 건축 및 건설산업(수요액 대비 1.98배) 

→ 자동차 및 부품산업(수요액의 2.22배)의 순서로 생산유발효과가 커

진다. 동일한 산업분류하에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정

한 생산유발효과는 S4-1에서 가장 낮은 값(수요액 대비 1.15배)을, 

S1-4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수요액 대비 1.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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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문명 구분 부문명

1 농수산축임산업 21 기타제조업

2 석탄 22 전력, 도시가스, 증기

3 원유가스 23 수도

4 광물 24 건축 및 건설

5 식품제조 25 수리

6 섬유제품 26 도소매

7 가죽제품 27 음식 및 숙박

8 목재 및 목제품 28 수송

9 종이 및 인쇄 29 운수서비스

10 석탄제품 30 통신

11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31 금융

12 고무제품 32 부동산

13 시멘트류 33 사업서비스

14 철강제품 34 공공행정

15 금속제품 35 교육

16 일반기계전기장치 36 의료 및 위생

17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 37 기타서비스

18 정밀기기 38 분류불명

19 자동차 및 부품 39 해외석유 가스개발

20 그 외 수송설비 및 부품

주: 부가가치항목들과 최종수요항목들은 <표 5-2>의 공통산업부문분류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굵은 글씨로 표현된 산업 부문들은 비교 대상 산업 부문임.

<표 5-27> 산업 간 비교를 위한 내생부문분류(산업부문 수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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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수요액 생산유발액 유발액/수요액

섬유산업 1,000 1,417 1.42배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1,000 1,107 1.10배

자동차 및 부품산업 1,000 2,223 2.22배

건축 및 건설산업 1,000 1,982 1.98배

해외
석유
가스
개발
사업

S1-1 101,144 129,496 1.28배

S1-2 153,972 207,787 1.35배

S1-3 206,800 286,077 1.38배

S1-4 259,626 364,364 1.40배

S2-1 149,459 180,707 1.21배

S2-2 202,287 258,997 1.28배

S2-3 255,115 337,288 1.32배

S2-4 307,941 415,572 1.35배

S3-1 197,773 231,913 1.17배

S3-2 250,601 310,204 1.24배

S3-3 303,429 388,490 1.28배

S3-4 356,255 466,774 1.31배

S4-1 246,090 283,123 1.15배

S4-2 298,918 361,412 1.21배

S4-3 351,746 439,706 1.25배

S4-4 404,572 517,990 1.28배

주: 섬유산업,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해서 수요액을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의 금액과 동일하게 하여도 결과는 동일함.

<표 5-28> 산업 간 생산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 원)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유발효과를 

갖는 S4-1과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에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반

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보다는 크고, 섬유산업과 유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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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수요액 부가가치유발액 유발액/수요액

섬유산업 1,000 421 0.42배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1,000 129 0.13배

자동차 및 부품산업 1,000 559 0.56배

건축 및 건설산업 1,000 393 0.39배

해외
석유
가스
개발
사업

S1-1 101,144 47,015 0.46배

S1-2 153,972 81,906 0.53배

S1-3 206,800 116,801 0.56배

S1-4 259,626 151,693 0.58배

<표 5-29> 산업 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 원)

건축 및 건설산업보다,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산업보다는 작다. S4-1

의 생산유발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1/2 정도이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유발효과를 

갖는 S1-4와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에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반

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와 유사하고, 섬유산업, 건설 및 건축

산업, 자동차 및 부품산업보다는 낮다. S1-4의 생산유발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2/3 정도이다. 

<표 5-29>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수요액의 0.42배의 효과를, 반

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은 수요액의 0.13배의 효과를, 건축 

및 건설산업은 수요액의 0.39배의 효과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수요

액의 0.56배의 효과를 갖는다. 이 산업들만을 비교하여 보면, 반도체

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 → 건축 및 건설산업 → 섬유산업 → 자

동차 및 부품산업의 순서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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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수요액 부가가치유발액 유발액/수요액

S2-1 149,459 59,137 0.40배
S2-2 202,287 94,030 0.46배
S2-3 255,115 128,924 0.51배
S2-4 307,941 163,814 0.53배
S3-1 197,773 71,261 0.36배
S3-2 250,601 106,155 0.42배
S3-3 303,429 141,044 0.46배
S3-4 356,255 175,938 0.49배
S4-1 246,090 83,380 0.34배
S4-2 298,918 118,275 0.40배
S4-3 351,746 153,167 0.44배

S4-4 404,572 188,058 0.46배

주: 섬유산업,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해서 수요액을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의 금액과 동일하게 하여도 결과는 동일함.

동일한 산업분류 하에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S4-1에

서 가장 낮은 값을, S1-4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 S4-1에서는 부가

가치유발효과가 수요액 대비 0.34배이고, S1-4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

과가 수요액 대비 0.58배이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갖는 S4-1과 비교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S4-1)은 반도체

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보다는 높아서 약 3배 정도이며, 건축 및 

건설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및 부품산업보다는 낮다. S4-1의 부가가

치유발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2/3 정도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갖는 S1-4와 비교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반도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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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보다 높으며, 자

동차 및 부품산업와 유사하다. S1-4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보다는 약 4.5배 정도 크다. 

시나리오 수요액 고용자소득유발액 유발액/수요액

섬유산업 1,000 51 0.0510배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1,000 14 0.0140배

자동차 및 부품산업 1,000 71 0.0710배

건축 및 건설산업 1,000 90 0.0900배

해외
석유
가스
개발
사업

S1-1 101,144 4,260 0.0421배

S1-2 153,972 6,961 0.0452배

S1-3 206,800 9,669 0.0468배

S1-4 259,626 12,374 0.0477배

S2-1 149,459 5,826 0.0390배

S2-2 202,287 8,521 0.0421배

S2-3 255,115 11,227 0.0440배

S2-4 307,941 13,931 0.0452배

S3-1 197,773 7,380 0.0373배

S3-2 250,601 10,083 0.0402배

S3-3 303,429 12,787 0.0421배

S3-4 356,255 15,488 0.0435배

S4-1 246,090 8,941 0.0362배

S4-2 298,918 11,644 0.0390배

S4-3 351,746 14,344 0.0408배

S4-4 404,572 17,052 0.0421배

주: 섬유산업,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서 수요액을 해외석유 가스
개발사업 시나리오 금액과 동일하게 하여도 결과는 동일함.

<표 5-30> 산업 간 고용자소득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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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비성향46)을 적용하여 고용자소득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5-30>과 같다. 고용자소득유발효과의 크기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

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결과와는 다르게,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

산업(수요액 대비 0.0140배) → 섬유산업(수요액 대비 0.0510배) →

자동차 및 부품산업(수요액 대비 0.0710배) → 건설 및 건축산업(수요

액 대비 0.0900배)의 순서로 크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다른 유발효과의 분

석결과와 마찬가지로 S1-4에서 가장 크고(수요액 대비 0.0477배), 

S4-1에서 가장 낮다(수요액 대비 0.0362배).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1-4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0.0140배)보다는 높지만, 섬

유산업(0.051배), 자동차 및 부품산업(0.0710배), 건설 및 건축산업(수

요액 대비 0.0900배)보다는 낮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1-4의 고용

자소득유발효과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의 고용유발효과보다 

3.4배 크고,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고용유발효과의 2/3 수준이다. 해외

석유 가스개발사업 S4-1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를 비교하여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S1-4에서 가장 크고

(수요액 100만원 0.00846명), S4-1에서 가장 낮다(수요액 100만원 

0.00438명).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1-4의 고용유발효과는 비교대상

산업들 중에서 건축 및 건설산업의 고용효과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4-1의 경우에서

도 그 유발의 크기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의 고용유발보다

46) 통계청 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은 2005년에 77.9%, 2009년
에 7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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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지만, 자동차 및 부품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의 고용효

과의 고용유발크기보다는 작다.

시나리오 수요액 고용유발
수요액 단위당 

고용유발효과(명/백만원)

섬유산업 1,000 5 0.005000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

1,000 2 0.002000

자동차 및 부품산업 1,000 5 0.005000

건축 및 건설산업 1,000 10 0.010000

해외
석유
가스
개발
사업

S1-1 101,144 653 0.006456

S1-2 153,972 1,170 0.007599

S1-3 206,800 1,685 0.008148

S1-4 259,626 2,197 0.008462

S2-1 149,459 794 0.005312

S2-2 202,287 1,313 0.006491

S2-3 255,115 1,826 0.007158

S2-4 307,941 2,338 0.007592

S3-1 197,773 935 0.004728

S3-2 250,601 1,451 0.005790

S3-3 303,429 1,966 0.006479

S3-4 356,255 2,480 0.006961

S4-1 246,090 1,077 0.004376

S4-2 298,918 1,590 0.005319

S4-3 351,746 2,106 0.005987

S4-4 404,572 2,620 0.006476

주: 섬유산업,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해서 수요액을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의 금액과 동일하게 하여도 결과는 동일함.

<표 5-31> 산업 간 고용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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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경상수지, GDP,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원/달러), 실

업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회수액이 국내로 도입될 때에 소비자물가

지수(CPI)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를 보면 해외로

부터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이 도입되는 것이므로 이 회수액이 

0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증가한다. 실질GDP의 변화에 대해서는 회수

액이 도입되면 GDP가 증가하고, 이 GDP의 증가가 소득, 지출, 생산

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GDP를 증가시킨다. 실업률은 회수액이 도

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지출이 증가하여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므로 생산이 증가하고, 이를 위하여 고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실업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로부터의 회수액이 

국내로 유입되면 이는 달러의 형태이므로 국내로의 달러공급량이 증

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CPI의 경우에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로부터의 회수액이 국내

로 반입되어 환전되어 국내통화량을 증가시키므로 화폐의 가치를 하

락시켜서 상승하게 된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로 경상수지는 2002년 기

준으로 1.383%, 2011년 기준으로 2.226% 증가하였다. 실질GDP는 

2002년 기준으로 0.121%, 2011년 기준으로 0.401% 증가하였다. 실업

률은 2002년 기준으로 0.050%, 2011년 기준으로 0.489% 감소하였다. 

환율은 2002년 기준으로 0.029% 만큼, 2011년 기준으로 0.379% 하

락하여 각각 그만큼 원화가치가 상승하였다. CPI의 경우는 2002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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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도입으로 0.026% 증가하였

고, 2011년 기준으로 0.101% 증가하였다.

유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 

이 사업에 필요한 투입에 대해서 국내발주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국내수주의 비율에 변화를 준 경우에 대하여 그 유발효과를 분석하였

다. 국내에 대한 발주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투입물을 생산

하는 산업들 중에서 2차산업과 3차산업에 대해서 국내발주가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시나리오에서 주

어진 수요액에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1배 이상이며, 부가가

치유발효과는 0.5배 정도, 고용자소득유발효과는 0.3배 정도이다. 발

생한 수요액 대비 유발효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시나리오 

S0-1~S0-4의 배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 S1-1~S1-4(2차 

산업 국내수주비중 10%, 3차 산업 국내수중비중 10~40%)이다. 

이를 고려하면 무조건 국내수주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내수주액이 증가하면 규모 자체는 커지게 되지만, 

그로 인한 유발효과의 효과를 본다면 국내수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수주의 비중이 낮은 때보다 작은 효과를 갖고 있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자동차산업, 반도체

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의 유발효과와 

비교하였다.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기기산업(수요액 대비 1.10배) → 섬유산업(수요액 대비 1.42배) → 건

축 및 건설산업(수요액 대비 1.98배) → 자동차 및 부품산업(수요액의 

2.22배)의 순서로 생산유발효과가 커진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시

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유발효과를 갖는 S4-1(수요액 대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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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과 비교하면, S4-1의 생산유발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

발효과의 1/2 정도이다. S1-4의 생산유발효과(수요액 대비 1.40배)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2/3 정도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기기산업 → 건축 및 건설산업 → 섬유산업 → 자동차 및 부품산

업의 순서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커진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시나

리오 중 가장 낮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갖는 S4-1의 결과와 비교하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의 

2/3 정도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시나리오 S1-4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산업보다는 약 4.5배 정도 크다. 

평균소비성향을 적용하여 도출한 고용자소득유발효과의 크기는 생

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결과와는 다르게, 반도체 포함 전

기전자기기산업(수요액 대비 0.0140배) → 섬유산업(수요액 대비 

0.0510배) → 자동차 및 부품산업(수요액 대비 0.0710배) → 건설 및 

건축산업(수요액 대비 0.0900배)의 순서로 크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

업 S1-4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수요액 대비 0.0477배)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의 효과보다 3.4배 크고,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효과

의 2/3, 건설 및 건축산업 효과의 3/4 수준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4-1의 고용자소득유발효과를 비교하여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된다. 

고용유발효과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수요액 100만 원 

0.002명) → 자동차 및 부품산업(수요액 100만 원 0.005명), 섬유산업

(수요액 100만 원 0.005명) → 건축 및 건설산업(수요액 100만 원 

0.010명)의 순서로 커진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S1-4의 고용유발효

과(수요액 100만 원 0.00846명)는 비교대상산업 중 건축 및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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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효과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해외

석유 가스개발사업 S4-1(수요액 100만 원 0.00438명)의 경우에도 유

발효과의 크기는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기기산업의 고용유발보다는 크

지만, 자동차 및 부품산업, 섬유산업, 건축 및 건설산업의 고용효과의 

고용유발크기보다는 작다.

7. 분석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산업연관표에 의한 자원개발의 산업유발 분석 결과를 

볼 때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가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2차 및 3차 산업의 수주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개발

을 추진할 때 이러한 산업들에 수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 해외 

유전개발 투자는 대부분 지분투자이고 아직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해 자원개발 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작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산업연관 분석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유전개발 투

자가 크게 확대되고, 자원개발에 대한 국내 산업생태계가 조성된다면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작지 않

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석유가스개발과 관련된 산업들 중에는 IT나 

기계산업, 플랜트, 건설 및 인프라산업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

을 갖추고 있는 산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을 광구개발 전

문 기업으로 육성한다면 우리나라도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이 국내 다

양한 산업들에 대한 유발효과를 크게 할 잠재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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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 광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매우 적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대부분 지분투자이기 때문이다. 지분투자자는 실제 사업경영

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구개발 투자에 우리나라 기업을 활용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가 운영권을 가진 사업에서는 우리 기업에게도 광구개발의 참여기회

가 많았음을 그동안의 실적이 입증하고 있다. 

먼저 해외 광구투자는 아니더라도 동해-1 대륙붕 가스광구의 경우

는 투자비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에게 지출했다. 개발 단계의 총 투자

비는 약 2,000억 원이었는데 해저시설(생산정-플랫폼)을 현대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1,922억 원에 수주했으며, 육지까지의 7.2km 가스

배관 사업도 신한 건설이 수주했다. 베트남 15-1 광구 역시 총 개발투

자비 $5.4억 중 현대중공업이 $2.8억을 수주해 전체 투자비의 절반이 

국내 기업으로 수주되었다. 이외에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보유하고 수

주한 캐나다의 블랙골드 오일샌드 개발사업, 카자흐스탄의 잠빌광구 

탐사사업, 베트남 15-1광구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액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

의 경우 총 투자비 중 43%가 국내 기업에 다시 수주되었다. 대우인터

네셔널(주)이 운영권을 갖고 탐사부터 투자해 2012년에 생산을 개시

한  미얀마 해상 A-1, A-3광구의 경우도 총 $31억의 투자비중 $15억 

상당의 4만 톤급 해상가스 플랫폼과 126km 해저파이프라인 구축을 

현대중공업이 수주하여 전체 투자비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업

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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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구명 항 목 참여기업

국내기업
발주 금액

총 투자비

석

유

공

사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건설공사
 - 모듈설계, 자재구매, 

시공
GS건설

523

644

카자흐스탄
잠빌

시추선 건조
 - 선체, 거주구, 

엔지니어링, 공조설비, 
선박의장품 등

DSME

151

86(151)

베트남 15-1 FPSO 시설공사 삼성重
158

1,490

베트남 11-2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 
공사

현대重
280
536

동해-1

육해상 시설공사
 - 해저시설(생산정) 삼성Eng./현대重 192

가스공급 배관공사
 - 가스공급 배관 7.2km 

설치
(주)신한 4.6

소계 196

소계
한국기업 수주액 1,304

총 투자비 3,017

대우
인터네셔널

미얀마 A-1,
 A-3 광구

4만톤급 해상가스 
플랫폼과 126km 
해저파이프라인

현대중공업
1,500

3,100

<표 5-32> 우리나라 기업 운영권 자원개발 사업의 국내 기업 수주 현황 

 자료: 각 사 자료, 2013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운영권 투자를 통해 해외석유

가스사업들을 직접 주도한다면 국내 산업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해외자원개발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유발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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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강도 높은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었고, 2008년부터는 공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

는 생산광구 매입, 해외 자원개발 기업 M&A 등을 선도하면서 해외자

원개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통

한 석유가스 생산량이 2007년도 12.5만 b/d에서 2012년도에는 4배 정

도 증가한 46.5만 b/d로 늘어나면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2에는 13.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물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원개발 산

업이나 기술 역량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자본투자는 우리가 하지만, 실제 광구사업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는 실

정이다. 이 같은 투자 형태가 계속된다면 자원개발 사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산업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개발 관련 산업들은 주요국

에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밝

혔듯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가지는 사업일 경우에는 상

당 부분 우리나라의 기업이 참여하여 자원개발 투자비의 일부를 국내

로 환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산업효

과를 크게 하려면 운영권 투자가 많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지분투자에 의해 자원개발 사업을 할 경우

에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실적이 거의 없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권을 갖고 동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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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는 다시 외국기업에 수주하고 있

으며 투자 설비구축에 필요한 기자재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자원개발 부문에 기술력을 

갖지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설계한 도면으로 대부분 외국 

기업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

정을 탐사하고 시추하며 완결하는 채굴부문(즉, oilfield service)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즉, 탐사와 평가, 시추

를 거쳐 생산정이 완공되면 석유가스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이후

(즉, 크리스마스 트리47) 이후의 광구작업) 사업에만 참여하고 그 이전 

채굴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의 참여능력이 거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실제 자원개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 track record가 요구

되는 채굴 사업에는 아직 참여 실적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플랜트구

축이나 건설부문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석유가스개발

과 관련된 산업들중에는 IT나 기계산업, 플랜트, 건설 및 인프라산업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을 광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한다면 우리나라도 해

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이 국내 다양한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확대 할 잠

재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해외유전개발사업의 국민경

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자동차산업,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산업, 섬유산업의 유발효과와 비교한 결

과에 따르면 해외유전개발의 산업 유발효과는 이미 국내 경제에 많은 

47)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석유가스 채굴에서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려고 
정두(wellhead)에 설치된 밸브, 측정장치 등을 말하며 생산정두장치(生産井頭裝置)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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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가 광구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아야 하고 

관련 산업들도 발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개발에 있어 운영권 사업은 자금만 있다고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원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무

엇보다도 관련 서비스 기업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광

구개발 사업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수많은 지분투자를 통해 광구개

발의 경험을 터득한 후에야 운영권 사업으로의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

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산업효과를 크게 하려면 우선 

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자원개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험과 Track 

record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개발 사업에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다

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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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거시경제모형 행태식)

명목 GDP

xdn  = cpee  + gc  + ifr_1  + ii  + gx  - gmm  + sr

실질 GDP

Dependent  Variable: LOG(XD)
Sample (adjusted): 1991~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XDN/PGDPP) 0.99963 0.00024 0.00000 

C 4.60846 0.00214 0.00000 
Adjusted  R-squared 0.99999 Durbin-Watson stat 2.2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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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수요블록

1-1. 최종소비지출 

민간소비지출

Dependent  Variable: LOG(CPEE)
Sample (adjusted): 1994~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XDN-TTAX/1000)) 0.46295 0.22446 0.06150 

LOG(RC) -0.05593 0.02276 0.03019 
LOG(M3_LF) 0.90345 0.18892 0.00045 

LOG(CPI) -1.46837 0.34414 0.00109 
C 0.56318 0.91395 0.54927 

DD99+DD98 -0.05258 0.01931 0.01850 
Adjusted R-squared 0.99847 Durbin-Watson stat 2.07659 

정부소비지출

Dependent  Variable: LOG(GC)
Sample (adjusted): 1990~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GC(-1)) 0.46131 0.08212 0.00002 
LOG(CGEEP) 0.36642 0.06743 0.00004 

LOG(CGEOTH) 0.19666 0.04846 0.00074 
C -0.06972 0.19620 0.72644 

Adjusted  R-squared 0.99942 Durbin-Watson stat 2.08747 

1-2.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ifr_1  = ic  + ime  + i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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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ic  =  ich  +  icnh  +  icsoc

건물건설

주거용 건물건설

Dependent  Variable: LOG(ICH)
Sample: 1990~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ICH(-1)) 0.40198 0.06439 0.00002 

LOG(HPIP/CPI) 0.59518 0.10457 0.00004 
LOG(RC/CPI) -0.30768 0.07589 0.00104 

LOG(XD) 2.16433 0.36214 0.00003 
T -0.11420 0.01617 0.00000 
C -19.90230 4.02357 0.00018 

DD98+DD108+DD109 0.21726 0.04283 0.00014 
DD100 -0.14771 0.05413 0.01553 

Adjusted R-squared 0.98205 Durbin-Watson stat 2.00384 

비주거용 건물건설

Dependent  Variable: LOG(ICNH)
Sample: 1993~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ICNH(-1)) 0.79742 0.05284 0.00000 
LOG(RC/CPI) -0.09101 0.03651 0.02695 

DLOG(XDN/CPI) 0.70807 0.34231 0.05909 
LOG(HPIR/CPI) 0.60036 0.18364 0.00610 

C 2.09553 0.49785 0.00102 
DD99+DD92 -0.25862 0.05829 0.00067 
DD95+DD108 0.08352 0.03229 0.02258 

Adjusted  R-squared 0.99160 Durbin-Watson stat 2.1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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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

Dependent  Variable: LOG(ICSOC)
Sample (adjusted): 1990~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ICSOC(-1)) 0.53584 0.07743 0.00000 

LOG(XD) 0.58214 0.13493 0.00047 
LOG(CGEIFR/CPI) 0.05913 0.03008 0.06583 

C -3.12445 1.12798 0.01311 
DD96+DD109 0.09347 0.03195 0.00944 

Adjusted  R-squared 0.99383 Durbin-Watson stat 2.06474 

설비투자

Dependent  Variable: LOG(IME)
Sample: 1992~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IME(-1)) 0.84287 0.07329 0.00000 
LOG(RC/CPI) -0.08829 0.03567 0.02575 

DLOG(XDN/PGDPP) 3.53950 0.39442 0.00000 
LOG(ER/CPI) -0.13684 0.07705 0.09602 

C 1.77037 0.85667 0.05649 
DD100+DD108+DD109 0.12976 0.02789 0.00031 

Adjusted R-squared 0.98644 Durbin-Watson stat 1.8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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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투자

Dependent  Variable: LOG(IIFA)
Sample (adjusted): 1992~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IIFA_HPT) 1.08755 0.02988 0.00000 

C -0.83670 0.27936 0.00857 
DD93 -0.10844 0.04208 0.02027 

DD95+DD96 0.09870 0.03907 0.02245 
AR(1) 0.44989 0.23833 0.07735 

Adjusted  R-squared 0.99665 Durbin-Watson stat 1.87811 
Inverted AR Roots 0.45000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Dependent  Variable: II
Sample: 1994~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XDN 0.67956 0.05210 0.00000 

CPEE+GC+IFR_1 -0.65766 0.05190 0.00000 
GXC-GMMC -0.71804 0.05501 0.00000 

C -8,072.80320 1,071.69952 0.00001 
DD109+DD98 -9,179.53048 2,180.68839 0.00121 

DD106 2,916.43467 1,510.97672 0.07756 
Adjusted  R-squared 0.98725 Durbin-Watson stat 2.18917 

1-3. 재화와서비스의수출입

gx  =  gxc  +  gxs

gmm  =  gmmc  +  g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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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출

Dependent  Variable: LOG(GXC)
Sample (adjusted): 1994~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BXCT*ER) 0.99172 0.00404 0.00000 

C -6.73703 0.07805 0.00000 

Adjusted  R-squared 0.99970 Durbin-Watson stat 1.61887 

상품의 수입

Dependent  Variable: LOG(GMMC)
Sample (adjusted): 1994~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BMCT*ER) 1.01035 0.00270 0.00000 

C -7.13085 0.05196 0.00000 
Adjusted  R-squared 0.99987 Durbin-Watson stat 1.64501 

서비스의 수출

Dependent  Variable: LOG(GXS)
Sample (adjusted): 1994~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BXNFS*ER) 0.80659 0.03509 0.00000 

C -3.61419 0.62456 0.00003 
AR(1) 0.45816 0.17777 0.02025 

Adjusted  R-squared 0.99126 Durbin-Watson stat 2.05842 
Inverted AR Roots 0.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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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수입

Dependent  Variable: LOG(GMMS)
Sample (adjusted): 1992~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BMNFS*ER) 0.93984 0.03044 0.00000 
C -5.94024 0.54372 0.00000 
AR(1) 0.64634 0.17157 0.00141 
Adjusted  R-squared 0.99790 Durbin-Watson stat 2.16880 
Inverted AR Roots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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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블록

2-1. 정부세입

ttax  = itax  + ottax  + ctax

내국세

itax  = dtax  + idtax

직접세

Dependent  Variable: LOG(DTAX)
Sample (adjusted): 1990~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XDN) 1.18215 0.02948 0.00000 

C -2.95943 0.39007 0.00000 
DD107+DD108 0.19015 0.05472 0.00253 

Adjusted R-squared 0.98908 Durbin-Watson stat 1.85003 

간접세

Dependent  Variable: LOG(IDTAX)
Sample (adjusted): 1991~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CPI) 0.96456 0.46526 0.05466 
LOG(TC) 0.51013 0.19735 0.01994 

C 1.93907 0.57050 0.00367 
DD102+DD103 0.07313 0.02823 0.01971 

DD98 -0.25821 0.04599 0.00004 
Adjusted R-squared 0.99534 Durbin-Watson stat 1.6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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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Dependent  Variable: LOG(CTAX)
Sample (adjusted): 1990~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NO_BMCT+OILIM_USD) 0.36595 0.03145 0.00000 

LOG(ER) 0.58646 0.12392 0.00023 
C 0.67052 0.73350 0.37421 

DD96 -2.59280 0.09930 0.00000 
DD98+DD93 -0.24954 0.07682 0.00504 

DD95 0.24338 0.10091 0.02825 

Adjusted  R-squared 0.98384  Durbin-
Watson stat 1.77401 

2-2. 중앙정부세출

cge  =  cgeep  +  cgeifr  +  cgeoth

일반경상지출

Dependent  Variable: LOG(CGEEP)
Sample (adjusted): 1994~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CGEEP(-1)) 0.69380 0.11776 0.00007 

LOG(XDN) 0.29377 0.11982 0.03050 
C -0.53538 0.37389 0.17770 

DD99 -0.17046 0.02402 0.00001 
DD100 0.08943 0.03243 0.01737 
DD103 -0.04977 0.02468 0.06666 

Adjusted  R-squared 0.99647 Durbin-Watson stat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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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지출

cgeifr

기타지출

cgeoth

2-3. 기타세입

Dependent  Variable: LOG(OTTAX)
Sample (adjusted): 1993~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TC) 2.44154 0.39131 0.00002 

C -4.96030 1.25024 0.00124 
LOG(CPI) -3.20100 0.89984 0.00287 

DD98 0.29613 0.09393 0.00657 
Adjusted  R-squared 0.98152 Durbin-Watson stat 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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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블록

3-1. 회사채수익률

Dependent  Variable: LOG(RC)
Sample (adjusted): 1991~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ER) 0.38586 0.15863 0.02711 

LOG(M3_LF/PGDPP) -0.33315 0.11628 0.01123 

LOG(LIBOR/2+LIBOR(-1)/2) 0.07752 0.03595 0.04661 

LOG(CALL) 0.57081 0.08667 0.00001 

C 1.36388 1.43712 0.35672 

DD109+DD110 0.46602 0.09809 0.00022 

Adjusted  R-squared 0.95717 Durbin
-Watson stat 1.73683 

3-2. 본원통화

Dependent  Variable: LOG(RB)
Sample: 1990~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XDN) -0.73017 0.15020 0.00013 

LOG(FR*ER) 0.22703 0.03660 0.00001 
LOG(RB(-1)) 1.21389 0.09240 0.00000 

C 3.50927 0.63091 0.00003 
DD98+DD103+DD104+DD105 -0.14176 0.02827 0.00009 

Adjusted  R-squared 0.99262 Durbin
-Watson stat 1.9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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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2

Dependent  Variable: LOG(M2)
Sample (adjusted): 1992~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M2(-1)) 0.63504 0.07825 0.00000 

LOG(XDN-TTAX/1000) 0.52390 0.11165 0.00029 
LOG(FR) 0.04601 0.02758 0.11599 
LOG(RC) 0.19866 0.03972 0.00016 

C -2.94068 0.67577 0.00057 
Adjusted  R-squared 0.99852  Durbin-Watson stat 2.12983 

3-4 금융기관유동성(Lf)

Dependent  Variable: LOG(M3_LF)
Sample: 1992~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M3_LF(-1)) 0.94534 0.01337 0.00000 

DLOG(M2) 0.58855 0.12826 0.00026 
LOG(CALL) -0.03453 0.01744 0.06412 

C 0.85437 0.20496 0.00064 
Adjusted  R-squared 0.99915 Durbin-Watson stat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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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종합주가지수

Dependent  Variable: DLOG(SPI)
Sample: 1994~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RC) -0.67108 0.07898 0.00000 

DLOG(M3_LF) 3.69872 0.65464 0.00015 
DLOG(CPEE) 1.96178 0.49734 0.00229 
CBB+CABB 0.00000 0.00000 0.02841 

LOG(OUPMK+OUPMK(-1)) -0.07839 0.04101 0.08236 
C 1.17695 0.32049 0.00367 

DD101+DD112+DD90 -0.37596 0.05256 0.00002 
DD99 0.63579 0.09391 0.00003 

Adjusted  R-squared 0.93896 Durbin
-Watson stat 2.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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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블록

4-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상품의 수출

Dependent  Variable: LOG(BXCT)
Sample (adjusted): 1991 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UPXK) 1.05117 0.04657 0.00000 

LOG(BXCT(-1)/UPXK(-1)) 0.46963 0.08299 0.00005 

LOG(ER/JPER) 0.19011 0.04447 0.00066 

LOG(WMC/WPMC) 0.99906 0.15948 0.00002 

DD101+DD108 -0.08216 0.01927 0.00068 

C -7.94755 1.31721 0.00002 

Adjusted  R-squared 0.99834 Durbin-Watson stat 2.0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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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입

bmct  =  no_bmct  +  oilim_usd

oilim_usd  =  oil_q  *  (  oilim_u_p  +  oilim_u_dc  )

비석유수입

Dependent  Variable: LOG(NO_BMCT)
Sample (adjusted): 1993~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XDN-TTAX/1000)/ER) 0.69683 0.11622 0.00004 

LOG(BXCT/UPXK+NO_BMCT/NON_
OUPMK) 0.32875 0.07570 0.00080 

LOG(NON_OUPMK) 0.83479 0.08622 0.00000 
LOG((ER/JPER)) 0.26069 0.07133 0.00291 

C 0.41348 0.23807 0.10604 
DD96+DD97 0.07296 0.02213 0.00578 

Adjusted  R-squared 0.99744 Durbin
-Watson stat 1.79273 

석유구매단가

Dependent  Variable: LOG(OILIM_U_P)
Sample (adjusted): 1991~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DUBAI) 0.97697 0.01059 0.00000 

C 0.09423 0.03667 0.01875 
Adjusted  R-squared 0.99765 Durbin-Watson stat 2.01186 

석유 수송비 단가

oilim_u_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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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량

Dependent  Variable: LOG(OIL_Q)
Sample (adjusted): 1993~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OIL_Q(-1)) 0.58567 0.09098 0.00002 

LOG(R_OUPXK(-1)*PGDPP(-1)) 0.43473 0.12305 0.00367 
LOG(OUPMK(-1)) -0.48275 0.13920 0.00416 

C 4.07038 0.89254 0.00053 
DD96+DD97 0.10907 0.02630 0.00115 

DD102+DD105 -0.05414 0.02541 0.05275 

Adjusted  R-squared 0.95206 Durbin
-Watson stat 2.01555 

서비스의 수출

Dependent  Variable: LOG(BXNFS)
Sample: 1993 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BXNFS(-1)) 0.21605 0.05208 0.00162 

LOG(BXCT+BMCT) 0.76822 0.05158 0.00000 
LOG(ER/JPER) 0.31521 0.06440 0.00048 
DLOG(DUBAI) -0.10036 0.04382 0.04277 

LOG(RC)-LOG(LIBOR) -0.02383 0.01236 0.08015 
C -2.30018 0.25741 0.00000 

DD108+DD107 0.12587 0.02349 0.00023 
DD97+DD98 0.05196 0.02191 0.03702 

DD109+DD111 -0.09601 0.02369 0.00191 
Adjusted  R-squared 0.99842 Durbin-Watson stat 2.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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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수입

Dependent  Variable: LOG(BMNFS)
Sample (adjusted): 1994~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XDN-TTAX/1000)) 1.05960 0.11569 0.00000 

LOG(BXCT+BMCT) 0.51842 0.06167 0.00000 
LOG(ER) -0.36787 0.06220 0.00010 
LOG(RC) 0.23845 0.02967 0.00001 

C -8.16176 0.51725 0.00000 
DD111 -0.15191 0.01964 0.00001 

DD100+DD97+DD110 -0.05400 0.01040 0.00030 
Adjusted  R-squared 0.99919 Durbin-Watson stat 2.20417 

4-2. 국제수지

경상수지

cbb  =  tbb  +  sbb  +  ybb

ybb  =  ybb_base  +  ybb_trsf

상품수지

tbb  =  bxc  - bmc

bmc  =  no_obmc  +  oilim_usd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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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출

Dependent  Variable: LOG(BXC)
Sample (adjusted): 1991~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BXCT) 1.00129 0.00040 0.00000 

DD109+DD94+DD110 -0.02419 0.00816 0.00795 
AR(1) 0.42432 0.18603 0.03426 

Adjusted  R-squared 0.99961 Durbin-Watson stat 2.00727 
Inverted AR Roots 0.42000 　 　

비석유 재화의 수입

Dependent  Variable: NO_OBMC
Sample (adjusted): 1994 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NO_BMCT 0.99692 0.00419 0.00000 

C -3,063.89239 1,159.53426 0.01932 
DD97+DD109 1,409.78966 571.88347 0.02724 

AR(1) 0.64599 0.21956 0.01071 
Adjusted  R-squared 0.99993 Durbin-Watson stat 1.80312 
Inverted AR Roots 0.65000 　 　

석유수입

Dependent  Variable: OILIM_USD_B
Sample (adjusted): 1993~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OILIM_USD 0.99341 0.00163 0.00000 

C 174,423.49 72,554.50 0.02790 
Adjusted  R-squared 0.99995   Durbin-Watson stat 2.4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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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sbb  = bxnfs  - bmnfs

본원소득수지

Dependent  Variable: YBB_BASE
Sample: 1994 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YBB_B_HPT(-1) 0.67005 0.07980 0.00000 

D(YBB_BASE(-1)) 1.22522 0.05958 0.00000 
ER -4.06935 0.37575 0.00000 

D((NGDP_JP)+NGDP_CH+N
GDP_US) 0.23344 0.03208 0.00002 

C 1,648.90941 461.08257 0.00435 
DD102+DD97 2,984.26969 551.67489 0.00021 

AR(1) -1.52767 0.20996 0.00002 
AR(2) -0.74826 0.21174 0.00468 

Adjusted  R-squared 0.93074 Durbin-Watson stat 2.40515 
Inverted AR Roots -.76-.41i     -.76+.4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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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수지

Dependent  Variable: YBB_TRSF
Sample (adjusted): 1993 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YBB_TRSF(-1) 0.56112 0.05767 0.00000 

YBB_TRSF_HPT(-1) 0.67069 0.07896 0.00000 
D((XDN)/ER) -14.72850 1.08498 0.00000 

D((NGDP_JP)+NGDP_CH+
NGDP_US) 0.11210 0.01747 0.00003 

C -542.36845 143.35126 0.00261 
DD103 -767.54853 386.33836 0.07027 
DD105 1,104.25730 440.96952 0.02770 
AR(1) -0.61925 0.28127 0.04800 

Adjusted  R-squared 0.96380 Durbin-Watson stat 2.09285 
Inverted AR Roots -0.62000 　 　

자본수지

Dependent  Variable: CABB
Sample: 1992~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RC 107.13464 28.17225 0.00347 
ER 4.17607 0.39624 0.00000 

JPER -28.07985 5.98864 0.00086 
SPI 2.45084 0.46240 0.00035 

SPI_D -0.10528 0.03738 0.01828 
XDN/ER -4.11206 0.97637 0.00180 

D(FR) -0.00616 0.00228 0.02228 
C -1,815.83600 915.86274 0.07554 

DD94+DD106 -567.55000 167.85266 0.00699 
DD97+DD96+DD103 525.10274 155.86367 0.00713 
Adjusted R-squared 0.95234 Durbin-Watson stat 2.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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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정

Dependent  Variable: MCBB
Sample: 1994 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CBB -1.01180 0.03342 0.00000 

C 1,586.47048 775.46534 0.05657 
Adjusted  R-squared 0.98072 Durbin-Watson stat 1.45007 

자본및금융계정

cmbb  =  cabb  +  mcbb

오차및누락

sr

4-3. 외환보유액

Dependent  Variable: LOG(FR)
Sample: 1990~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FR(-1)) 0.82192 0.03597 0.00000 

LOG(100000+CBB+CABB) 0.86379 0.30790 0.01170 
LOG(ER(-1)) 0.56878 0.21818 0.01784 

C -11.82634 2.82624 0.00056 
AR(1) -0.43544 0.23339 0.07846 

Adjusted  R-squared 0.97701  Durbin-Watson stat 1.9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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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율

Dependent  Variable: LOG(ER)
Sample: 1990~20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ER(-1)) 0.83538 0.04828 0.00000 
DLOG(FR) -0.23044 0.05595 0.00064 

C 1.14550 0.33064 0.00277 
DD98 0.59256 0.06837 0.00000 

DD101+DD109 0.18917 0.03451 0.00003 
Adjusted  R-squared 0.95082 Durbin-Watson stat 1.9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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