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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필요성  목

그동안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성장과 발 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는 석유기업의 효율 인 략과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요한 것은 국내 석유수요의 속한 확 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과거 석유산업 성장의 동인이었던 내수 확 는 더 이상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석유수요는 이미 성숙단계로 어들어 증가율

이 히 둔화되었고 차 포화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외환 기 이후 

1998~2011년 기간 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4%에 그치고 있

다. 다행히 2000년 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는 국내수요 둔화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 다. 그 지만 향후 아시아 신

흥국에서 정제능력이 폭 확 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석유제품

의 해외 수출수요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세계 으로도 화석에 지를 표하는 석유는 녹색성장정책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각국의 응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함

께 기존 형 유 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탐사‧개발 지역에서

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가 다른 에 지

원으로 체되는 상이 가속화될 망이다. 특히 셰일가스 생산이 증

가함에 따라 차 가스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가스가 석유수요의 일부

를 체해 나갈 것으로 상된다. 기자동차 보 도 그 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 으로 수송부문 석유수요에 향을  수 있다.

석유제품 생산과 수출 등 하류부문을 심으로 운 되어 온 국내 



석유산업은 이러한 석유수요 둔화에 직면하여 사업다각화를 한 새

로운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자원 의존 인 석유산

업의 특성상 부존 석유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마  둔화되면, 국내 

석유산업이 갖는 구조  취약성이 그 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석유산업 미래 략 연구」의 제3차년도 연구로서 내

외 여건 변화에 응한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해 해외 석유기업들의 다각화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석

유산업의 SWOT 분석을 토 로 향후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결과

국내 석유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양상은 해당 석유기업의 지배구조상

의 특징을 반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같이 국내 주주가 심인 

기업은 정유 외에 다양한 사업 분야로 다각화가 진척된 반면, 해외 주

주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는 다각화가 제한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는 국내 주주가 심인 기업이 정유에 더해 석유화학과 타 에 지 

매 등 한국 내 사업 역 확 에 심을 더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한편, 국내 석유기업들은 모두 기업 그룹의 계열사에 소속

되어 있어, 사업다각화는 부분 석유 련 사업으로 제한되고 비석유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모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석유기업(IOC)의 사업다각화는 하류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

통석유개발 등 상류부문 사업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석유기업들은 기존 석유매장지의 고갈에 따른 채굴비용 증가  탐사



성공률 하락 등으로 통석유‧가스 사업만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

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독립계 석유회사의 생산기술과 자산을 인수

하여 비 통석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석유기업들의 비석

유사업 분야로의 다각화는 주로 연료 지 등 에 지기술과 련된 사

업에 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를 제외하면, 국제석유기업

들의 신재생에 지 사업에 한 투자는 아직 크지 않으며, 핵심 기술

과 사업 경험을 확보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

미국 석유기업들을 상으로 사업다각화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다각화가 수익률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a & French 3-변수 모형을 확장하여 추정한 결과, 사업다각화가 

기업수익률 상승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친 석유기업은 

체의 약 60%를 차지하 다. 그리고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효과는 유

가하락기에 비해 유가상승기에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미래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를 한 

략은 SWOT 분석을 토 로 도출하 다. Chris Zook의 차별화 지도

에 근거해 우리 기업들의 역량(강 , 약 )을 분석하고, 외 여건(기

회요인, 요인)을 결합하여 핵심 인 역량을 최 한 발휘할 수 있

는 방향에서 략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를 해 외국  타 산업 기업과의 제휴 경험, 효율 인 공 망과 물

류, 높은 수 의 운 능력, 다양한 고객 네트워크 등의 강 을 활용하

고, 해외 유  탐사기회  해외 지 랜트 운 기회 증가 등의 기

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략을 찾고자 하 다. 국내 석유기업들의 

사업다각화 략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반에 걸친 에 지사업으로의 다각화



이다. 향후 에 지 사용은 최근 들어 크게 각 을 받고 있는 셰일가스

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 으

로 재 사용되고 있는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석탄의 부존 자원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석탄은 꾸 히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석

유기업은 석유 이외에 천연가스  석탄, 그 외 다양한 형태의 화석연

료와 렴한 바이오매스 등을 취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

한 에 지를 공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기업들이 다양한 연료에 

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각 연료에 합한 활용기술을 자체 으로 확보하거나 외부로부터 획

득하기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정제시설 운  등 해외 하류부문 사업으로의 다각화이

다. 국내 석유기업들은 석유정제설비 규모  시설의 운 능력이 세계

인 수 에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제한 석유제품의 반 이상을 

수출하면서  세계 30여 개 국가에 공 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 해외 석유정제시설의 운 부문에 진출하여 해외에서 

직  생산한 제품을 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내 건설

랜트 기업들이 동과 남미 지역의 정유  석유화학 랜트 건설수

주가 증가하는 것과 연계하여 해외 정유시설의 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동남아, 남미 등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은 석유수요 한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해외 하류부문 

사업에 있어서 이들 지역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에 지 분야의 기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의 다각화이다. 국내 

석유기업은 국내에 부존자원이 없다는 태생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안정 으로 에 지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해외 에 지개발에 지속 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 지만, 해외 에 지

개발의 기회는 에 지를 개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보

유한 기업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국제석유기

업 수 의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장기 으로 매우 요

한 략이 될 수 있다. 기술서비스 사업으로의 다각화 략에서 가장 

요한 것은 기술역량을 가진 문인력 확보이므로 장기 인 에

서 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선택 인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의 다각화이다.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 지 시설을 운 하는 운 사업자와 핵심 기술을 

근간으로 기술  시설을 공 하는 기술공 자라는 2가지 사업모형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태양   풍력에 한 투자 기회가 매우 제

한 이고,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도 경제성 있는 바이오매스가 국내에

는 별로 없다. 한 해외 신재생에 지 시설의 운 사업자가 되는 것

도 이미 지 사업자가 시설운 을 직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기업이 신재생에 지 시설을 운 하는 운 사업자로서는 차별화

된 역량을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재생에 지 사업을 수행하기 해

서는 석유기업이 기술공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재생에 지의 

세부 분야별로 달라질 수 있고 기업별로도 략이 달라질 수 있다. 석

유기업에게는 석탄이나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가스화한 뒤, 합성연

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석유화학공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다. 이 게 용이하게 근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

재생에 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략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 유망한 벤처에 투자

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



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력에 지 수송시스템에 한 서비스사업으로의 다각화이

다. 이는 기자동차 증가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에 응하면서 기존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기  의 비이다. 수송용 에 지원

에 력이 본격 으로 등장하게 되면 재 석유기업의 하류부문 비즈

니스 모형은 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한 응책으로서 주유소

를 기충 소로 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수송용 에

지의 일부를 력으로 환하는 것과 련한 요한 기술은 기 장

장치이다. 자동차에 들어갈 2차 지뿐만이 아니라, 직  력송  그

리드에 연결되어 력을 장하는 형 력 장장치가 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석유기업들은 장기 으로 력 장에 한 기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정책제언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과 련한 정부의 정책은 석유회사들의 

약   산업 환경의 기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즉, 국내 석유회사들의 약 인 부존자원 부족, 개발과 신 부

족, 기술  지 자산 부족 등과 기요인인 해외자원 투자리스크 증

가와 석유수요 둔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재 석유개발 융자 지원

은 실패 험은 높지만 성공 시 막 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탐사 단계

에 한 지원이 조한 편이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해외 석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해서는 성공불 융자의 규모를 확 하는 등 보다 

극 인 융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성공불 융자제도에

서 성공한 탐사사업에 부과하는 특별부담 ( 행 15%) 비율은 국제 

원유가와 연동해 탄력 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해외 석

유개발 투자에 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일몰시한을 

연장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차세  에 지개발 분야의 문 인력 양성이

다. 이 분야는 단기간 내에 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장기간의 경험이

나 장 경험이 요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인력 육성이 어려운 분

야  하나이다. 그러므로 문 인력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정부가 자원개발특성화 학 등 인력 육성의 기반을 지속 으로 지원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 석유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민간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키고, 기술

(technology spillover)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과의 

인력 교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 지 신기술 련 인 라 지원이다. 이와 련한 방안으로 

연구시설 건설에 한 인허가 기 을 완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한, 에 지 기술 련 클러스터 는 

신에 지 기술들을 범 하게 시험하고 용할 수 있는 실증단지 조

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에 지 기업들의 해외 기술기업에 

한 M&A나 공동 연구개발을 한 투자를 하는 데 해서 조세감면

이나 펀드 조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oil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ing and expanding owing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efficient strategy of the oil 

companies and government policy,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rapid increase of domestic oil demand. However, the increase of 

domestic demand that has been driving the growth of the oil industry 

cannot be expected to continue. The market has entered the mature 

phase, the rate of increase has been dropping significantly, and the 

saturation phase is nearing. The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oil 

consumption remained around 1.4% during 1998-2011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ortunately, the increase of petroleum 

products export in the 2000s resolv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mestic demand decrease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petroleum products export can be continued, as new 

emerging countries in Asia are expected to enlarge in their refinery 

capabilities in the future.

The global consumption of oil, a representative fossil fuel, is also 

limited by the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 as well as green 

growth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oil 

can be replaced by other energy sources more quickly, as the oil 

price is expected to remain high due to the decreased production 



amount of existing large-size oil fields and increasing production cost 

at new exploration and development sites. In particular, as the gas 

price drops due to increased shale gas production, gas seems to 

replace some of the demand for oil. Even though the diffusion of 

electric cars is not likely to affect oil consumption much, it can 

influence oil demand in the transportation field. 

As a result, the domestic oil industry, which has been focusing on 

the downstream such as petroleum products production and export, is 

required to set up a new strategy for business diversification to cope 

with decreasing oil demand. The reason is that decreasing demand 

will expose structural vulnerabilities of the domestic oil industr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s we do not have indigenous 

oil resources.

This is the third year study on “Future strategy for the oil 

industry” aimed to identify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of the 

domestic oil industry. For this purpose, cases of overseas companies’ 

business diversification will be analyzed, and future diversification 

strategy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SWOT analysis of the 

domestic oil industry.

2. Major Contents and Research Results

The key subject of this study - a strategy on business diversification 

in the future domestic oil industry - was identified by SWOT 



analysis. Capabilities of domestic companies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differentiation map 

proposed by Chris Zook. Then, external conditions (opportunity 

factors and risk factors) were combined to figure out the strategy 

from the standpoint of demonstrating core competences to the 

maximum extent. The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that can make the most of strengths (e.g., 

experience in alliance with foreign companies and other industry 

companies, efficient supply chain and logistics, high-level operation 

capability, and various customer networks) as well as opportunity 

factors (overseas oil field exploration opportunity, and more 

opportunities of running overseas plants).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for domestic oil companie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ve proposals.

Diversification of the energy business to the entire fossil fuel area, 

such as gas and coal, is the first proposal. It is forecasted that the 

importance of natural gas will increase, including shale gas that 

draws much attention these days. Also, although oil, which is widely 

used these days, will be depleted in the long run, coal is more likely 

to be used steadily, as the world has a large amount of coal 

reserves. Therefore, oil companies need to supply various types of 

energy to domestic consumers by handling natural gas, coal, other 

forms of fossil fuel and cheap biomass, besides oil. The development 

of the differentiated technology is required for domestic oil 



companies to take the lead in supplying various types of fuel. Also, 

continuous efforts need to be made to secure the utilization 

technology suitable for each fuel type independently, or acquire it 

from the outside.

The second proposal is the diversification of downstream business, 

such as the operation of overseas refinery facilities. Domestic oil 

companies have world-class oil refinery facilities and facility 

operation capabilities. Also, domestic oil companies secured a supply 

chain in more than 30 countries in the world, while exporting more 

than half of petroleum products refined in Korea. Making the use of 

these capabilities, domestic oil companies can operate overseas oil 

refinery facilities, and produce and sell the products locally in the 

overseas countries. In particular, participation in operating overseas 

refinery facilities can be considered, as domestic construction plant 

companies won more and more refinery and petrochemical plant 

construction contracts in the Middle East and Latin America. As the 

rapid increase of oil demand is expected in areas with rapid 

economic growth (Middle East,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downstream businesses in these areas.

The third proposal is the diversification to the business that 

provides technical services in the energy field. Due to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domestic oil company (no oil reserves in Korea), 

domestic oil companies should make a continuous investment in 

overseas energy development, in order to secure stability of the 



energy resource for their business. However,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overseas energy will be given only to the companies 

having differentiated technical competence. Therefore, it can be a 

very important strategy for domestic oil companies to secure 

technical capabilities at the level of IOCs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long-term view.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is diversification proposal is to secure experts with sufficient 

technical competence, quality personnel should be fostered from a 

long-term view.

The fourth proposal is the diversification to a selected renewable 

energy business. There are two business models in the renewable 

energy area – the technology supplier that provides technology and 

facility based on its core technology, and the operation service 

provider that run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re are only a 

limited number of opportunities in making an investment in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Unlike other countries, there are only a 

few biomasses that have enough economic viabili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domestic oil companies to have differentiated capabilities 

in operati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an overseas country, 

because most local service providers can operate the facility 

independently. Therefore, the oil company should be a technology 

provider to run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which requires a 

different strategy by detailed area of the renewable energy as well as 

the company. Oil companies can approach this business easily, 



because the process of gasifying coal or biomass at a high 

temperature and then producing synthetic fuel is similar to the 

petrochemical process. Running a renewable energy business using 

the easy-to-access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strategy implementation. In addition, it would be an 

effective method to invest in the promising venture in the renewable 

area, and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hen securing core 

technologies.

The last proposal is the diversification to the service business for 

the electric power transportation system, which is a long-term 

preparation using the existing gas station network, while coping with 

decreased oil demand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electric cars. If 

electric power is widely used as the energy source for the 

transportation industry, the downstream business model of current oil 

companies will be threatened. As a countermeasure, the gas station 

might be changed to an electricity charging station. The electricity 

storage device is an important futuristic technology in regards to 

converting some of the transportation energy into electric power. It 

means that the large-size electric power saving device, which directly 

stores power from a power transmission grid, is as important as the 

secondary battery for the vehicle. Therefore, oil companies need to 

better understand power storage technology from the mid- to 

long-term view.



3. Policy Suggestions

The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for the oil industry should be set in such way that the 

weakness of oil companies and risk factor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should be eliminated. That is, the policy should consider 

weaknesses of domestic oil companies (lack of reserves, lack of 

development and innovation, and lack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as risk factors (increased risk in investing in 

overseas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ing demand for oil).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item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policy to support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needs to 

be improved. Currently, loan support in the exploration phase is 

insufficient. Even though the risk is high for oil development loans 

in this phase, enormous profits can be obtained if exploration is 

successful.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loan support more 

actively to promote overseas oil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high risk support loan” 

(special charge on successful development but reduced principal 

collection if failed). Also, the special charge (15% of the principal) 

needs to be adjusted flexibl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oil price. 

In addition, the policy of reducing the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for overseas oil development investment needs to be maintained by 

extending the sunset period.



Second, experts need to be fostered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next-generation energy development. As this field 

requires long-term experience in the field, it is one of the fields 

which pose difficulties in nurturing relevant personnel in Korea 

because of the domestic circumstanc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the infrastructure of personnel fostering,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lleges specialized in resource development, instead 

of leaving it to the mercy of the private sector. Also,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 state-run oil company, needs to establish the 

personnel exchange system with private companies, so that domestic 

oil companies can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of overseas oil 

development, and the speed of technology spillover can be 

accelerated. 

Lastly, the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new energy technology 

should be supported. For this purpose, the licensing standard for 

research facility construction should be mitigated, and opportunities 

for using new technologies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an 

energy technology-related cluster or a demonstration complex needs 

to be constructed, where various energy technologies can be tested 

and appli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devise various 

support policies (e.g., tax reduction or fund raising) for a domestic 

energy company to take over overseas technology companies or 

make an investment in joint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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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성장과 발 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는 석유기업의 효율 인 략과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요한 것은 국내 석유수요의 속한 확 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석유수요는 과거의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1990년 까지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 다. 외환 기 이  10년 동안인 1987~1997년의 석유소

비 증가율은 연평균 14.2%에 달해 세계 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 석유산업 성장의 동인이었던 내수 확 는 더 

이상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석유수요는 이미 성숙단계로 

어들어 증가율이 히 둔화되었고 차 포화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외환 기 이후 1998~2011년 기간 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4%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2000년 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는 국내

수요 둔화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 다. 그 지

만 향후 아시아 신흥국에서 정제능력이 폭 확 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해외 수출수요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세계 으로도 화석에 지를 표하는 석유는 녹색성장정책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각국의 응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함

께 기존 형 유 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탐사‧개발 지역에서

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가 다른 에 지원

으로 체되는 상이 가속화될 망이다. 특히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

함에 따라 차 가스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가스가 석유수요의 일부를 



체해 나갈 것으로 상된다. 기자동차 보 도 그 향은 크지 않

겠지만 장기 으로 수송부문 석유수요에 향을  수 있다.

석유제품 생산과 수출 등 하류부문을 심으로 운 되어 온 국내 

석유산업은 이러한 석유수요 둔화에 직면하여 사업다각화를 한 새

로운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자원 의존 인 석유산

업의 특성상 부존 석유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마  둔화되면, 국내 

석유산업이 갖는 구조  취약성이 그 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석유산업 미래 략 연구」의 제3차년도 연구로서 내

외 여건 변화에 응한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해 해외 석유기업들의 다각화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석

유산업의 SWOT 분석을 토 로 향후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사업다각화의 개념

과 목 을 정리하고 석유기업별 다각화 황과 특징, 성과를 검토하

다. 제3장에서는 해외 석유기업의 다각화 사례를 석유산업 내 다각화

와 비석유사업으로의 다각화로 나 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석유기업들의 다각화 사례를 상으로 기업의 자산가격 결정모형인 

마- 치(Fama-French) 3변수 모형을 확장하여 다각화의 성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제5장에서는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추

진 략을 제시한다. 먼  크리스 주크(Chris Zook)의 기업역량 검토 

기 과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석유산업의 핵심 인 역량을 악하

고, 이를 토 로 사업다각화 략의 고려 과 추진 방향을 도출하

다. 이어서 사업다각화 략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 어 논의하고 

이와 련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시하 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었다.



제2장 국내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황 분석

1. 사업다각화의 개념  목

가. 사업다각화의 개념

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연구의 목 이나 방법론, 그리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범 와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사회  경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각화

의 사 (辭典的) 의미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다각

화의 개념 정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기존의 연구  기업의 

‘시장활동범 ’에 을 맞추어 재까지 통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한 Ansoff(1965)에 주목하고자 한다.1)

Ansoff(1965)는 다각화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

입하는 것으로, 기존제품의 기존시장 진출은 시장침투, 기존제품의 신

(新)시장 진출은 시장개척, 그리고 신제품의 기존시장 진출은 제품개

발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시기 으로 먼  나왔지만 

Gort(1962) 역시 이와 유사하게 개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이질성 

증 를 가지고 기업의 다각화를 정의하 다. Berry(1974) 한 산업의 

차별성에 기 하여 기업이 참가하고 활동하고 있는 산업의 수가 증가

하는 상황을 다각화라고 하 다.

약간의 수정을 통해 다각화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도 있다.

1) 기존 연구의 다각화에 개념 정의는 오지석(2007) p.15를 재인용



Rumelt(1974)은 산업이라는 용어 신 사업이라는 표 을 사용하여 

기업이 상이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도로 변화를 주었고,

Kamien & Schwalts(1975)는 어떤 한 산업 내의 기업이 다른 산업으

로 분류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도를 다각화라 정의하 다.

그러나 보다 체계 으로 다각화를 정의하기 하여 기존 활동 분야

의 기반 여부를 기 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 활동 분

야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그 사업 내 특정제품 분야로 새롭게 진출한

다면 이는 ‘내부  다각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한 내부  다각화는 

기존 활동 사업과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 련사업 다각화’

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는 반 로 기존 활동 분야에 기반을 두지 않

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외형  확  진출이라면 ‘외부  다각

화’라 정의되며, 이러한 외형  다각화는 기존 활동 분야와 련이 없

기 때문에 ‘비 련 사업 다각화’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진하던 다각화는 ‘외부 ’이자 ‘비 련 사업’ 다각화의 사

례가 될 것이다. 한 기존의 활동 분야가 문 이고 주력 일 경우

가 많기에, 종종 내부  다각화 혹은 련사업 다각화를 ‘집 형 다각

화’로, 그리고 외부  다각화와 非 련사업 다각화를 ‘집성형 다각화’

로 부르기도 한다([그림 2-1] 참조).

한 다각화는 매제품의 성격에 따라 ‘수평  다각화’와 ‘수직  

다각화’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  다각화는 매시장이 동일한 상태

에서 제품 는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에 지시장을 로 든다

면 석탄채굴기업이 아연채굴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혹은 력 매기업

이 가스 매기업을 인수하여 기와 가스 매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

이다(정웅태, 2009). 반면 수직  다각화는 생산에서 매까지 수직



그림 다각화의 정의  분류 문분야  주력사업 연  여부

으로 연결된 생산단계별 제품으로의 확장으로 의미한다. 다시 에 지

시장의 를 든다면, 원유채굴단계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원유만 생산

하다가 원유정제단계로 진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한다면 이는 수직  

다각화라 할 수 있다. 원유정제단계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던 정제기

업이 주유소  유통단계로의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것도 수직  다각

화의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다각화는 수평  다각화, 수직  다각화, 집 형 다

각화(내부 / 련사업 다각화), 집성형 다각화(외부 /비 련사업 다각

화)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게 다각화의 방향을 ‘다각화 벡터’

라고 부르는데, 그 선택은 하나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선택될 수 있다. 특히 호황기의 경우 기업 외부의 경제  기

회가 증 되어, 빠른 자본 회 율과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다각화의 



험성이 감소하여 기업들은 다각화 벡터에서 많은 선택을 하려고 한

다. 그러나 불황기에서는 의 조건들이 모두 비우호 으로 바 기 때

문에 선택가능한 다각화의 수는 어드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나. 사업다각화의 방법  목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해 통상 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다음

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인수  합병을 통한 다각화, 둘째,

내부개발을 통한 다각화, 셋째, 조인트 벤처를 통한 다각화이다.

인수  합병은 다각화를 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 이

유는 충분한 자 력이 확보되고 인수 상 기업만 존재하면 가장 간편

하게 다각화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활동 기업의 인수는 시장진

출문제와 사업다각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인수를 해 필요한 자  조달 비

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인수 후 두 개의 기업문화의 조화를 달성

해야 하는 문제는 인수  합병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내부 개발을 통한 다각화는 기존 사업 내에서의 연구  개발을 통

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업을 한 생산시설

을 설립하거나, 생산 후 수요처를 확보하고 매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추가 으로 요구된다. 인수  합병이 단기간에 다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생산시설 설립과 수요처  수요망 구축 작업이 필

요한 내부 개발을 통한 다각화는 장기 으로 다각화를 수행할 때 사

용되는 방법이다. 한 인수  합병과는 달리 기 생산시설을 설립

하는 데 있어 험성이 존재하지만, 계획 로 마무리만 하면 오히려 



인수  합병 방법보다 사후에 견고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 할 수 있

다. 통상 으로 련형 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인수  합병 방법을 사

용하기보다는 내부개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유상류시장과 같이 자원이 극도로 한정된 특별한 시장에서는 기업

이 ‘ 련형’ 혹은 ‘내부 ’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인수  합

병 방법을 더 빈번히 사용한다.

조인트 벤처를 통한 다각화는 략  제휴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험이나 자원의 공유를 통해 제휴 기업 간 경 험성을 분담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인트 벤처 방법은 제휴 트 와의 경

권에 한 마찰이 유발될 수 있으며, 제휴기간 유지에 한 불안정

성이 존재하여 인수  합병방법이나 내부개발 방법에 비해 사후 

험성은 상 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조인트 벤처를 통

해 지분을 분할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데, 지분이 50:50으로 양분될 경

우 경 통제권이 완 히 분산되어 경 략 추진에 상치 못한 장애

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인트 벤처를 통하여 사업다각화를 성

공 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지분의 효율 인 배분이 구체 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  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인트 벤처 방

법이 여 히 다각화를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완  인수  

합병(Full M&A)’에 비해 유사시 기업 분할(unbundle)이 상 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의 3가지 표 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목

은 무엇일까? 다각화 추진의 목 은 경제학 인 에서 다음의 6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업가치 증   성장 추구, 둘째,

험 분산, 셋째, 범 의 경제성, 넷째, 시장지배력 확보, 다섯째, 내부 



시장 활용, 마지막으로, 거래비용 감소이다.

먼 , 기업가치 증   성장 추구는 모든 기업이 공통 으로 추구

하는 목 으로, 궁극 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직결된다.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외  성장이 기업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된다면, 기업구성

원들에게 다양한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험분산의 목 은 수익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안정 인 수익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다. 험분산을 한 다각화는 경기순환주기

(business cycl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생  충격(external shock)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특히 석유산업은 통 으로 호황기와 

불황기의 주기가 뚜렷한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험분산을 

목 으로 하는 다각화 략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범 의 경제성(economy of scope)을 가지기 한 목 이다.

범 의 경제성이란 한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각 제품을 서로 다른 기업이 각각 생산할 때 보다 평균비용이 게 드

는 상으로, 생산요소의 기능을 조 하여 효율  생산이 가능함을 의

미한다. 석유기업의 다각화는 기존 석유산업과 비슷한 산업에 진출을 

가능  하여 시 지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즉 기본 으로 원유정제

라는 동일한 생산라인을 통해 비슷하지만 다른 석유(화학)제품들을 생

산한다면 석유산업은 범 의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한 무형자산 측면에서도 범 의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는

데, 를 들면 오랫동안 석유산업에서 명성을 떨쳤던 거  석유기업들

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할 시 그 명성만으로도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넷째,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다각화가 추진된다. 비

록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제품생산의 다양성 확보는 각각의 시장

에 진입을 가능  하여 궁극 으로 기업의 총 시장 유율이 산술 으

로 증 될 수 있다. 물론 산술 인 시장 유율 상승이 시장의 실질  

지배력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시장의 횡 보조(cross- subsidization)

를 통해서 한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해 사용된다면 기업의 다각화 략은 시장지배력 증강에 효

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인 횡 보조의 로서는 모기업과 다

각화된 자매기업 간의 ‘상호구매’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다각화의 목 으로 내부시장의 활용이 있는데, 이는 다각화 

기업이 다각화되지 않은 기업보다 자본  인력 조달이 상 으로 

용이한 을 강조한 것이다. 개별 사업부의 자 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부자본시장을 운 할 수 있을 뿐더러, 개별 이지만 련된 

사업부의 인력들을 필요시 신규사업부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

이 다각화의 경제  유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다각화의 목 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의 감소이다. 거래비용은 정보 수집, 상, 계약 등과 같이 거래를 하

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일컫는 말이다. Coase(1937)와 

Williamson(1975)은 거래비용을 기업  시장의 구조를 결정짓는 

요한 변수로 설명하 다. 즉,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제공

받는 경우 기업의 총비용은 거래되는 가격에 거래비용이 더해지게 된

다. 이 때 만약 총비용이 직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큰 경우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자체 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므로 해당 분야

로 다각화를 추진하게 된다.



2. 석유기업별 사업다각화 추진 내역

국내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오일뱅크 4개 석유

기업(정유회사)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석유기업의 경우 해외 석유기

업들과 달리 모두 기업 그룹의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어 체 그룹

의 이윤극 화에 기여한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 석유기업들의 사업다

각화는 석유사업을 심으로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역에 걸

쳐서 이루어져 왔지만, 국내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는 부분 석유 

련 사업으로 제한되어 왔으며, 비석유 부문에 한 사업다각화는 부

분 모그룹 차원에서 략 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기업의 다각화 논의는 해당 석유기업의 사업 역뿐 아니라 

모그룹 계열사  석유사업과 연 될 수 있는 상에 해서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가. SK이노베이션

SK그룹의 석유사업은 재 SK이노베이션과 SK 네트웍스가 담당하

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 지가 석유정제 사업을, SK

종합화학은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을 주력으로 하여 배터리와 정보 자 소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석유제품 유통사업과 함께 도소매유통, 무역, 정

보통신, 의류, 자동차 정비 등의 사업 역을 구축하고 있다.

SK는 신인 ‘선경’이 1980년 한석유공사의 경 권을 인수하면

서 석유사업에 본격 으로 뛰어들기 시작하 다. 한석유공사는 

1962년에 설립되어 원유정제 등 석유제품생산 시설과 석유화학 시설 



투자에 주력하 으며 선경에 인수된 1980년에는 연간 27만b/d의 상압

증류시설을 비롯해 일부 석유화학 기 시설과 윤활유 배합설비를 보

유하고 있었다. 선경은 한석유공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유공’으로 

변경하고, 원유정제  석유화학 시설을 공격 으로 확장해 나갔다.

한 유공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주유소 망을 구축하여 상류부문2)

에서 하류부문3)을 아우르는 석유산업의 수직  통합 형태를 처음으로 

구축하 다.

이후 1998년 모그룹인 ‘선경’이 ‘SK’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유공도 

SK(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석유정제  화학, 석유개발 외에도 투자

와 생명과학 등의 사업으로 그 역을 넓혔으며 석유제품유통 사업은 

‘SK에 지 매’로 이 되었다. SK그룹은 2007년 SK(주)를 지주회사

로 환하면서 그룹 체를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 다. SK(주)는 지

주회사로 환되면서 투자와 생명과학사업만을 보유하게 된 반면 SK

(주)로부터 분할된 ‘SK에 지’가 석유제품 매를 제외한 석유 련 

분야를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SK에 지 내에서 윤활유 

사업이 100% 자회사 법인인 ‘SK루 리컨츠’로 분사되었다. 2011년에

는 회사명을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는 한편 100% 출자한 자회사

인 ‘SK에 지’와 ‘SK종합화학’을 신규 설립하여 석유개발을 제외한 

정유  화학 사업을 각각 이 하 다. 한 석유제품 유통기업인 SK

에 지 매는 2000년 무역, 유통, 자동차 정비서비스 계열사들과 합병

하면서 ‘SK 로벌’로 명칭을 환하 으며 2003년 ‘SK네트웍스’로 

상호를 변경하 다.

2) 일반 으로 석유의 탐사‧시추‧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역을 일컫는다. 인 라 

구축과 개발단계에서 막 한 비용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 역이다.
3) 원유의 정제‧공 을 담당하는 제조부문과 석유제품을 매하는 마  부문, 석

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매하는 화학부문을 아우르는 사업이다. 



그 외에 SK는 비석유 에 지부문으로 력, 도시가스, 집단에 지 

등 네트워크 에 지사업을 담당하는 SK E&S, LPG 트 이딩을 사업

역으로 하는 SK가스, 바이오에 지를 개발하는 SK 미컬, 그리고 

태양  소재를 개발하는 SKC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상호 형태 모기업 사업 분야

SK이노베이션 - SK(주) 석유개발

SK에 지 자회사 SK이노베이션 석유정제

SK종합화학 자회사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SK루 리컨츠 자회사 SK이노베이션 윤활유

SK네트웍스 계사 SK(주) 석유제품 유통 등

SK E&S 계사 SK(주) 력, 도시가스, 집단에 지 

SKC 계사 SK(주)
태양  등의 소재개발  
화학제품 등

SK 미컬 계사 - 바이오연료, 화학수지, 제약 

SK가스 계사 SK 미컬 LPG 트 이딩  마

표 이노베이션의 석유  에 지 련 사업다각화 황  

 자료: SK 2011년 사업보고서

나. GS칼텍스

GS그룹은 1966년 미국 칼텍스(Caltex)사4)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하고 이듬해 ‘호남정유’를 설립, 1969년 처음으로 상압증류시설(6만

b/d)을 건설하여 석유정제업으로 석유사업을 개시하 다. 이후 호남정

유는 같은 해에 윤활유 공장을 완공하 으며, 상압정제설비에 꾸 히 

4) 미국 메이  석유기업인 Chevron사의 해외석유사업 랜드로서, 과거 1930년  

Standard Oil of California(Chevron 신)와 The Texas Company(Texaco의 

신)의 합작사인 California Texas Oil Company가 1968년 에 Caltex로 상호를 

변경하 다.



투자함에 따라 1981년까지 상압정제능력을 38만b/d로 확 하 다.

1980년  후반부터는 석유화학 분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 다. 1988

년 처음으로 폴리 로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 으며, 1990년에

는 PX와 BTX 제조공장을 가동하 다. 1990년  들어서 상압정제시

설 추가 건설을 통해 원유정제능력을 65만b/d로 확 하 고, 질유 

분해시설을 건설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고부가가치의 석유제품 생

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 으며, 모 그룹의 CI 변경으로 회사명을 ‘LG

칼텍스’로 환하 다.

2000년 에 들어서부터는 석유화학 설비와 고도화 설비 확 에 주

력하 다. 2003년까지 PX와 BTX 설비를 각각 연산 55만 톤과 40만 

톤을 늘렸으며, 2007년에는 기존의 BTX 설비를 60만 톤 확장시킴에 

따라 BTX는 총 160만 톤, PX는 120만 톤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한 질유 분해시설인 RFCC는 2009년까지 기존 7만b/d 규모에서 9.4

만b/d로 확 되었고, HCR은 기존 5.5만b/d에서 6.1만b/d로 증가하

다. 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압 정제시설을 확장하여 원유정제

능력을 75만b/d까지 확 하기도 하 다. 한편, 2005년에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리됨에 따라 LG칼텍스는 ‘GS칼텍스’로 그 상호를 변경

하 다.

2010년  들어 GS칼텍스는 상압증류시설을 확장하여 원유정제능력

을 최  77.5만b/d로 확 하여 국내 정유시장에서 SK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유지하 으며, 질유 분해시설을 21.5만b/d까지 확장하면서 

고도화설비 규모에 있어서 국내 정유사 가운데 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 석유화학시설인 PX 공정을 15만b/d 확장하여 연간 총 

135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GS는 SK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석유

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체에 걸쳐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석유 외 에 지 분야로까지 그 사업 역을 확 해 왔다. GS 

상호 형태 모기업 사업 분야

GS칼텍스 -
GS에 지,
Chevron

석유개발, 석유정제, 석유화학

GS EPS 자회사 GS 주식회사 LNG 발 사업

GS넥스테이션 자회사 GS칼텍스 주유소  자동차 정비 등

상지해운 자회사 GS칼텍스
내항 석유제품  LPG 화물 
운송

AMCO 자회사 GS칼텍스
아스팔트  석유제품 제조

매

GS칼텍스 싱가폴 자회사 GS칼텍스 석유제품 유통 등

GS칼텍스 
소료유한공사

자회사 GS칼텍스
주유소  세차  폴리 로
필  생산 매

GS칼텍스 
석유유한공사

자회사 GS칼텍스 주유소  세차

GS칼텍스 
능원유한공사

자회사 GS칼텍스 주유소  세차

GS칼텍스 인디아 자회사 GS칼텍스 윤활유 매

GS칼텍스 체코 자회사 GS칼텍스 폴리 로필  생산 매

GS 워 자회사 GS칼텍스 열병합 발

GS그린텍 자회사 GS칼텍스 석유류 제품 매

GS퓨얼셀 자회사 GS칼텍스 연료 지 생산 매

GS나노텍 자회사 GS칼텍스 박막형 2차 지생산 매

GS바이오 자회사 GS칼텍스 바이오디젤 제조, 매

GS 라텍 자회사 GS칼텍스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

해양도시가스 자회사 GS칼텍스 도시가스 공

서라벌도시가스 자회사 GS칼텍스 도시가스 공

표 칼텍스의 석유  에 지 련 사업다각화 황

자료: GS 2011년 사업보고서



칼텍스는 원유정제  석유제품 생산과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주력 사

업 분야로 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인 ‘GS(주)’와 함께 해외유 개발에

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 개발에 있어서 GS칼텍스 방 라데

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

하 고 GS(주)는 카자흐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사업을 진행 이다.

한 GS칼텍스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유통을 해 ‘GS

넥스테이션’과 ‘상지해운’, ‘AMCO’, ‘GS그린텍’ 등의 자회사를 설립

하 다. 해외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출하기 해 국과 인도에 석유

제품 매  주유소 운 을 한 자회사를 설립하 으며, 국과 체

코에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매하는 자회사를 운 하고 있다.

이 밖에 GS칼텍스는 1990년 부터 도시가스 회사들을 인수  설

립하여 도시가스 공 사업에도 진출하 다. 2000년 에는 자회사인 

‘GS 워’를 통해 한국 력공사(한 )의 열병합시설과 한국지역난방공

사(한난)의 냉난방설비를 인수하여 집단에 지사업으로도 역을 확

하 으며 ‘GS퓨어셀’, ‘GS나노텍’, ‘GS바이오’ 등의 자회사를 설립 

는 인수하 다. 한 수소연료 지와 바이오연료  폐기물 에 지 

등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 진출하여 비석유부문 에 지사업으로도 폭

넓게 다각화하 다.

다. S-Oil

S-Oil은 재 사우디아라비아 국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주주(35%)로 있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1999년 용그룹이 매각하기 

까지도 국내 정유기업으로서의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S-Oil은 1976년 이란과의 합작회사인 한-이 석유회사로 출발하 으며,



1980년에 9만b/d의 상압정제시설을 가동함과 동시에 용양회가 이란 

국 석유회사(NIOC)의 투자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용정유로 회사명

을 변경하 다. 1990년  들어 원유정제능력을 58만b/d까지 확 함에 

따라 SK와 GS칼텍스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정유사가 되었으

며, 정제시설 고도화에도 주력함에 따라 질유 분해설비를 14.3만b/d 

확보하면서 원유정제능력 비 24.7%로 국내 두 번째의 고도화율을 

보이고 있다. 한 1991년과 1997년에는 각각 BTX 공장(연산 90만 

톤)과 PX(연산 65만 톤) 공장을 건설하면서 다른 국내 정유사들과 마

찬가지로 석유화학산업으로 수직  다각화하 다.

2000년  들어 S-Oil은 윤활유 사업을 확장하기 해 2008년에 

랑스 토탈(Total)과의 합작회사인 ‘에쓰-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 다. 2010년 에는 원유정제능력을 

기존 58만b/d에서 66.9만b/d로 확 하 으며, PX 생산시설을 추가 건

설하여 PX 생산능력을 연간 170만 톤으로 늘렸다. 한편, S-Oil은 

2011년에 태양  사업체인 ‘한국실리콘’의 지분 33.4%를 인수하여 신

재생에 지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 다. 한편, 2007년 한진에

지가 체 주식의 28.4%를 매입하면서 S-Oil의 2  주주가 되었다.

상호 형태 모기업 사업 분야

S-Oil - 사우디 아람코 정유  석유화학 등

에쓰-오일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자회사 S-Oil 석유화학

표 의 석유  에 지 련 사업다각화 황

  

자료: S-Oil 2011년 사업보고서



라. 오일뱅크

오일뱅크는 신인 극동석유주식회사가 1970년  후반 1만b/d

의 원유정제시설을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을 시작하 다. 1980년 에는 

원유정제능력을 7만b/d로 늘렸고, 1988년에 상호를 ‘극동석유’에서 

‘극동정유’로 변경하 다. 1993년에 ‘극동정유’는 ‘ 정유’로 변경하

으며 1990년  원유정제능력을 31만b/d까지 확 하 다. 한 연간 

40만 톤 생산규모의 BTX 시설을 건설함에 따라 석유화학으로도 사업

역을 확 하기 시작하 다. 한편, 1997년 말 국내 외환 기 여 로 

1999년 정유는 한화에 지의 인천정유공장을 인수하고 석유제품 

유통업체인 정유 매  한화에 지 라자와 합병하면서 정제능

력을 66.5만b/d로 확 하는 한편 석유정제에서 유통까지의 수직계열

화를 구축한다. 그러나 1999년 말 최  주주가 공업에서 네덜

란드 기업인 Hanocal Holding B.V.로 바 게 되면서 그룹으로부

터 분리되었다. 2002년 정유는 재의 상호인 ‘ 오일뱅크’로 

변경되었고 이후 시장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한화에 지로부터 인

수한 정제시설이 ‘인천정유’로 분리되면서 원유정제능력이 39만b/d로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1989년부터 질유분해설비를 갖추기 시작한 오일뱅크는 

2000년  들어 고도화설비 증설에 극 으로 나서기 시작하 다.

2011년 제2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고도화설비 용량을 기존 6.4

만b/d에서 12만b/d로 확장함에 따라 원유정제능력 비 고도화비율이 

30.8%로 국내 정유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SK이노

베이션이나 GS칼텍스와 같이 석유화학부문을 보유하고 있어 수직  

다각화가 부분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석유 



에 지부문에 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다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 된 두 기업과 비교될 만하다. 다만 2010

년 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공업 내에서의 사업다각

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일뱅크의 모기업이 된 공업은 조선, 해양구조물  

랜트 건설을 주력업종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와 석유화학, 자원개

발 그리고 석유 외 에 지부문에 있어서도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상호 형태 모기업 사업 분야

오일뱅크 - 공업 정유  석유화학

코스모석유화학 자회사 오일뱅크 석유화학

자원개발 계사 공업 자원개발

아반시스 계사 공업 태양  모듈 생산

태백풍력발 계사 공업 풍력발

무주풍력발 계사 공업 풍력발

창죽풍력발 계사 공업 풍력발

표 오일뱅크의 석유  에 지 련 사업다각화 황

자료: 공업 2011년 사업보고서 

3. 국내 석유기업의 분야별 사업다각화 

가. 사업다각화의 특징

국내 석유기업들은 정유를 근간으로 하여 주유소  자동차 애 터 

서비스, 석유화학, 윤활유 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 석

유의 탐사‧채굴 등 상류부문과 력, 가스, 신재생에 지 분야로 사업을 



확 해 나가고 있다.

국내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황은 지배구조에 따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재 정유업체  SK만 국내에서 주요 주주권을 행

사하고 있으며, GS칼텍스, S-Oil은 모두 외국 정유업체가 주주로 참여

하고 있다. 그리고 오일뱅크는 지난 10년간 외국 정유업체가 지

배주주로 있다가 최근 공업에서 인수함에 따라 국내 주주로 변

경된 상황이다. SK와 같이 국내 주주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정유 외에 

다양한 사업 분야로 사업 확 가 상당히 진척된 반면, 해외 주주가 있

는 경우에는 사업다각화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 주주는 우리나라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정유 자

체보다는 정유산업의 하류부문인 석유화학과 에 지 매 등 한국 내 

사업 역 확 에 좀 더 심을 가져왔다. 반면에 해외 주주는 부

분 석유 메이   석유분야의 주도 업체로서 로벌 사업 황 

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각화에서 차이가 발생하 다고 이

해할 수 있다. 한 같은 맥락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주주인 S-Oil과 

지 까지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주주 던 오일뱅크는 상 으

로 석유 탐사‧채굴 등 상류부분으로의 사업다각화에 한 요구가 상

당히 약했으므로 상류부문 진출은 크게 진행된 바가 없다. 반면에 SK

의 경우 1980년 부터 해외 석유확보를 추진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

고 있다. 그리고 GS는 해외 석유메이 인 셰 런이 주주에 참여하고 

있어서 상 으로 상류부문 진출이 늦어졌지만, GS그룹으로 독립한 

2004년 이후 극 으로 해외 원유확보에 나서고 있다.



나. 하류부문 사업

국내 정유회사는 단순 석유정제 이외에 주유소 운 과 련된 부가 

서비스 사업, 를 들면 주유소 편의  운 , 상품권 매 등의 서비

스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유회사들은 자동차 서비스 사

업, 정비, 고 자동차 매 등 정유 이외의 자동차 련 서비스업까

지 사업 역을 확장하고 있다. 주유소 서비스  자동차 애 터 서비

스 련 사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가 극 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각각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  주유소 내 편의

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계사를 통해 고차 매매 등 자동차 애

터 서비스 사업까지 확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S-Oil과 

오일뱅크는 이들 서비스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는 상 으로 조

한 편이다.

정유회사들은 석유화학  윤활유 등 하류부문 분야에도 사업을 확

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BTX를 심으로 이미 국내수요를 넘

어 아시아 지역 수요까지 고려하여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이

후 꾸 히 사업규모를 확 하면서 국외로도 랜트를 증설해 나가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SK와 GS는 BTX 이외에 더 확장된 석유화

학 사업 역까지 진출해 있다. SK의 경우, 라스틱 원료에 해당하는 

에틸  생산공정까지 확 하 다. 한 SK는 정유공정, 석유화학공정

에 들어가는 매  공정기술을 직  개발하여 사업분야에 용하면

서 정유  석유화학 각 분야에 한 문성을 키워왔다. GS는 폴리

로필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컴 운딩  재활용 라스틱 사업

까지 확 하여 자동차  자 산업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

고 있다.



각 정유회사들의 핵심 수입원이 된 윤활유 분야도 석유산업의 하류

부문 분야로 국내업체들의 생산량은 세계  규모이며,  세계에 수출

되고 있다. 최근 각 정유회사들은 경쟁 으로 윤활유 분야의 사업 확

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증설은 국내 회사 단독으로 진행하

기보다는 일본 등 해외 업체와 제휴하여 추진되고 있다.

다. 상류부문 사업

석유 상류부문 사업으로의 확 는 SK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

으며, GS도 사업 확 를 극 추진하는 이다. 그 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으로 100여 년 부터 성장해 온 석유산업에서 상당한 후발 주

자이며, 국내에 석유 부존자원이 없어서 상류부문으로의 사업을 확

하기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상류부문은 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고, 실제 채굴을 진행하더라도 경제성 있는 원유개발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석유자원의 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며, 이미 개발이 용이한 지역의 유 개발은 거의 끝났고 

재 진행되는 지역들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어서 투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석유기업의 석유개발은 단시

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의 경우, 이미  세계 16개국 26개 구에서 

원유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경제성 있는 구를 다시 

외국회사에 매각할 수 있을 정도로 원유생산에 성공한 편이다.5) GS의 

5)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7월 라질 석유개발 법인을 머스크 오일(Maersk Oil)
에 24억 달러에 매각하 다. 매각한 SK이노베이션 라질 법인은 생산 구 1개

와 탐사 구 2개 등 3개 해상 구 지분을 40%, 20%, 26.67% 보유하고 있다(
이낸셜 뉴스(2011.7.11)).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상 구를 탐사하여 여러 개 지역에 투

자를 시작하고 있다. 2012년 3월 GS는 한국석유공사와 컨소시움 구

성을 통해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와 공동으로 3개 구의 조

권에 한 공동운   투자를 한 계약을 체결했다.

라. 력‧가스‧집단에 지 사업

석유기업의 지배구조의 차이가 격히 확인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석유 이외의 다른 에 지원에 한 사업 분야이다. SK의 경우, 에

지 사업은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극 으로 확 되어 왔다. GS의 경

우는 셰 론이 50% 지분을 갖고 있어서 SK보다 사업 확  범 가 작

은 편이나, 국내 주주들이 극 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다양한 부분에 

진출하 다.

나머지 정유회사들은 해외 정유업체가 지배구조와 연 되어 있어 

다른 에 지사업으로의 확 에 제약이 있었다. S-Oil은 1998년 이후 

사우디 아람코가 주주가 되면서 정유  석유화학에 특화하여 사업

을 키워왔다. 그리고 오일뱅크는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주주인 

이유로 정유에만 집 해 오다가, 최근 경 권이 국내의 공업그

룹에 넘어오면서 BTX 등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 하고 있다.

SK와 GS는 단순히 정유기업이라기보다는 국내 에 지산업의 근간

을 이루는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가정  산업체에 에 지를 공 하는 

사업을 지속 으로 확 하여 왔다. 먼  도시가스 분야로 확장하여 주

요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을 확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집단에 지사업

에도 진출하여 일정 지역을 상으로 력과 열을 함께 공 하는 집

단에 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까지 도시가스사업은 한국가스



공사가 가스를 수입한 뒤,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향후 가스 수입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상되고 

있어 정유업체들도 도시가스 사업 확 에 심을 가지고 있다.

집단에 지 사업자로서 GS는 안양, 부천 지역의 집단에 지 사업자

인 GS 워가 있다. SK도 도시가스를 심으로 하여 집단에 지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확 하고 있다. 이는 SK

와 GS가 국내에서 단순한 정유 업체가 아니라 에 지서비스 업체로

써 사업 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SK와 GS는 발 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SK E&S에서  

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GS는 국내 최  민간 발 사인 GS EPS

가 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선발 정유회사들은 국내 에 지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스  력으로 사업을 확 하여 국내 에 지산업을 선

도하고 있다. 한 페트로코크스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양한 연료원

의 에 지공 사업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 SK의 경우, 열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고체연료 보일러를 직  설치한 뒤, 자체 으로 운 하

여 열을 공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에 지 공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

마. 신재생에 지 사업

최근 석유기업들은 미래에 지사업을 비하는 측면에서 신재생에

지사업에 큰 심을 가지고 있으나, 각 회사별로 신재생에 지 분야 

 미래에 지사업으로 확장하는 진행 상황은 서로 다르다. 앞서 살펴

본 사업 확 의 추세와 유사하게,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 역을 



확 하는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고, 최근 들어 GS칼텍스도 사업 역

을 확 하고 있으나, S-OIl과 오일뱅크는 상 으로 사업 확 가 

미진하다.

SK는 극 으로 신에 지 사업을 홍보하면서 개발 투자를 강화하

고 있다. 크게 강조하는 분야는 기자동차용 2차 지, 바이오연료,

청정석탄에 지, 박막형 태양 지 등이다. 그리고 정보 자 소재인 

TAC 필름, FCCL 필름 등도 핵심 소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라스틱으로 환하는 화학공정도 개발 

이다.

SK가 추진 인 신에 지 사업분야는 기존의 정유산업과는 다른 

정 화학, 기 자  제조업, 신소재사업 등의 사업역량을 필요로 

하므로 오랜 기간의 투자와 인 자원 확보가 필요한 분야이다. 먼  

기자동차용 2차 지는 2차 지 핵심소재인 분리막과 2차 지 자

체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분리막은  세계에서 3~4

개 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었던 첨단기술로, SK에서 수년간의 연구개

발  양산설비 도입 끝에 자체 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한 2차 

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1990년  말 SK그룹의 계열사인 SKC에서 추

진하던 사업을 2000년  반 SK에 지에서 인수하여 지속 으로 투

자 육성해 온 사업이다. 재 해외 자동차 회사에 직  지를 제작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  사업으로 육성 

에 있다. SK는 국내의 2차 지, 특히 리튬 지 사업에 상당히 일

부터 참여해 왔으나, 2000년  반의 사업 투자가 삼성SDI  LG화

학보다 늦어지면서 사업규모 확 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체 리튬 지 사업보다는 자동차용 형 지에 특화하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용 지와 함께 스마트그리

드 시 에 필수 인 력 장용 형 배터리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등 곡물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1세  기술

보다는 기 등 셀룰로오스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2세  기술에 집

하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이오부탄올 기술 개발에 집 으로 

투자하고 있다.

청정 석탄사업은 석탄가스화 발 사업을 의미한다. 석탄가스화 기

술이란 석탄을 가스화하여 합성가스(수소/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로 

환하는 것으로 기존 석탄 연소 기술보다 에 지 환효율  친환경

성이 높고, 이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기에 더 합한 기술이다. 가스

화 기술은 100여 년 부터 개발되어 오기는 했지만, 실제 상용화된 

기술은 미국의 GE, EU의 쉘(Shell) 등 소수의 회사만 가지고 있다.

SK는 최근 극 으로 가스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말까

지 형 상용 랜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특히 SK

는 석탄의 가스화에 집 하고 있으며, 해외의 석탄산지에서 직  

석탄을 조달하여 석탄가스화 발 사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 매립지 던 상암동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부

생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생산기술, 재의 실리콘 타입이 아닌 

반도체를 용한 차세  박막형 태양 지 등 SK가 신에 지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차 충  인

라 사업에도 심을 가지고 있다.



GS는 고효율 에 지기기, 첨단 기  소재, 신에 지원, 그린에 지 

솔루션 등 4개 역으로 신에 지 사업을 정의하고 각 분야의 핵심기

술개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고효율 에 지 기기 사업으로 기 

이 층 캐패시터  2차 지의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사업, 박막 지 

사업과 2차 지의 다른 핵심소재인 양극재 사업을 극 으로 육성

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기  소재로는 바이오 미컬  탄소소재 개

발을 추진하고 있고, 신에 지원으로는 바이오에탄올  태양 지를 

연구개발 에 있다. 그린에 지 솔루션으로는 폐기물을 라즈마로 

청정처리한 뒤, 에 지로 변환하는 폐기물 에 지화 사업  기자동

차 충 인 라 실증 사업, 건물용 연료 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신에 지 사업분야의 기술은 기존 정유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요할 수 있는데, GS는 사업 추진 측면

에 있어서 SK와는 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SK는 부분의 

사업을 내부에서 직  육성해 온 반면, GS는 외업체와의 력 방식

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탄소소재의 경우 일본 JX-NOE와 력하

고 있으며, 양극재는 국내 소기업과 력 이다. 연료 지, 박막

지, 폐기물에 지화 사업도 모두 국내 핵심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

자하면서 기술개발을 시작하 다.

S-Oil은 주주가 아람코(Aramco)이기 때문에 신에 지 사업에 있

어서는 상 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하지만 2011년 태양 의 핵심소

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한국실리콘에 2 주주로 참여한 바와 같이 

련 분야에 심을 보이고 있다. 오일뱅크는 아직까지는 신에

지 련 사업에 한 추진 내역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태양   풍력 사업에 심이 큰 공업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4. 사업다각화의 성과

사업다각화에 따른 성과는 생산성 는 이익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각화된 사업별로 업이익

률을 비교 분석하 다. 물론 최근에 다각화한 분야에 해서는 단기

인 결과로 다각화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부문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석유개발, 정제, 석

유화학 사업이 주된 분석 상이 되고, 비석유부문 사업 분야는 발  

 도시가스 공 이 오래된 사업다각화 분야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

지 사업은 국내 석유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한지 5년이 채 안된 만큼 

아직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석유부문 사업

국내 석유기업들의 석유와 련한 사업다각화는 1970년  정부의 

경제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특히 석유정제

업으로 시작하여 석유화학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내 모든 정유회사에

서 공통 으로 나타난 상이다. 이 게 석유정제부문에서 석유화학

부문으로, 는 석유화학부문에서 석유정제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

는 것은 매우 효율 인 다각화 략으로 평가 받는다. 이는 원유를 석

유제품으로 정제하는 기술, 특히 고품질의 경질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기술과 석유화학 기술 간에는 상당한 호환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사업 간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에 비해 기술 이 비용이나 R&D 투자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에서 매우 비용 효과 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석유정제 

 화학부문에 한 설비투자가 정부주도로 집행되면서 일시 으로 

과잉투자가 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인 으로는 국내 석유산업이 재의 수출산업으로서

의 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도 있다. 국내 석유기업들은 1‧2차 

석유 동이 있었던 1974년과 1979년, IMF 사태를 겪었던 1998년과 

세계 융 기 시기인 2008년을 제외하면 부분 꾸 한 성장세를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석유기업  시

장 유율 1, 2 를 차지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는 해외

석유개발 분야로도 사업다각화 역을 확장하 다.

국내 석유기업의 석유 련 사업다각화 후 사업부문별 성과를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  SK의 석유부문 사업실 은 <표 2-5>에 제

시한 바와 같다. SK의 석유부문 사업실 은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그

리고 석유개발 등으로 사업부문을 나  수 있다.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석유정제부문이 체 석유사업 매출액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부문의 매출은 20~25%, 석유개발은 5% 미만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이익에서는 석유정제가 체 업이익  

50~60%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유화학이 25% 수 , 석유개발이 

2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업이익률 면에서는 석유개발 사업이 

20%가 넘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석유정제부문이 10% 미만의 업이

익률을 실 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석유정제부문의 업이익률이 

3% 수 으로, 반 으로 5%이상의 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석

유화학부문보다도 조하며, 정제부문에서 최근 10% 이상의 업



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활유부문을 제외할 경우에

는 정제부문의 업이익률이 더욱 낮아진다. 이는 석유정제산업의 특

성이기도 하지만 최근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입 비용 증가와 선진국들

의 기후변화 응으로 인한 석유소비 억제 정책, 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의 정제사업 진출에 따른 공  경쟁심화 등도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SK는 석유개발 사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민간 

석유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1980년 에 이미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진

출함에 따라 재까지 석유개발 사업에서도 실질 인 이윤을 창출

연도

석유정제 석유화학 석유개발  기타

매출액
업

이익

업

이익률

(%)

매출액
업

이익

업

이익률

(%)

매출액
업

이익

업

이익률

(%)

2000 10,984 623 5.7 2,548 235 9.2 490 140 28.6
2001 11,041 242 2.2 2,437 165 6.8 636 158 24.9
2002 10,416 183 1.8 2,559 151 5.9 413 54 13.0
2003 9,949 156 1.6 3,054 374 12.2 786 142 18.0
2004 11,854 723 6.1 4,405 631 14.3 1,147 266 23.2
2005 15,743 459 2.9 4,825 428 8.9 1,347 319 23.7
2006 17,540 507 2.9 5,481 450 8.2 631 209 33.2
2007 10,482 359 3.4 3,984 148 3.7 397 97 24.5
2008 34,133 1,497 4.4 10,365 133 1.3 1,240 262 21.1
2009 25,165 7 0.0 9,661 623 6.5 1,002 277 27.7
2010 30,362 983 3.2 12,448 387 3.1 1,054 343 32.6
2011 52,110 1,749 3.4 15,055 774 5.1 1,206 319 26.4

표 의 석유부문 사업실  

(단 : 십억 원)

자료: SK 사업보고서



하고 있으며 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석유정제나 화학부문에 훨씬 앞

서는 20% 이상을 꾸 히 유지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사업부문  실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부문은 석

유정제와 석유화학부문이다.6)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석유정제부문이 

석유화학부문보다 10배 정도 많으며 체 석유부문 매출의 90%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이익에서는 반 으로 석유정

제와 석유화학이 6:4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업이익률에

서는 석유화학이 석유정제를 상당히 압도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석유

정제부문의 업이익률이 1~3% 수 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부

문의 업이익률은 분석기간 동안 8~19%로 높은 수 을 기록하 다.

연도

석유정제 석유화학　

매출액 업이익
업

이익률(%)
매출액 업이익

업

이익률(%)

2001 10,266 291 2.8 1,552 125 8.0
2002 10,490 223 2.1 1,585 145 9.1
2003 11,251 326 2.9 1,909 267 14.0
2006 18,373 140 0.8 3,509 530 15.1
2007 20,924 611 2.9 3,778 398 10.5
2008 35,598 633 1.8 5,451 316 5.8
2009 39,214 -41 -0.1 3,885 735 18.9
2010 51,066 693 1.4 4,335 425 9.8
2011 72,947 1,064 1.5 5,955 775 13.0

표 칼텍스의 석유부문 사업실

(단 : 십억 원)

자료: GS칼텍스 사업보고서

6) GS칼텍스 역시 해외석유개발에 2003년부터 사업 역을 확장하 으나 재까지 

매출이 수십억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il의 석유부문 사업은 SK를 제외한 다른 정유사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으로 구분된다. 이  매출액 비 은 석유정제와 

석유화학부문이 7:1 정도로 역시 석유정제가 매출의 부분을 차지한

다. 그러나 업이익률에서는 반 으로 석유화학부문이 석유정제부

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도 석유정제부문의 업이익률

은 3.0%에 불과한 반면 석유화학에서는 6.2%로 두 배 높은 수 을 

실 하 다.

연도

석유정제 석유화학　

매출액 업이익
업

이익률(%)
매출액 업이익

업

이익률(%)

2000 8,672 419 4.8 767 -48 -6.2
2001 8,176 243 3.0 743 -26 -3.6
2002 8,159 125 1.5 728 -20 -2.8
2003 8,694 290 3.3 949 97 10.3
2004 11,343 938 8.3 1,374 287 20.9
2005 13,388 752 5.6 1,287 136 10.6
2006 17,735 787 4.4 2,458 183 7.5
2007 18,369 965 5.3 2,512 119 4.8
2008 27,938 1,329 4.8 3,482 67 1.9
2009 21,568 143 0.7 3,147 205 6.5
2010 25,624 795 3.1 3,564 64 1.8
2011 39,454 1,187 3.0 7,179 447 6.2

표 의 석유부문 사업실

(단 : 십억 원)

자료: S-Oil 사업보고서

오일뱅크의 사업 부문 역시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SK와 GS칼텍스처럼 해외석유개발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모기업인 공업이 별도의 자원개발회사를 두고 있다.

오일뱅크는 국내 4개 정유사 가운데 가장 은 원유정제능력을 보

유하고 있는 만큼 매출액도 가장 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석유정제

부문의 매출과 업이익이 인 가운데 2010년부터는 일본 코스

모 석유와 합작법인인 HC Petrochem을 설립하여 BTX를 문 으로 

생산하고 있다. 2011년 실 에 따르면 석유정제부문의 매출과 업이

익이 석유화학의 10배 정도이며, 업이익률도 석유정제부문이 3.2%

로 석유화학의 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석유정제 석유화학　

매출액 업이익
업

이익률(%)
매출액 업이익

업

이익률(%)

2000 7,152 174 2.4 - - -
2001 7,333 48 0.6 - - -
2002 5,396 142 2.6 - - -
2003 4,741 184 3.9 - - -
2004 6,014 461 7.7 - - -
2005 7,927 399 5.0 - - -
2006 9,170 137 1.5 - - -
2007 9,466 428 4.5 - - -
2008 14,835 84 0.6 - - -
2009 10,941 169 1.5 - - -
2010 13,327 224 1.7 1,145 -40 -3.5
2011 18,818 595 3.2 1,949 37 1.9

표 오일뱅크의 석유부문 사업실

(단 : 십억 원)

자료: 오일뱅크 사업보고서



나. 비석유부문 사업

S-Oil을 제외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오일뱅크 3개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 이외의 타 에 지부문에 해서도 사업을 다각화하

고 있다.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오일뱅크는 모기업인 SK와 

공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 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GS칼텍

스는 자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와 모회사인 GS를 통한 사업다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형태이다.

연도

가스 력사업 태양 바이오디젤

매출액
업

이익

업

이익률

(%)

매출액
업

이익

업

이익률

(%)

매출액
업

이익

업

이익률

(%)

2002 93 61 65.6 - - - - - -
2003 107 71 66.5 - - - - - -
2004 114 69 60.5 - - - - - -
2005 146 88 60.3 - - - - - -
2006 160 92 57.5 - - - - - -
2007 155 79 50.9 - - - - - -
2008 135 50 36.9 - - - 766 55 7.2
2009 140 88 62.8 - - - 907 73 8.0
2010 163 70 42.6 93 9 10.0% 910 51 5.6
2011 n.a n.a n.a 156 7 4.3% 1,070 45 4.2

표 의 비석유부문 사업실

(단 : 십억 원) 

자료: 사업보고서(SK E&S, SKC, SK 미컬)

먼  SK이노베이션은 가스공   발 사업자인 SK E&S, 태양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SKC, 그리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SK 미컬 

등과 함께 SK(주)의 계열사에 편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



션의 비석유부문 사업은 없으며 지주회사인 SK(주)를 통해 다양한 분

야에 한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석유를 제외한 에

지 사업으로의 진출은 가스공   발  부문에서 가장 먼  이루

어졌으며, 태양 과 바이오디젤 등의 신재생에 지 부문은 최근인 

2008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가스  발 부문의 매출액은 2000년  

부분 증가세를 기록하 으나 2010년 1,630억 원 규모로 석유부문과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이익은 2010년에 700억 

원을 기록하여 업이익률이 42.6%로 높은 수 을 보여주고 있으나 

역시  규모에서는 석유부문 업이익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반면 신재생에 지 사업은 매출 규모에서는 2011년 1조 원 수

에 도달하 으나 업이익률은 5% 아래에 머물고 있다.

GS칼텍스는 석유 외 에 지사업으로 SK와 마찬가지로 가스공   

발 부문에 진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 지 분야로는 자회사인 GS바

이오를 2011년에 설립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외 에 지사업에서 2011년까지 유의할 만한 

실 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스 력사업이다. GS칼텍스의 가스 력

연도
가스 력사업

매출액 업이익 업이익률(%)

2001 816  82 10.0
2002 847 71 8.4
2003 956 81 8.4
2009 1,095 121 11.0
2010 1,297 180 13.9
2011 1,444 211 14.6

표 칼텍스의 비석유부문 사업다각화 성과

(단 : 십억 원) 

자료: GS칼텍스 사업보고서



사업은 2000년  들어서도 꾸 히 매출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1조 4천억 원을 기록하 다. 업이익도 꾸 히 증가세를 

보여 2011년 2천억 원을 달성함에 따라 업이익률에서 14.6%의 높

은 수익률을 기록하 다. 석유부문 2011년 매출액이 78조 9천억원이

었던 을 감안하면 가스 력사업의 매출액은 석유부문의 1.8%에 불

과한 반면, 업이익면에서는 11.5%에 이르고 있어 석유부문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업이익률을 실 하고 있다.

이밖에 오일뱅크에서는 모회사인 공업이 신재생에 지 

부문에 2011년부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3억 8천만 원의 매출과 

1억 8천만 원의 업손실을 기록하 다. S-Oil은 석유부문 외에 타 

에 지부문에 한 사업을 추진한 실 이 없다.



제3장 해외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사례

1. 석유사업 내 다각화

가. 비 통석유 사업 진출

비 통석유란 오일샌드, 질유, 가스액화연료, 석탄액화연료, 오

일셰일 등과 같이 통 인 방식으로는 석유추출이 불가능했던 자원

을 기술 발 과 채산성 확보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 탄화수소 형태

의 자원을 뜻한다(이 우, 2010). 석유기업들이 이러한 비 통석유 개

발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1, 2차 석유 기가 발생한 직후인 1980년  

반이다. 석유 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는 침체기에 어들었

지만, 국제유가가 높아져서 석유기업들은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었

다. 실제 자료를 보면, 1970년부터 약 10년 동안 쉘(Shell)은 약 10%

의 연간 수익률 증가율을 기록했고, 셰 런(Cheveron)의 수익률도 같

은 기간 미국 GDP 성장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희‧

김기 (2009)). 즉, 석유 기에 따른 유가의 상승이 석유기업의 

흐름(cash flow)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이다.

이 게 석유 기로 풍부한  유동성을 갖게 된 석유기업들은 이

때부터 기존 석유사업에서 비 통석유 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게 되

었다. 그러나 1980년  반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하향 안정세로 돌

아서면서 비 통석유개발의 경제성은 격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석

유기업들은 비 통석유 사업을 축소‧정리하고 다시 통석유 사업에 



집 하기 시작하 다.

그 지만 석유기업들에게 통석유  가스 사업만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생산비용이 낮았던 기존의 매장지

들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  생산 비용이 증가하 고 

신규 매장지에 한 탐사성공률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채

굴 사업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차 이동해 왔다는 것도 상 으로 

채굴이 쉽고 비용이 낮은 육상 매장지들의 고갈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 하는 것이다. 게다가 2000년  반으로 어들면서 산유국들이 

신자원민족주의(neo-resource nationalism)7) 행보를 보여 석유기업들의 

통석유  가스자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림 3-1]은 2005년 

이후 주요 석유기업들이 석유  가스매장량 확보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이후 5년 동안 로얄더치쉘

(Royal Dutch Shell)과 엑손모빌(ExxonMobil)만 보유 매장량이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 으며 부분의 석유기업은 보유 매장량이 정체되

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유가의 속한 상승으로 인해 비 통석유 

개발에 한 경제성이 확보되자, 국제석유기업들은 기존 독립계 석유

회사의 생산기술과 자산 인수를 통해 비 통석유 개발을 다시 추진

하기 시작하 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와 미국의 셰일석유‧가스는 

규모 매장량으로 인해 최근 심을 받고 있는 표  비 통석유자원

으로, 국제석유기업들은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해 극 인 투자를 

하고 있다. 메이  국제석유기업 , 오일샌드 개발의 선두 기업은 

7) 산유국 에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정부나 개발독재 정부가 유 개발과 원유

수출에 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 석유기업들이 유 개발 어려움을 겪

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엑손모빌이다. 엑손모빌은 임페리얼 오일(Imperial Oil)과 함께 CSS

(순환증기자극기술: Cyclical Steam Stimulation)와 SAGD(증기지원 

력활용 추출기술: Steam-Assisted Gravity Drainage)에 한 기술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오일샌드에서 80%에 

가까운 비율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다.8) 이 기술을 활용하여 엑손모

빌은 2010년 캐나다 아싸바스카(Athabasca) 오일샌드 지역에서 큰 사

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주요 국제석유기업의 석유  가스 매장량

    자료: Global Data(2011)

[그림 3-2]는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비 통석유자원을 확

보하기 해 M&A를 통하여 거래한 회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8)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오일샌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석유는 20%에 불과

하다고 한다.



거래 액이 많은 3  기업은 엑손모빌, 스타토일(Statoil), 쉘로 악되

고 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쉘과 엑손모빌만 석유  가스 매장량

이 증가하 는데, 이러한 매장량 증가는 이들 두 기업이 다른 기업들

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은 비 통석유자원을 확보하 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엑손모빌의 역청(bitumen)과 합성원유(syncrude)

보유량은 2010년 말 기  약 1,871백만 배럴에 달해 다른 석유기업보

다 비 통석유 개발에 있어서 더 극 이다.

그림 를 통한 비 통석유 거래 년 월 년 월

     주: 거래 액의 단 는 백만 달러

   자료: Global Data(2011)

셰일 석유‧가스 개발도 미국 내에서는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와 수압 쇄(hydraulic fracturing) 기술 개발로 이미 활황을 맞고 있

다. 이러한 미국 내 성공을 기반으로 셰일 석유‧가스는 국제석유기업

의 큰 심 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의 셰일가스 생산을 성공



으로 이 낸 후 그 생산 노하우를 유럽시장에 용하려는 기업들이 

에 띈다. 엑손모빌은 독일과 폴란드의 셰일가스 탐사를, 쉘은 스웨

덴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셰 런(Chevron)과 코

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폴란드, 토탈(Total)은 랑스와 덴마크 

지역의 셰일가스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은 여 히 기 단계여서, 그 잠재력이 확실하

게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 가능 물량과 최  시기가 아직까지 검

토 이지만, 주요 석유기업들은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에 하여 비교

 정 인 평가를 하고 있어 개발자 이 축  되는 로 극 인 

진출이 이루어지리라 상된다.

물론 비 통석유에 한 탐사와 개발에서 지형 차이와 규제 요인 

등은 국제석유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 외에도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 역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즉, 유럽의 셰일가스 시추‧탐사 작업은 북미

에 비해 높은 인구 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상 으로 높은 시추 

비용이 든다. 유럽의 유 서비스 업체와 채굴장치의 부족 상 역시 장

기 인 에서 성공 인 셰일가스 개발을 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다. 한 셰일가스 채굴 과정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단체

의 반 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을 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밖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석유기업들이 직면하는 문

제가 존재하는데, 그 표 인 로서 국에서는 규제 승인을 받기 

한 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과 이 라인 인 라가 부족하다는 

을 들 수 있다.



나. 하류부문 구조조정  상류부문 확장

국제석유기업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사업에 모두 진출한 수직계열

화(vertically-integrated) 회사이다. 쉘의 경우만 보더라도 메이 기업

들이 상‧하류 사업에 참여한 역사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최근 정제마진의 악화  변동성 증 , 석유화학 사업의 불황,

그리고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미국  유럽 지역을 심으로 하류

부문 사업에서 규모의 시설 매각과 사업 정리  분리가 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3월 재 셰 런은 2,000개의 정제사업 일자

리를 이려고 계획 이며, 2011년 3월 기  유럽지역에서는 최소 8

개 메이  석유기업의 정제시설이 매각 상을 진행 이거나 거래가 

완료되었다(<표 3-1> 참조). 2012년 1월에는 엑손모빌이 일본 지 

트  기업인 도넨제 럴석유에 석유정제‧ 매부문을 담당하는 자회

사 엑손모빌유한회사의 지분의 99%를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하 다.

코노코필립스는 2011년 7월 하류부문만을 독립 으로 리하는 필립

스66을 설립하 다.

2012년 재도 세계 경제에 한 불확실성은 여 히 존재하고 있

다. 그럼에도 미국의 정제마진은 유럽에 비해 상당히 높다([그림 3-3]

참조). 다수의 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유럽

의 정제마진이 미국 수 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기 보다 미국의 정제

마진이 유럽 수 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상한다. 이는 하류부문 사업

에서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재국 시설명 회사명 정제용량(천b/d)

국

Lindsey Total 220
Pembroke Chevron 210
Stanlow Shell 240

독일

Hamburg-Harburg Shell 110
Wilhelmshaven ConocoPhillips 260

Heide Shell 90
스웨덴 Gothenburg Shell 87

이탈리아 Livorno Eni 84

표 서유럽 정유시설 매물 황 년 월 기

  

자료: Petroleum Economist(2011.3)

그림 북미유럽아시아지역 정제마진 비교

  자료: Global Data, Oil and Gas eTrack

반면에 수익성보다는 략  을 고려하는 아시아 신흥경제국들

의 국 석유기업(NOC)이 하류부문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류부문 사업을 주도할 기업은 미국  서유럽의 메이  기업에서 



아시아 국 석유기업으로 바뀔 망이다(<표 3-2> 참조). 특히 동지

역의 경우 여타 지역 가격의 10% 수 에 불과한 에탄가스 등을 이용

하는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  석유화학제품 부문에서 놀

라운 양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동지역의 에틸  생산능력 비 은 

2000년 6%, 2009년 15%, 2015년 20%에 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2008 2015
1 BASF(독일) SABIC(사우디)
2 ExxonMobil(미국) BASF(독일)
3 Dow Chemical(미국) Dow Chemical(미국)
4 Royal Dutch Shell( /네) CNPC( 국)
5 Ineos( 국) SinoChem( 국)
6 SABIC(사우디) DuPont(미국)
7 LyondellBasell(미국) Reliance(인도)
8 Sinopec( 국) ExxonMobil(미국)
9 DuPont(미국) IPIC(아부다비)

10 Total( 랑스) PIC(쿠웨이트)

표 년 석유화학 기업 망 

 

자료: Chemical Week(www.chemweek.com)

물론 메이  석유기업들은 반 인 하류부문 축소를 고려하고 있

는 가운데에도 아시아  남미 신흥경제국을 상으로 하는 하류 

사업에는 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석유제품  화학제품의 

소비가 이들 신흥경제국을 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하기 때문이

다. 최근의 표  사례로서 코노코필립스가 주요 아시아 신흥소비국

들과 함께 화학사업과 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류부문에서의 자산매각을 통해 확보된 석유기업들의 유동자 은 

주로 상류부문 사업으로 투입되었다. 2009년 이후에 셰 런이 상류부

문으로 사업의 심을 이동한 것이 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셰 런

의 매출액을 보면 2009년 이후 하류부문에서의 매출액이 기업 총매출

의 80% 이상을 차지하 다. 하지만 순이익률이 13.4%로 상류부문 사

업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셰 런은 수익성을 개선

하는 방안으로 상류부문 사업의 비 을 높이기 시작하 다. 셰 런은 

상류부문 포트폴리오 강화를 해 탐사‧생산에 집 하기로 결정한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상류부문에 약 600억 달러 이상을 투

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기  약 290억 달러를 지출한 것

으로 악되고 있다. 2011년에는 45억 달러의 자 을 투자하며 천연

가스 회사인 아틀라스 에 지를 인수, 천연가스 생산으로 사업 역을 

확장하 다. 셰 런은 아틀라스 에 지 인수와 하류사업의 일부를 매

각한 것은 2011년 자사의 자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북미지역 상류사업에 한 지 를 강화하여 규모 상류사업 

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하는 발 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셰 런은 조만간 멕시코만 심해 로젝트도 수행할 정이다.

BP 역시 기존의 하류부문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축소하여 상류

부문 사업을 확장하는 략을 발표했다. BP의 략은 2010년 멕시코

만 원유유출사고가 계기로 작용하 다.9) 이 사고로 인해 유발된 채무

와 원유생산량 감소로 BP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기를 

타개하기 해 하류부문에서 약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

9)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 만의 마콘도(Macondo) 유정에서 석유시추시설이 폭발

하여 5개월 동안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로 원유 유출량이 

약 500만 배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 다. 한편, 원유유출 사고로 미국 정부가 멕시코 만에서의 석유개

발에 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BP의 2011년 원유생산량은 2010년

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 다. BP는 멕시코 만에서의 활동이 축되

면서 상류부문에 한 투자지출도 감소하여 매장량 체율(RRR:

Reserve Replacement Ratio)10)이 106%에서 103%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BP는 상류부문에서의 지속 인 성장을 해 다른 지역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BP는 2014년까지 생산량 증

가와 함께 매장량 체율을 향상하는 계획을 세우고 상지역을  

세계로 확장하여 2013년까지 4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극 인 상류

부문 투자정책을 수립하 다. 를 들면 2011년 9개국에서 55 구의 

탐사권 보유를 활용하여  세계 으로 2012년 12곳, 2013년과 2014

년에는 매년 25곳을 시추하는 등 2015년까지 E&P활동을 2배로 증가

시키는 ‘Drill Wells Globally’ 계획을 수립하 다. 한 이라크 루마

일라(Rumaila) 유 의 재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쉘은 2008년 세계 경제 기로 인해 석유제품 수요와 정제마진이 감

소하기 시작하여 수익성이 감소세를 보이자 하류부문 사업을 재정비

하고 상류부문 사업에 한 투자지출을 확 하기로 략을 변경하

다. 과거 쉘은 정제마진이 높은 시기에 정제시설 확장을 한 투자를 

실시하여 하류부문 사업 확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7년 하류부

문 사업의 자본이익률이 2007년 13%에서 2009년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하류부문 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

다고 단하기에 이르 다. 결국 2009년부터 42개의 하류 련 사업

을 정리하여 상 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류 사업에 집 으로 투자

10) 신규로 확충된 유 의 매장량을 재 생산량으로 나  수치를 말한다.



하는 모습을 보 다. 특히 쉘은 2016년까지 천연가스 상류부문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 다. 이는 북미지역의 낮은 천

연가스가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으로 천연가스 공 에서 선도  지

를 유지하고자 하는 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략은 산유국들의 석

유개발에 한 규제가 심해지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쉘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캐

나다, 국, 라질, 남아 리카, 호주 등지에서 가스 E&P 확장에 집

 투자해 왔으며, 2012년 CAPEX(capital expenditure; 자본  지

출)11) 320억 달러 가운데 60% 이상이 북미와 호주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을 해 지출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쉘이 추진하고 있는 요 

로젝트로는 Amalstram, north rankin 2, kashagan phase 1, BC-10 

Phase 2, Harwheel, Majnoon FCP, Gumutshut-Kapak and Corrib 등

이 있으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상류부문에서의 석유‧가스 생산량

을 늘리는 데 투자의 을 맞추고 있다.

엑손모빌은 장기 비 에 을 맞춰 상류부문의 확장에 한 략

을 구상 이다. 엑손모빌은 매장량 체율(RRR)을 증 하기 해 다

수의 상류기업 인수를 추진하 는데, 이를 해 2007년부터 2011년까

지 약 1,43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상류 기

업 인수 후에도 실제 개발‧탐사 로젝트를 수행하기 한 추가 자본

이 요구되었으며, 결국 엑손모빌은 비핵심자산인 하류부문 자산의 처

분을 통해 흐름을 개선하 다. 하류부분 자산이 기업 흐름에 

있어 비핵심 이라 단된 이유는 2008년 이후 석유소비의 정체  

하락과 정제마진의 감으로 더 이상의 수익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

11)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기존의 고정자산에 한 추가 투자 등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이다.

엑손모빌은 지난 4년간 석유유통망의 약 3분의 1을 매각했으며, 독

일의 석유유통 자회사인 에쏘(Exxo)마  매각을 추진하는 등 하류부

문에 한 매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

는 14개의 주요 매각안도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6억 4,260

만 달러 상당의 미국 텍사스 지역의 51개 소매  매각과 말 이시아

의 소매, 정제, 항공연료 사업과 련된 하류부문 로젝트를 처분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엑손모빌은 하류부문 매각을 통해 

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매장량 체율(RRR) 개선을 해  세

계 여러 국가에서 상류부문 확장을 추진하 다. 그러한 결과로 130여

개의 상류사업 로젝트를 통해 매장량 체율이 2007년 107.1%에서 

2010년 211.3%로 확 되기도 하 다. 엑손모빌은 2011년에는 러시아 

최  석유회사 로스네 트(Rosneft)와 북극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합의하여 2015년부터 북극 카라해와 흑해의 구개발에 3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북극 개발‧탐사에도 극 인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과거 탐사‧개발과 더불어 정제시설

에 한 투자를 병행하여 고품질의 석유제품을 매함으로써 수직 계

열화된 석유회사로서 성장해 왔었다. 하지만 2008년 융 기 이후 

선진국의 석유수요가 감하면서 정제업 시황이 악화되었고 정제시설 

과잉 문제까지 겹치며 하류부문에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코노코필립스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류부문에 집 하

기 한 계획을 구상하 다. 즉, 코노코필립스는 비핵심 사업을 축소

하여 장기 인 으로 핵심 사업에 집 하는 3년 ‘Shrink to Grow



(성장을 한 축소)’ 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202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핵심 사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발해만 로젝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생산‧탐사 로젝

트에 투자하여 신규 매장량을 확보하 다. 한 2012년 상반기까지 

자사를 정유‧마  분야와 탐사‧생산 분야로 나 는 분사 계획을 발

표하며 수익성 있는 사업에 집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기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세계 석유가스기업 순 가 1년 만에 8 에서 12 로 하락

하 다. 그 지만 ‘Shrink to Grow’ 략과 같은 분사 략은 장기

인 으로 바라보면 평가된 주식가치를 높여 자 흐름을 개선

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어 상류부문으로 집 할 수 있는 여력을 제

공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석유기업들은 석유제품 정제‧ 매 등 하류부문 사업을 

축소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류부문 사업에 극 인 투자를 시행

하고 있다. 하류부문 사업에서는 경쟁의 심화가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원유가가 지속 으로 상승할 것으로 측되고 있어, 앞으로도 석유기

업들의 상류부문 확장 략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 비석유사업으로의 다각화

가. 비석유사업 

석유기업들의 비석유사업으로의 다각화 시도 역시 1970년  세계 

석유 기 발생 후 시작되었다. 석유 기 이후 석유기업들의 개선된 

흐름은 석유기업들이 석유사업과 련이 없는 분야에 심을 갖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 는데, 당시 인산 물(phosphate), 유황(sulfur), 



시멘트 등과 같이 화석연료 이외의 비철 물 개발 사업으로 진출한 

것이 표 인 사례이다. 이외에 석유 기업 내부의 기술개발과 경  

능력 향상을 통해 에 지자원과는  련이 없는 사업으로도 진출

하 다. <표 3-3>에 정리한 바와 같이, BP는 아모코(Amoco)와 함께 

동물 사료 사업에, 쉘은 합성세제사업에, 엑손과 텍사코는 발 사업에 

진출하 다. 특히 엑손, BP  모빌의 사업다각화는 매우 공격 으로 

진행되었는데, 심지어 정보기술사업, 소매  운송사업, 신문‧잡지사

업, 컴퓨터 소 트웨어, 사무실 건축사업, 부동산사업, 주택청소사업까

지 진출하는 등 매우 범 한 사업다각화가 실행되었다.

그러나 세계 석유 기 이후 방만할 정도로 추진하 던 이러한 석유

기업의 사업다각화는 1990년부터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해 기존의 

핵심 석유사업으로 재편성되었다. 핵심 석유사업으로의 회귀는 석유

기업들이 기업 운 의 목표를 기업의 ‘수익성’에 을 맞추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990년 이  석유기업의 기업운

의 목표는 사업 확 를 통한 ‘기업 규모의 성장’에 을 맞추어 왔

기 때문이다. 즉, 1990년 이 에는 새로운 매장량의 확보, 기업 활동

에서의 지리  확장, 석유산업 련 기술 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외  

성장에 치 한 측면이 있었다.

당시 사업다각화로 확장된 사업구조를 정리하는 데 선두 기업이었

던 엑손은 1985년 이후 주식 총액을 약 3억 달러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텍사코, 셰 런, BP 등은 비록 엑손보다는 규모

가 작지만 약 60억 달러 내외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여 기업의 내실

화와 수익성 극 화를 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성희‧김기

(2009)).   



석유  

가스

석유

화학

오일샌드

쉐일
석탄 원자력

태양

열

속

자원
비철 물  비화석연료 산업

쉘

1970 ○ ○

1982 ○ ○ ○ ○ ○1) ○ 가정용 세제

1986 ○ ○ ○ ○ ○ ○ 임업, 생명공학

엑손

1970 ○ ○ ○ ○

1982 ○ ○ ○ ○ ○ ○ ○ 기, 자공학, 사무시스템

1986 ○ ○ ○ ○ 기

모빌

1970 ○ ○
라스틱 포장‧조립, 합성섬유,

부동산 

1982 ○ ○ ○ ○ ○ ○ ○ 1970년부터 종이포장, 소매업

1986 ○ ○ ○
라스틱 포장‧조립, 부동산,

인산염 산

 BP
1970 ○ ○

1982 ○ ○ ○ ○ ○ 사료, 컴퓨터 서비스‧소 트웨어

1986 ○ ○ ○ ○ ○

텍사코

1970 ○ ○

1982 ○ ○ ○ ○ ○ ○

1986 ○ ○ ○ ○ 기

1990 ○ ○ ○2) ○ 기

셰 런

1970 ○ ○

1982 ○ ○ ○ ○ ○ 부동산 

1986 ○ ○ ○ ○ ○ 부동산 

1990 ○ ○ ○ 부동산 

  주: 1) 쉘은 원자력산업에 1970년에 새롭게 진입하 으나 1982년에 빠져나옴.

2) 석탄 이 아닌 탄층 가스화(coalbed gasification)

자료: Mergent Company Database, 최성희‧김기 (2009)

표 주요 국제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추이

1990년 이후 석유기업이 석유  가스와 련이 없는 비석유사업으

로의 다각화를 추진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 다고 석유기업들이 석유



사업에만 집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다각화는 아니

지만, 에 지기술과 련된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꾸 히 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표 3-4>에 정리하 듯이, 주요 석유기업들은 에 지

기술 개발과 련하여 지방정부나 비석유기업들과 력을 꾀하고 있

다. 하나의 로서 BP, 엑손모빌, 로얄더치쉘, 셰 런은 모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와 함께 연료 지개발을 한 트 십을 구축하

고 있다. 한 수송용 연료 지개발을 해 BP는 포드, 엑손은 GM

 도요타, 쉘은 다임러(Daimler)  발라드(Ballard), 셰 런은 자회사

인 텍사코 에 지 시스템(Texaco Energy Systems)  테크놀로지 

트 (Technology Partners)와 력 사업을 추진 이다.

BP 엑손모빌 로얄더치쉘 셰 런 텍사코

Proactive 
Partnership*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주요 
연료 지 
개발 제휴

포드 
GM   
도요타

다임러, 발라드,
쉘 하이드로젠

텍사코 에 지 
시스템,

테크놀로지 
트

표 주요 국제석유기업의 에 지기술사업 진출 사례 

  주: * 제품의 새로운 사용처 는 신제품에 한 제안을 가지고 정기 으로 

하는 트 십을 일컫는 용어

자료: 최성희‧김기 (2009).

나. 신재생에 지사업

‘개발이 용이한 석유(easy oil)’에 한 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

후변화에 응하기 한 석유개발  소비에 한 제약으로 국제석유

기업의 경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로벌 융 기 이후 침체된 



세계 경제상황은 기 와 달리 더디게 회복되고 유럽발 경제 기가 재

발될 것이라는 우려마  제기되고 있어 경기순환과 하게 연 된 

석유기업들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이러한 기

업경 환경의 변화는 실제 기업의 경 성과에 악 향을  것으로 

단된다. <표 3-5>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주요 석유기업의 2010년 매

출액과 순이익이 2008년에 비해 약 15~20% 감소하 다.

기업 엑손모빌
로얄

더치쉘
BP 셰 런

코노코
필립스

2008년

매출액 442,851 458,361 367,159 263,159 230,764
순이익 45,220 26,288 21,157 23,940 -16,830

기업순 2 1 4 5 7

2010년

매출액 354,674 369,100 308,928 196,337 184,966
순이익 30,460 20,100 -3,719 19,024 11,358

기업순 3 2 4 10 12

표 주요 국제석유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단 : 백만 달러)

자료: Fortune Global 500(2008, 2011)

이 게 석유확보에 한 어려움이 가 되고 친환경에 지의 요성

이  세계 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 지기업인 석유기업에

게 지속 인 수익 창출을 해 비석유 사업부문에서 우선 으로 고려

할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 지 개발과 련된 사업이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주요 메이  석유기업별로 신재생에 지 사업에 진출한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BP는 에탄올, 바이오디젤, 풍력에 지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극

12) 주로 메이  석유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4월 라질 에탄올 생산기업 

Tropical Bioenergia의 지분 50%를 사들여 인수했으며, 라질 부 

고이아스 남부 에데이아 지역에 에탄올 생산 공장을 건설해 2008년 7

월부터 생산에 착수했다. 공장 운 에는 설탕과 에탄올 생산기업인 

Santaelisa Vale와 곡물 생산기업인 Maeda 그룹이 합작 형식으로 참

여하고 있다. 라질에 치한 BP의 바이오연료 자회사는 에탄올 시

장이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탕수수 제분 능력을 2017

년까지 네 배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BP는 연간 750만 톤의 

용량 제분 능력을 2017년까지 3000만 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한, BP는 에탄올 사업 확장을 해 2011년까지 7억 5천만 달러를 투

자했으며 기존의 공장 3개를 확충하고 공장 3개를 신축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BP의 바이오디젤 사업은 사탕수수 활용에 근간을 두고 있다. 2009

년 사탕수수를 바이오디젤로 변화시키는 기술개발을 해 Martek

Biosciences Corporation과 공동개발계획을 발표하 다. 바이오디젤은 

일반 화학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방출을 최  80∼90%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P의 풍력에 지 사업은 주로 미국에서 개되고 있다. BP는 미국

역에 13개 풍력기지를 가지고 있는 최  회사로서, 1,955MW의 총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2012년까지 총 생산능력을 2,600MW로 확

장할 계획이다. BP에게 미국은 풍력에 지사업을 개하기에 매우 

합한 시장이다. 실제 2011년 6,810MW의 풍력발  설비가 미국에 설

치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 풍력설비의  용량은 46,919MW를 기

록하 다.



그러나 BP는 2011년 태양 에 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40년 이상 키워온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BP는 태양  

사업을 완 히 철수하기로 결정하기  몇 년 동안 사업 규모를 이

며 서서히 비를 해 왔다. 2008년 이후 태양  사업을 한 자회사

인 Solar BP가 해고한 직원 수만 1,650명이며, 2008년 7월부터는 미

국을 포함한 부분 지역의 공장 가동을 멈추고 태양  패  생산도 

단하 다. BP는 재 운 하고 있는 핵심 로젝트들을 지분 형태

로 다른 기업들에게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아 있는 태양  

로젝트들의 생산능력은 약 160MW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BP는 

태양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풍력, 바이오연료 같은 다른 체에 지 

사업은 그 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5년까지 체에 지 사업에 80

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던 2005년 당시 계획 역시 그 로 유지될 것

으로 망된다.14)

쉘이 최근 심을 보이는 신재생에 지 사업은 바이오연료이다.

2009년 쉘은 신재생에 지 사업 역에서 풍력과 태양  사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바이오연료에 집 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

다.15)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해 미국 휴스턴에 치한 쉘의 기술

센터에 바이오연료 시험 공장을 구축하고, 제휴업체인 비 트(Virent)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한, 쉘은 코덱시스(Codexis)와 

13) 아시아경제(2011.12.21)
14) BP가 태양 사업에서 고 한 배경으로 가 경쟁력을 앞세운 국 태양  패

 제조업체들의 역 확장이 표 으로 지 되고 있다. 2012년 9월 미국의 

표  태양  패  제조업체 캘리포니아 솔린드라가 산했고, 독일의 솔론은 

산 보호를 신청하 다.
15) 2011년 11월, ‘세계 에탄올 & 바이오연료 컨퍼런스’에서 쉘은 바이오연료가 수

송연료에 가장 합한 체에 지라고 재차 강조하 으며, 상업 으로 실행 가

능한 셀룰로오스 에탄올 솔루션 개발에 한 문제 을 언 하면서 이 부문에 

한 지속 인 투자와 정부 지원의 필요함을 역설하 다.



로젠(Logen) 등의 바이오연료 업체들과도 친환경 인 차세  바이오

연료 개발을 해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료 에서도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진출이 가장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  사례로 지난 2010년 라질의 코

산(Cosan) 그룹과 120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업으로 세계 에탄올 시장

에 진출하고자 시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료공 처 

확보에 있는데, 쉘과 코산이 라질에서 확보한 주유소가 4,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셰 론의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의 진출은 지열, 태양열, 바이오연

료에 집 되고 있다. 지열에 지의 경우 셰 런이 세계 최 의 생산업

체이다. 이미 1960년 부터 캘리포니아 샌 란시스코의 북쪽 간헐천

을 개발하여 지열발 을 시작한 통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사업 역시 

1970년  필리핀의 루존 지역에서 지열발  사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하 다.

태양  사업 한 Chevron Energy Solutions(CES)라는 자회사를 설

립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사업에 있어서는 

Lignocellulosics17) 생산을 해 극 인 노력을 들이고 있다. 셰 런

은 바이오연료 기술 확충을 해 여러 기업들과 연구 트 십을 체

결하고 있다. 를 들면, Weyerhaeuser사와 합작한 Catchlight Energy

는 산림 기반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진 고  바이오연료를 상용화하기 

16) 쉘의 에탄올시장 확 는 최근 경쟁사 BP가 에탄올 공장 2곳에 총 10조 달러의 

투자를 진행한 데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BP는 2009년 한발 앞서 라

질 농단체 그루포 마에다(Grupo Maeda)와 에탄올 생산업체 산텔리자 발

(Santelisa Vale)와 합작사업을 시작하 다.
17) 스 치그래스(switchgrass) 등 산림 기반 식물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 으로 자체 개발한 에 지 작물



해 노력하고 있다.

엑손모빌의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의 진출은 바이오연료에 집 되

어 있다. 바이오연료 사업에 있어서는 조류(algae) 기반 바이오연료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바이

오기업 SGI(Synthetic Genomics)와 공동으로 합성 조류 기반의 바

이오연료 개발을 추진하 다.

그러나 2008년 KPMG 보고서는 2000년  신고유가 시 와 함께 

시작된 메이  석유기업의 신재생에 지 사업의 목 을 다음과 같이 

비 하면서 보다 극 인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먼 , 메이  석유기업이 신재생에 지 사업에 진출하려는 주목

이 단지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기 해서라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유가상승,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세계 인 문제에도 불

구하고 100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올리며 비 의 심에 서 있는 

거  석유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  이미지에 미칠 향을 걱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메이  석유기업의 신재생에 지 사업은 홍

보  성격이 강하다는 비 이다. 를 들면, 2007년 쉘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엔의 기후변화회의 사  ‘코뮈니 ’에서 탄소 미래

에 한 합의를 선 하고 미래 환경문제에 한 심을 구하는 

고에 수백만 운드를 투입했지만 그와는 조 으로 태양열 련 사

업의 부분을 매각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세계 

거  석유기업들의 속내는 신재생에 지 분야에 한 투자보다는 친

환경 인 이미지 강화를 한 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  석유기업들이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 진출하려는 

목 은 국제유가의 지속 인 상승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2000년  



국제유가 상승의 주요인은 증 되는 수요를 공 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공 능력에 한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

다. 이에 석유기업들이 신재생에 지 투자를 강조함과 동시에 피크오

일(peak oil)에 한 험성을 부각하는 것은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석유기업의 이익 증 에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표 3-6>은 메이  석유기업들이 신재생에 지 사업에 실제로 얼마

나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다. 2008년의 투자 황을 살펴보

면, 평균 수익이 200억 달러인데 반해 신재생에 지에 한 투자는 

평균 7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메이  석유기업들의 친환경  신

재생에 지 사업에 한 심은 지속 으로 증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심에 비해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아직 통 인 

석유사업 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엑손모빌
로얄

더치쉘
BP 셰 런

코노코
필립스

수익액 45,220 26,288 21,157 23,940 -16,830*

신재생에 지 
투자액

10 500 1,500 1,250 650

신재생에 지 
투자비율

1% 1.9% 7.1% 5.2% -

연방선거후보 
지원액

1.2 0.3 0.5 1.0 0.7

의회 로비 비용 29.0 3.3 10.5 14.5 8.5

표 국제석유기업의 신재생에 지 사업 투자

(단 : 백만 달러)

주: * 석유탐사  러시아 석유사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이며, 이를 제외하면 1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자료: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Big Oil Misers(2009)



제4장 사업다각화 효과 실증분석

1. 기존 연구결과

사업다각화의 효과를 추정하기 한 실증분석은 오래 부터 국내

외 다양한 산업을 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사업다각화 효과에 해 공통된 결

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어떤 실증연구는 사업다각

화가 정 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오히려 부정 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린다.

사업다각화의 정 인 효과, 즉 다양한 사업이 궁극 으로 기업

체수익을 증 하는 효과를 확인한 표 인 연구로서, 규모의 경제효

과를 제시한 Chandler(1977), 내부자본시장을 통해 효율  자원배분을 

증명한 Stulz(1990)와 Stein(1997), 다각화를 통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개선되었음을 보여  Khanna & Palepu(2000), 그리고 다각

화와 기업 생산성 증  간의 유의미한 계를 제시한 Schoar(2002)

등이 있다.

반면에 사업다각화로 인해 경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

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새로운 사업으로의 자본투자배분은 

오히려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각화된 기업에 새로 

임명된 최고경 자가 리인 문제(agency problem)18)을 발생시키면 

18) 한 개인 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임할 때 리인 계가 성립된다. 리인 계에 있어 경제 행 를 임하는 



다각화된 기업뿐 아니라 모기업 가치하락에도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Lamont & Polk(2001); Scharfstein & Stein(2000); Rajan & 

Zingales(2000)).  

한 Lang & Stulz(1994)는 기업가치를 ‘토빈의 q비율(이하 Tobin's 

q)’로19) 용하여 1980년  기업다각화와 Tobin's q 간에는 부(負)의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그리고 다각화된 기업이 한 가지 사

업에 집 하는 기업에 비해 낮은 Tobin's q를 가지고, 더 낮은 수익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하 다. Berger & Ofek(1995) 역시 다각

화가 활발하 던 미국의 1980년 를 상으로 다각화한 기업의 가치

가 약 15% 하락한 것으로 계산하 는데, 이러한 수치는 1960년 와 

1970년 의 다각화 기업의 하락한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이다(Servaes 

(1996)). 

한편, 다각화의 효과가 통계 으로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한다. Graham et al(2002)은 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할 때 가치가 많이 

자를 주인이라 보고, 임받는 자를 리인이라고 간주하여 주‧ 리인 계라고 

칭하기도 한다. 리인 계가 성공 으로 유지되기 해서는 리인이 주인과

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리인으로 하여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리인에게 한 보상이 지 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는 리인의 노력으로 인한 경제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리인 계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상으

로 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제한된 정보를 가진 

주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인의 행 를 완벽하게 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하여 양질의 리인이 시장

에서 퇴출되는 역선택과 리인의 태만으로 인한 도덕  해이(moral hazard)로 

경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일컬어 리인 문제라 

한다(Harris, Kriebel & Raviv(1982); Jensen(1988); Denis & Yost(2002); 
Aggarwal & Samwick(2003)). 

19)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고안한 개념으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

장가치를 기업 실물자본의 체비용으로 나  것을 말한다. 즉, Tobin's q는 기

업의 시장가치(시가총액) / 기업 실물자본의 체비용(순자산가치)로 계산된다.



하락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다각화를 시작하는 순간

부터 기업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

각화 후 나타나는 기업가치의 하락을 다각화의 순수유발효과로 단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 한다. 한 그는 만약에 다각화 이후 감

소된 기업의 가치에서 이미 가치가 하락하 던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가치 하락분을 조정한다면 실제 다각화의 순수유발효과는 유

의미한 수 이 아니라는 것이다.

Whited(2001)는 다각화로 발생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을 통계

으로 추정한 결과,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수치가 도출되었다고 제시하

고 있다. Mansi & Reeb(2002)는 다각화와 기업가치 사이의 연 성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밝 내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기업가

치의 용변수로서 Tobin's q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Tobin's q는 사업다각화의 정 인 효과를 측정하기에 기업가치의 

용변수로 합하지만 부정 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근본 으로 측

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내포하는 것으로 언 되고 있다.

사업다각화 효과에 한 실증분석 결과는 상 기업  추정기간의 

특징이나 기업가치의 용변수 선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다양

하게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미국

의 석유기업을 상으로 사업다각화의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 제조업을 상으로 경 략  분석에 치 하 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여기서는 자산수익률 변화에 을 맞춘 기업 융

(corporate finance) 연구를 수행한다. 분석모형도 기존의 연구에서 우

려했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Graham et al(2002)가 제안한 

‘Fama & French 의 3-변수 모형’20)을 사용한다.



2. 분석 상  분석모형

실증분석을 한 기간과 상 기업은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미국의 산업분류표(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의 분류 번

호(2-digit code) ‘13’에 속하는 석유기업이다. 본 연구가 설정한 분석 

기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부분 

5년 정도의 분석기간을 설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사업다각화 효과

를 10년 이상의 장기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국제유가의 

구조  변화에 따라 체 기간이 4개의 구간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이다. [그림 4-1]에서 나타나듯,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WTI 근월물 기  선물가격은 (A), (B), (C), (D)의 네 구간으로 분리

할 수 있다. (A)구간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 사이에 

머물던 안정기이며, (B)구간은 상승기, (C)구간은 폭락기, (D)구간은 

진  회복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를 감안하

여, 각 시기별로 사업다각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21)

분석 상 기업은 Standard & Poors사가 구축한 COMPUSTAT 데이

터베이스에 나타난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속 으로 

상장된 1,679개의 석유기업이다.22) CRS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 Fama, E.F. and French, K.R.(1996), pp.55~84. 
21) Lamont(1997)는 사업다각화 효과를 추정할 때 경기변동(business cycle)  유

가변동을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경기 호황기 혹은 유가 상승

기에서는 다각화의 효과가 정 으로 추정이 되다가도, 격한 경기 침체 혹

은 유가 락 시에는 사업다각화가 부정 인 효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 부(-)의 자산가치를 보고한 기업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이들 1,679개의 석

유기업  상류(탐사  개발)와 하류(정제  석유화학) 기업을 분류하기 해

서는 SIC 소분류(4-digit)가 필요하다. 선정된 1,679개의 석유기업을 분류해 본 

결과 상류기업(SIC 1311)으로 등록된 기업 수는 1,153개이고 하류산업(SIC
2911)으로 등록된 기업 수는 526개 다.



선정된 기업들의 월별 주가수익률과 체 주식시장 지수를 수집하

다. 한 기업 분류 수, 자산  부채, 업이익, 매출 등과 같은 기업

별 재무변수도 COMPUSTAT을 통해서 확보하 으며, 무 험수익률 

정보를 해 국채수익률(1-month treasury bill) 시계열 자료는 미국 

연방 비 원회 웹사이트를 활용하 다.23)

그림 국제유가 변동 추이

  주: 단 는 $/배럴

자료: 미국 에 지정보청 (EIA/DOE)

선정된 석유기업을 상으로 사업다각화의 정도가 기업의 수익률에 

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통계 으로 악하기 한 실증분석 모형

은 기본 으로 Fama & French(1993, 1996)의 3-변수 모형을 따른다.

Fama &　French의 3-변수 모형이란 기업의 자산가격(asset-pricing)이 

23) http://www.federalreserve.gov/econresdata



3가지 변수인 ‘ 체 자산시장 과수익률’, ‘규모 리미엄’, ‘장부가

치 리미엄’으로 결정됨을 말한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

업의 다각화 변수를 Fama & French 3-변수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다

각화 변수가 석유기업의 자산가격변화(=수익률)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의 사업다각화 변수로서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수량변수

(numerical variable)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각화의 더미변수는 

‘focused’라는 이름으로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이 1개 이하일 때 

0의 값을 갖도록 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도록 하 다

(식 (1)). 반면 ‘number’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다각화의 수량변수는 

COMPUSTAT에서 제공하는 해당 기업의 연도별 분할자회사 수를 사

용하 다(식 (2)). 

24) Fama & French(1992)는 표  자산가격결정 모형인 Capital Asset Pricing 
Model(CAPM)의 시장요인이 자산수익률의 횡단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3-변수 모형은 시장요인만으로 구성된 CAPM에 규모

(SMB)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HML)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SMB와 HML이 

험요인인가 아니면, 시장비효율성을 반 한 것인가에 해서는 아직까지 명확

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자

산수익률의 공통 인 변동을 성공 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요한 것은 Fama-French 3-변수 모형의 SMB와 HML 성격에 한 논

란과는 별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형이지만 가치창출이 유망한 자산에 투자

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장이 비효율 이라면, 소형주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

은 시장비효율성으로부터 차익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SMB와 

HML이 험요인이라면, 무 험자산, 시장포트폴리오와 함께 소형주  가치주 

포트폴리오도 평균-분산 효율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자본배분의 상으로서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에서 Ri는 기업 ‘i’의 월별 수익률, Rf는 월별 미국의 국채수익

률(1-month treasury bill return), RM은 미국다우존스 지수이다. SMB

는 ‘규모’ 변수로서 가포트폴리오(small-cap portfolio)와 고가포트폴

리오(large-cap portfolio) 간의 수익률 차이로 측정된다.25) HML은 

‘(장부)가치변수’로서 평균장부가격(averaged book value)를 시가총액

(market-cap)으로 나  것이다.26)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간 SMB와 HML 시계열자료는 French 교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

보할 수 있었다.27) 기업 ‘i’의 다각화 정도는 더미변수(focused)와 수

량변수(number)로 개별 식에서 검토된다.

식 (1)과 (2)를 추정하기에 앞서, Fama & French 3-변수 모형이 

본 연구의 상기업 수익률을 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해야 한다. 이를 해 1,679개 석유기업의 평균포트폴리오 수익률을 

Fama & French 모형으로 시계열분석을 수행한다. 즉, 1999년 1월부

터 2010년 12월까지의 석유기업(i) 포트폴리오 수익률(R포트폴리오, Ri-Rf)

변동이 RM-Rf ( 체자산시장의 과수익률), SMB(사이즈 리미엄),

HML(가치 리미엄)로 설명이 되는지를 사  검토하는 것이다.

시계열 분석을 해 Ri-Rf, RM-Rf, SMB, HML의 안정성 확인이 필요

하다. 4개 변수 모두 차분형식(differenced value)이기 때문에 안정성

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  검정 차가 필요하다. [그림 4-2]

는 4개 시계열 변수의 자기상 계수를 20기(t-20)까지 나타낸 것이다.

25) SMB는 가자산(=소형주가)이 고가자산(= 형주가)보다 상 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므로 ‘규모’ 혹은 ‘사이즈 리미엄(size premium)’이라

고도 불린다.
26) HML은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 상 으로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 리미엄(value premium)’이라고도 불린다.
27) http://mba.tuck.dartmouth.edu/pages/faculty/ken.french/data_library.html 



그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변수는 1기(t-1)부터 최  20기

(t-20)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자기상 계수를 가지고 있다. 즉, 4개 시계

열 변수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은 

ADF 단 근 검정 결과로서, 4개 변수에 하여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

[Panel A: R포트폴리오-Rf] [Panel B: RM-Rf]

[Panel C: SMB] [Panel D: HML]

그림 개 시계열 변수의 자기상 계수

주: 세로축 자기상 계수는 0~1.0, 가로축은 분석기간으로 20(t-20)까지 설정



변수 DF 통계량 임계치(1%)

Ri-Rf -6.06

-3.98
RM-Rf -5.88

SMB -4.67

HML -5.02

표 단 근 검정 

주: 단 근 검정을 한 회귀식은 Yt= + T+ Yt-1+et이다. 여기서 귀무가설 H0 의 

기각 는 채택 여부에 한 의사결정기 은 첫째, F*<Fc의 경우, H0 기각(정상

 시계열 는 안정  시계열을 의미), 둘째, F*>Fc의 경우, H0 채택(비정상 시

계열 는 불안정 시계열을 의미)이다.

4개 변수에 한 안정성 여부가 검증되었으므로 OLS(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자승법)를 통하여 상기업의 포트폴리오수익률이 

Fama & French의 3-변수로 설명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4-2>는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미국 석유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Ri-Rf,

RM-Rf, SMB, HML에 하여 모두 정(+)의 계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서 계획한 로 식 (1)과 식 (2)를 통해 개별 

석유기업의 수익률이 다각화 정도에 따라 향을 받는지 Fama & 

French 3-변수 모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독립변수 추정 계수 표  오차 t-값 p-값

상수항 3.992E-03 0.002 1.620 0.09

RM-Rf 0.581 0.023 25.261 0.000

SMB 0.447 0.038 11.763 0.000

HML 0.431 0.091 4.736 0.001

표 변수 모형의 미국 석유기업 수익률 설명력

주: 추정식은  

R
2 = 0.5694, F-값 = 81.426, p-값 ≤ 0.001, D-W = 2.02



3. 실증분석 결과

가. 다각화 더미 변수와 수량 변수

<표 4-3>은 다각화 더미변수(focused)가 포함된 식 (1)을 추정한 결

과이다. 우선 기업수익률은 체자산시장의 과수익률(RM-Rf), 사이

즈 리미엄(SMB), 가치 리미엄(HML)과 정(+)의 계를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 세 개의 변수 , 계수 추정치가 0.733로 나타난 

RM-Rf가 가장 큰 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  융 요인

이 공히 반 된 RM-Rf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물론 분석 상 기업  이 세 가지 독립변수와 부(-)의 계

를 갖는 기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체 기업 수에서 5%

내외이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업은 정(+)의 계를 가

지고 있다.

사업다각화 더미변수는 RM-Rf, SMB, HML 세 변수보다 기업수익률

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계수가 

0.0006으로 0에 가까운 수치이며, 통계  유의수 에 있어서도 체 

기업  약 50%에 해당되는 840개 기업만이 95% 유의수 을 통과하

여 다각화 변수가 수익률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분석

상 기업의 50%는 다각화 효과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지만 

부호는 일 성을 지니고 있다. 체 기업  99%에 해당하는 1,607개 

기업의 수익률이 더미변수와 정(+)의 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각

화를 수행한 기업이 다각화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률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추정 계수

(평균*)
계수부호별 기업 수

95% 유의수
기업 수

+ - 유의미 무의미

상수항 4.193E-03 1,112 567 592 1,087
RM-Rf 0.733 1,545 134 1,411 268
SMB 0.686 1,581 98 1,495 184
HML 0.409 1,555 124 1,588 91

focused 6.011E-03 1,607 72 840 839

표 다각화 효과 추정 결과 더미변수 활용식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각화 효과는 추정계수의 크기  통계  유의

성에서 제한된 의미만을 보여  반면, 수량변수를 활용한 다각화 효과

는 더미변수보다 분명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표 4-4>는 기업의 

다각화를 수량변수로 활용한 식 (2)를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식 (1)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Fama & French의 3개 변수는 <표 4-3>

과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업다각화 수량변수는 

체 분석 상 기업  약 61%에 해당되는 1,031개 기업의 수익률과 연

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계수의 부호가 정(+)이어서, 다각화가 

확 될수록(즉, 참여 산업의 수가 많을수록) 그 기업의 수익률이 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수 값이 0.0009로 더미변수 계수보다 

약간 더 크게 추정되었다.

실증분석에 있어 다각화를 표 하는 방법으로 수량변수가 더미변수

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이유는 ‘측정의 세분화(measurement 

specification)’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다각화 정도를 이분법(1

아니면 0)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분할자회사 수를 반 한 변수가 모

형 내에서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이다.



독립변수
추정 계수

(평균*)
계수부호별 기업 수

95% 유의수
기업 수

+ - 유의미 무의미

상수항 4.882E-03 925 754 983 696

RM-Rf 0.735 1,590 89 1,494 185

SMB 0.688 1,603 76 1,582 97

HML 0.407 1,598 81 1,621 58

number 9.441E-03 1,606 73 1,031 648

표 다각화 효과 추정 결과 수량변수 활용식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나. 기간별 사업다각화 효과

1,679개의 미국 석유기업을 상으로 Fama & French 3-변수 모형

에 다각화 더미  수량 변수를 추가한 식 (1)과 식 (2)를 분석한 결

과, 다각화와 수익률 사이에는 정(+)의 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분석기간인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제유가는 

4번의 구조  변화가 있었으므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다각화 효과를 

추정하 다. Lamont(1997)가 강조하 듯이 식 (1)과 (2)의 계수(a5)가 

국제유가의 상승  하락 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1991년 1월부터 2003년까지 국제유가가 $20~40/배럴 사이에서 비

교  안정되었던 [그림 4-1]의 (A)시기를 상으로 식 (1)과 식 (2)를 

추정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식 (1)과 

식 (2)의 계수추정치를, 세 번째 행은 정(+)의 계수 값으로 추정된 기

업 수를, 네 번째 행은 각 변수가 95%의 유의미하게 추정된 기업 수를 



정리한 것이다. 체 기간에 하여 추정한 결과와 비교해서 다각화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기업 수가 증가하 다. (A)시기

에서는 다각화 더미변수(focused)에 하여 유의한 기업수가 1,038개,

수량변수(number)에 하여 유의한 기업수가 1,202개로서, 체 기간

에서의 840개와 1,031개보다 각각 198개와 171개 증가하 다. 그 외

의 3개 변수 역시 체 기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95% 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독립변수
식(1)의 

추정 계수
(평균*)

식(2)의 
추정 계수

(평균*)

정(+)의 부호로 
추정된 기업 수

95% 유의수
기업 수

식 (1) 식 (2) 식 (1) 식 (2)
상수항 5.384E-03 5.992E-03 1,002 1,037 925 754
RM-Rf 0.802 0.803 1,142 1,143 1,511 1,512
SMB 0.755 0.757 1,221 1,228 1,495 1,495
HML 0.599 0.601 1,165 1,165 1,408 1,408

focused 5.03E-02 1,610 1,038
number 6.83E-02 1,612 1,202

표 다각화 효과 추정 결과 년 월 년 월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국제유가가 $40/배럴을 넘어서기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역  최고

치를 기록한 2008년 7월까지는 국제유가의 지속 인 상승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그림 4-1]의 (B)시기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식 

(1)과 식 (2)를 통해 다각화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4-6>과 같

다. 추정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체 기간이나 유가안정

기에 비하여 유가상승기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식의 평

균 추정계수의 크기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더미변수



와 수량변수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다. 이는 유가가 상승할 때 다각화와 석유기업 수익률 간의 계가 더

욱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업다각화 변수가  

95% 수 에서 유의하게 추정된 기업이 1,149개와 1,411개로 모두 증

가한 것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독립변수
식(1)의 

추정 계수
(평균*)

식(2)의 
추정 계수

(평균*)

정(+)의 부호로 
추정된 기업 수

95% 수 에서 
유의미한 기업 수

식(1) 식(2) 식(1) 식(2)
상수항 5.933E-03 5.987E-03 1,041 1,050 933 750
RM-Rf 0.835 0.836 1,230 1,232 1,499 1,499
SMB 0.793 0.793 1,221 1,221 1,495 1,496
HML 0.799 0.600 1,165 1,165 1,488 1,488

focused 8.09E-02 1,618 1,149
number 8.39E-02 1,648 1,411

표 다각화 효과 추정 결과 년 월 년 월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2008년 8월 미국 서 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융 기 발생으

로 로벌 경기침체에 한 우려가 실화되면서 역  최고 을 기록

하던 국제유가는 격하게 하락하 다. [그림 4-1]의 (C)시기가 바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이다. 이 시기에서 사업다각화와 기업

수익률 간의 연 성을 추정한 결과가 <표 4-7>에 정리되었다. 통상

으로 Fama & French의 3가지 변수들(RM-Rf, SMB, HML)은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하며, 추정된 계수의 평균값이 약간 감소했을 뿐 체

으로 이  기간의 추정결과와 유사한 수 이다. 추정된 부호 역시 

경제이론과 부합하면서 이  결과들과 동일하다.



독립변수
식(1)의 

추정 계수
(평균*)

식(2)의 
추정 계수

(평균*)

정(+)의 부호로 
추정된 기업 수

95% 수 에서 
유의미한 기업 수

식(1) 식(2) 식(1) 식(2)
상수항 4.877E-03 5.010E-03 841 955 1,002 1,004
RM-Rf 0.811 0.812 1,031 1,100 1,011 1,031
SMB 0.781 0.793 1,011 1,052 967 975
HML 0.790 0.765 1,165 1,165 933 958

focused 6.16E-04 845 154
number 6.25E-04 968 168

표 다각화 효과 추정 결과 년 월 년 월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그러나 이  추정결과와 다른 이 바로 사업다각화 변수에서 드러

난다. (C)시기의 사업다각화 변수에 한 계수추정치는 이 과 달리 

매우 작을 뿐더러, 기업수익률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연 되어 있지 

않다. 사업다각화 더미변수(focused)의 경우 추정치는 0.00062로 매우 

작아졌으며, 체 1,679개 기업  9.2%에 해당하는 154개의 기업만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다. 수량변수(numbers) 역시 추정치

가 0.00063로 더욱 작아졌으며, 체 기업  약 10%에 해당되는 168

개 기업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다. 즉 체 기간, 유가안

정 시기, 그리고 유가상승 시기와 비교해, 유가하락 시기에는 사업다

각화 추정계수가 작아졌을 뿐 아니라 유의미한 추정계수의 수도 

었다.

이 게 유가가 락한 (C)시기에 사업다각화 변수의 통계  유의성

이 감소한 이유는 사업다각화 변수가 유가 락 기간 동안 거의 변동

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경기 하락기에 나타나는 기업의 

사업축소 경향은 이미 2008년 자회사 수 감소에 부분 반 이 되었고,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격하게 낮아졌지만 

사업다각화 변수에서는 변동이 거의 없다.28) 따라서 변동이 거의 없

는 사업다각화 변수를 가지고 수익률과의 연 성을 추정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이 (C)시기는 표본 측 수(observation number)를 6개밖에 확보할 수 

없는 근본 인 한계를 가진 기간이다.29)

여기에서 극소수 표본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추정계수의 통계  

의미를 재검토하기 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Cameron & Trivedi(2009)가 제안한 Bootstrapping 시뮬 이션을 통해 

6개의 측 변수들이 t-통계량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표 4-2>의 추

정결과들에 한 통계  추론의 의미(meaningfulness)를 확보함을 의

미한다.30) 를 들면, <표 4-7>에서 식 (1)을 통해 1,011개의 기업이 

RM-Rf 변수와 95%의 수 에서 유의하게 연 되었음이 발견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측 수 6개로 추정된 것이니 통계  추론의 유의성을 

재검토하고자 1,011개 추정계수의 통계  유의성을 Bootstrapping으로 

악하는 것이다. <표 4-8>은 <표 4-7>에서 95% 수 에서 유의한 추

정치들을 상으로 p-value 0.05이하만을 다시 계산한 결론이다. <표 

4-7>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기업 수는 약 50% 이상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추정계수의 평균값 역시 약 55% 이상 감소

28) 2007년 평균 자회사 수가 3.34에서 2008년에 2.84로 감되었다. 반면 2009년 

자회사 수는 2008년과 비교해서 0.1개 감소한 것에 머물었으니, 2008년에 이미 

경기 하강에 비하여 석유기업들이 사업축소를 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29)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측 수는 6개월이다.
30) 원칙 으로 Bootstrapping 방법론은 오차항(error term)의 분석 형태가 무 복

잡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와 같이 측수가 무 작은 경우 오차항의 형태

가 z-통계량이나 t-통계량의 형태로 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추정치의 통계  

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하 다. Bootstrapping을 통해 다시 검정된 (C)시기의 사업다각화 효

과는 기존의 결과보다 에 띄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가하락

기에는 사업다각화와 기업수익률 간의 연 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식(1)의 

추정 계수
(평균*)

식(2)의 
추정 계수

(평균*)

정(+)의 부호로 
추정된 기업 수

95% 수 에서 
유의미한 기업 수

식(1) 식(2) 식(1) 식(2)

상수항 2.356E-03 2.489E-03 780 801 583 582

RM-Rf 0.323 0.324 1,001 1,005 497 498

SMB 0.299 0.298 888 889 470 471

HML 0.285 0.286 895 895 428 427

focused 2.01E-04 403 133

number 2.22E-04 428 158

표 검정 추정 결과 년 월 년 월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락 이후 진 인 회복을 보인 (D)시기의 

식 (1)과 식 (2)의 추정결과는 <표 4-9>와 같다. 2009년 3월부터 2010

년 12월까지의 총 21개의 측 수로 추정된 1,679개 기업의 수익률은 

식 (1)에서 다우존스 과수익률(RM-Rf) 변수와 695개의 기업이 95%

수 에서 통계 으로 다각화 변수와 유의하게 연 되어 있다. 사업다

각화 변수는 더미변수(focused)보다 수량변수(number)의 설명력이 우

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다각화의 정(+)의 효과는 (C)시기와는 

달리 체 기업 수의 60%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독립변수
식(1)의 

추정 계수
(평균*)

식(2)의 
추정 계수

(평균*)

정(+)의 부호로 
추정된 기업 수

95% 수 에서 
유의미한 기업 수

식(1) 식(2) 식(1) 식(2)

상수항 3.29E-03 3.49E-03 1,092 1,121 816 815

RM-Rf 0.452 0.453 1,407 1,407 695 697

SMB 0.418 0.417 1,244 1,244 658 659

HML 0.399 0.400 1,253 1,253 599 597

focused 2.81E-04 1,133 488

number 3.11E-04 1,099 672

표 다각화 효과 추정 결과 년 월 년 월

주: * 1,679개 샘  기업의 개별 추정치 ,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를 평균한 값

지 까지 Fama & French 3-변수 모형을 통해 살펴본 미국 석유기

업 상의 사업다각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동안 자회사 수(number of 

segments)로 측정된 사업다각화 정도가 기업수익률에 통계 으로 유

의하게 향을 미쳤던 미국 석유기업은 체 1,679개  1,031개(약 

60%)를 차지하 다. 둘째, 사업다각화의 효과는 정 이거나 부정

일 수 있지만, 표본 석유기업의 95% 이상에서 정 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효과는 유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 으로 사업다각화는 유가하락기(2008년 8

월~2009년 2월)보다 유가상승기(2004년 6월~2008년 7월)에서 기업수

익률 상승에 하여 더욱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

으로 유가안정기(1999년 1월~2003년 12월)는 유가상승기보다는 

낮지만 유가하락기보다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효과는 유가의 구조  변동을 고려



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업

다각화 변수는 더미변수보다는 수치가 반 된 수량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제5장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

1. 국내 석유산업의 역량 분석 

가. 역량분석의 기  

사업다각화를 검토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기 한 사업다각화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핵심역량에 

기반한 사업다각화가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형의 확 가 사업다각화 혹은 사업 확장에서 좋은 성과를 갖고 온 

경우가 많다는 실증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경 에서 실질 으로 용되었던 핵심역량 모형  Chris Zook 

(2011)가 제시한 보유역량 기반 사업다각화 모형을 기 로 해서 사업

다각화 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Chris Zook는 기업이 경쟁기업과 차

별화할 수 있는 자산 혹은 역량을 총 250개로 악하 으며, 이를 3

개의 범주와 각 범주마다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차별화 지도

(differentiation map)를 제시하 다. 3개 범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시스템, 회사 내 각 세부 단 를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는 운

역량, 그리고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독  자산으로 구분된다.

차별화 지도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리시스템의 세부 항목으로는 아래 5가지가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리와 재무: 사내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과 



리를 통한 경쟁력 유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 리 역량

M&A, 합작투자, 비즈니스를 한 트  계: 성장을 한 투

자활동에서 외부 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외 트

규제 리: 법률 등 기존의 사업 략을 조정할 수 있는 외부 제

약 요인에 한 선제  리

사업부 략  향력 있는 우선순 : 개별 사업부의 차별화된 

략 선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략에 한 우선순 를 정하는 

내부 선정 기

인사 리  조직 문화: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정  인

사 시스템  조직 비 에 한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문화 

두 번째, 회사의 운 성과를 높이고 타사 비 비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운 역량의 세부 항목으로는 아래 5가지가 있다.

공 망과 물류: 시장 환경 변화에도 응할 수 있는 안정 인 원

료 공 망과 시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생산  운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개발과 신: 지속 으로 변화하는 고객니즈를 선도할 수 있는 

신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 할 수 있는 R&D  마  역량 

시장활동: 고객에서 회사의 차별화된 가치를 가장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채 리  고객  시스템

고객 계: 낮은 이탈률, 고객의 높은 추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높은 고객 충성도

세 번째, 다른 회사에 비해 독 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독  자산

항목으로는 아래의 5가지가 있다.



유형자산: 경쟁사보다 많은 토지  등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

규모: 경쟁사에 비해 비용경쟁력  낮은 원가 투입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기술과 지 재산: 차별화된 제품  낮은 비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우

랜드: 해당 역의 핵심고객 인지도가 높고 차별성  부가가

치를 부여할 수 있는 랜드

고객 네트워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고객과의 계 

Chris Zook는 여러 기업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공한 기업

들은 강력하고 탄탄한 소수의 차별화 요인을 바탕으로 략을 구축했

으며, 이들이 택한 차별화 방법들이 상호 강화작용을 하며 하나의 시

스템처럼 움직인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업의 역량 요소는 다양하게 정

의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차별화 지도에서 언 한 역량을 

심으로 우리나라 석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해 검토하기

로 한다.

나. 국내 석유산업의 핵심역량 분석 

차별화 지도 내 15개 항목에 해 국내 석유기업의 상황을 국내 타 

산업  해외 석유기업과 정성 으로 비교해 보면, 5개 항목에서 비교

 차별화된 우 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핵심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는 5가지 항목은 ‘M&A, 합작투자, 비즈니스를 한 트  계’,

‘공 망과 물류’, ‘생산과 운 ’, ‘규모’를 들 수 있다.



먼  리시스템에서는 ‘M&A, 합작투자, 비즈니스를 한 트  

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기업들은 국내에 자본, 기술, 자

원이 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국내의 어느 산업보다도 

해외 선진기업과의 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 다. SK이노베이

션의 경우, 신인 한석유공사가 미국 걸 사와의 합작을 근간으로 

설립되었으며, GS칼텍스도 미국 셰 론 사와 제휴하여 40년 이상의 

제휴 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 S-Oil도 사우디 아람코의 투자  제

휴를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정유기업들은 자본,

기술, 자원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업체와의 장기간 제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 자원 확보를 해 진출하는 경우에도 다

양한 합작투자  트 십 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자원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트 십은 비단 석유산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함에 있

어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가장 비근한 로, 최근 국내 석유회사들이 

석유화학 사업에서 신증설을 할 때, SK는 일본 JX NOE와, GS는 일

본 쇼와셸 등과 업을 효과 으로 이루어낸 것은 장기간의 외 

트 십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

내 석유회사는 국내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같은 기업집단 내 

건설, 랜트, 화학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사업 역으로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석유기업과 함께 계열 계에 있는 

건설이나 공업 기업들은 석유화학 시설 건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 우리나라의 공업 회사들은 이미 원유‧가스 시추를 한 해양

랜트 건설에 있어서 세계  수 이며, 이는 향후에 우리나라 석유기업

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장 이 될 수 있다.



운 역량 측면에서는 ‘공 망과 물류’  ‘생산과 운 ’ 2가지를 꼽

을 수 있다. 이미 국내 정유사들은 국내 매물량의 2배에 해당하는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뒤 세계 60여 개 국가에 석유제품을 수출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를 보유하고 있다. 한 국내에서도 이미 비용효과 인 물류체계를 운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기업이 생산한 석유제품은 세계 최고 

수 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이를 정제하여 아시아 

 미주 권역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공 망  물류 역량은 

국내 석유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석유기업의 ‘생산과 운 ’ 역량도 해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

는 역이라 할 수 있다. 생산과 운 이 뛰어나다는 것은 같은 규모의 

해외 석유기업에 비해 훨씬 은 인력으로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

고, 2008년을 제외하면 자를 보지 않을 정도로 안정 으로 운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타 석유회사와 비교해,

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이 매우 다는 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국, 동남아시아, 동에서 지속 인 정제시설의 신증설

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공장에서 운 상 문제 을 드러낸 사례가 많다

는 을 감안할 때, 국내 석유기업의 ‘생산  운 ’ 역량은 해외 동종

업계에 비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 으로 국내 타 산업분

야 한 ‘생산  운 ’ 역량이 해외 업체보다 뛰어난 편이다. 철강,

자,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산업들은 납기  품질과 원가 경

쟁력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해외 타 업계를 능가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독  자산 측면에서는 국내 타 산업  해외 석유기업과 비교해 

‘규모’와 ‘고객 네트워크’를 핵심역량으로 꼽을 수 있다.

순 기업명 치
정제능력
(천b/d)

1 Paraguana 베네수엘라, Falcon 940.0

2 SK에 지 한국, 울산 817.0

3 GS칼텍스 한국, 여수 750.0

4 Reliance Petroleum 인도, Jamnagar 660.0

5 ExxonMobil 싱가폴, Jurong 605.0

6 Reliance Industries 인도, Jamnagar 580.0

7 S-Oil 한국, 온산 565.0

8 ExxonMobil 미국, Texas 560.5

9 Saudi Aramco 사우디, Ras Tanura 550.0

10 Formosa Petrochemical 만, Mailiao 540.0

11 ExxonMobil 미국, LA 503.5

12 Hovensa 버진아일랜드, St. Croix 500.0

13 Kuwait NPC 쿠웨이트, Al-Ahmadi 466.0

14 Shell 싱가폴, Pulau Mukom 462.0

15 BP 미국, Texas 451.3

16 Citgo Petroleum 미국, LA 440.0

17 Marathon Petroleum 미국, LA 436.0

18 Shell 네덜란드, Pernis 404.0

19 Sinopec 국, Zhenhai 403.0

20 Saudi Aramco 사우디, Yanbu 400.0

표 세계 형 정제시설 순

자료: Oil & Gas Journal(2011)

국내 석유회사는 규모 면에서도 세계  수 을 달성하고 있다. SK의 

울산공장과 GS의 여수공장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5  내의 규모 



정유시설이다(<표 5-1> 참조). 이와 같이 규모 정유시설을 은 인

력으로 장기간 안정 으로 유지해 온 것은 국내 석유기업이 갖는 국

제경쟁력의 요한 토 가 된다. 이러한 규모의 장 은 10만 배럴 규

모의 소 정제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일본 정유업과 비교할 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석유기업들은 ‘연결되어 있는 고객 네트워크’ 측면

에서도 차별화되어 있다고 단된다. 특히 이 부분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에서 두드러진다. SK와 GS는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

하는 국 인 주유소 네트워크는 물론 LNG, 력, 집단에 지 등 다

양한 에 지를 소비자에게 공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 지 사업모형을 검토할 수 있다. 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뿐만 아니라, LNG에 있어서도 가스  개발,

운송, 국내 가스공   발 까지 모든 가치사슬을 일 으로 하

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석유제품, LNG, 기를 함께 공 할 수 있

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를 비한 

기차 충 시스템을 시도한다든가, 산업체 상으로 발   열 공

을 함께 할 수 있는 집단에 지사업을 확 할 수 있는 근간에는 이러

한 국내 소비자 상의 범 한 네트워크가 토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확보된 고객 네트워크는 향후 에 지사업

모형이 바 더라도 국내 석유기업들이 에 지산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반면 같은 차별화 지도의 항목을 기 으로 국내 석유기업들이 해외 

경쟁기업  국내 타 산업의 기업들과 비교해 부족한 도 함께 검토

해 볼 수 있다. 리시스템 측면에서는 ‘규제 리’, 운 역량 측면에



서는 ‘개발과 신’, 독  자산 측면에서는 ‘유형자산’  ‘기술  

지  자산’ 항목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규제 리’는 석유에 지  석유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는 생산 가능한 1차 에 지원이 

거의 없어서 에 지의 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석유를 포함한 에

지의 수 과 가격에 한 정부의 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내 석유기업은 과  기업이면서 기업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그

로 인한 규제 리의 상이 될 수 있다.

‘개발과 신’이 약 이 되는 것은 정유 등 하류부문 사업을 심으

로 하는 국내 석유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유업은 

형 인 장치산업으로서 생산 제품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일 된 조업체제를 갖춘 국제석

유기업들은 주로 에 지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에서 개발과 신을 강

조하고 있다. 한, 석탄가스화, GTL(Gas to Liquids) 등 에 지원의 

특성을 변형할 수 있는 공정기술에서 신을 이 내는 경우도 확인되

는데, 아직 국내 석유회사는 이러한 원천 인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시장을 상으

로 치열한 경쟁상 를 갖고 있는 자  자동차 기업들과는 달리 국

내 석유기업들이 험을 감수하면서 ‘개발과 신’에 나서야만 하는 

필요성이 다는 측면도 있다.

‘유형자산’ 항목이 약 이 되는 것은 국내에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

에 석유기업의 가장 요한 자산일 수 있는 ‘에 지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을 만들고 이끌어 온 선진국 

기업들이나 에 지자원 부국의 국  석유기업들과 달리 국내 석유



기업은 자체 에 지원이 없어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유형

자산의 약 이 두드러진다.

‘기술  지 자산’은 앞서 언 한 ‘개발과 신’과 연결되어 있다.

국내 석유기업은 운 역량 측면에서는 강 을 가지고 있으나, 반 로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체 기술은 상

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련된 지  재산의 축 도 선

진기업  국내 타 산업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

다. 국내 석유산업에 한 SWOT 분석 

보유역량과 외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사업 략을 검토하는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석유기업이 가진 장단 을 외 환경과 연계하여 

좀 더 검토해 보고자 한다. SWOT분석을 해서는 먼  분석 상인 

국내 석유산업의 강 (Strength)과 약 (Weakness)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석유산업의 외 환경요인인 기(Threat)와 기회

(Opportunity) 요소들을 확인한다.

앞에서 국내 석유기업들이 가진 5가지 핵심역량을 도출해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석유기업들의 강 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같

은 분석 틀에서 도출한 국내 석유기업들이 부족한 4가지 항목은 약

에 해당할 수 있다.

기, 기회 요인은 석유기업이 직면한 외 환경을 기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외 사업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분

석 틀은 Micahel Porter(1979)가 제시한 5-Forces 모형으로, [그림 

5-1]과 같이 표 된다. 어느 산업의 주변 환경요인을 공 자 측면, 수

요자 측면, 외부 규제 측면, 체재 측면  내부 경쟁상황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 틀을 기 로 각 항목별로 핵심 인 기,

기회요인을 검해 보고자 한다.

그림 마이클 포터의 모형 

공 자 측면에서는 기존에 원유를 생산하던 유정이 지속 으로 한

계에 도달하는 반면 새로운 유정탐사는 계속된다. IEA는 2030년까지 

석유수요의 40% 이상이 새로운 유정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석유기업이 새로운 유정 탐사‧개발 기회에 도

하여 유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반

면에 새로운 유정들은 기존 유정보다 개발국가나 심해 등 열악한 

곳에 치하고 있어 개발비용이 높고 험(risk)이 크다. 한 부존 원

유의 성상도 질유나 질유에 가까워 기존 원유보다 부가 인 비

용이 들어가는 등 기요인도 존재한다.

수요자 측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 까지 국내 석유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국내 석유제품 수요가 차 포화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이미 국내 산업의 성장률은 5% 이하로 낮아

지면서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최근 에 지가격 상승으로 에

지효율 강화  체 에 지원의 활용에 한 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석유기업들은 석유제품 생산량의 반을 해외

에 수출해 왔는데, 최근 세계 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0년  반과 

같은 강한 수출 증가세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향후 석유수요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은 셰일가스와 같이 

석유를 체할 수 있는 에 지원의 증가이다. 최근 셰일가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세계 으로 셰일가스의 개발이 확 되고 있으며, 특

히 세계 석유수요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석유를 직  체

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석유의 가장 큰 수요처인 수송용 연료 

분야에서 기자동차 증가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도 상되지만 2차 

지의 가격문제로 그 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어 든 수요측면은 

기 요소로 보는 것이 합할 것이다.

외부 규제 측면에서는 석유산업에 주어지는 가장 큰 규제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 지 등 체에

지 사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석유산업에서는 장기 으로 기 요

인이 될 수 있다.

체재 측면에서는 LNG, 석탄, 바이오매스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 형 유 의 생산량 감소  석유

생산 원가의 상승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체재 수요는 증가하

게 될 것이다. 물론 체 석유수요  열원용이 아닌 수송용과 산업원

료용에서는 석유를 체하여 타 화석연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지만 향후 기술이 발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석유 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석유산업

에 장기 인 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석유산업 내의 경쟁상황이다. 우리

나라 석유기업의 해외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보다 많은 상황에서 해외 

경쟁 석유회사의 시설확 는 국내 석유기업에 큰 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석유정제 능력은 석유수요에 맞춰 장기 으로 증가해 나

갈 것으로 망된다. 상당량의 정제능력 증가가 최근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국, 동 등에서 이 지고 있어서, 재의 석유제품 수출

에 장기 으로 타격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 석유수요처에

서의 정제능력 증가가 한국 석유사업에 장기 인 기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선진국에서 경제 황이 

나빠짐에 따라 일부 시설들은 매물화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그리고 정유시설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른 나

라의 자본이나 기술을 도입하여 정유사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 측면에서 해외 선진업체 인수  개발도

상국 투자 등을 통해서 해외 진출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

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석유산업의 외 환경요인을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형을 용할 경우, 일정 기 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특징

인 부분은 외 환경  측면에서 국내 석유산업은 기회보다는 기 

요인이 많다. 특히 국내 석유산업의 장기 략에서는 이러한 외환

경의 부정  측면이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 으로 산업  측면의 외 환경요인 분석에서 기회요인으로는 



해외 원유탐사 기회의 확 , 해외 지 정유 랜트 확보 기회 증가가 

고려되었고, 기요인으로는 해외 유  탐사비용의 증가로 인한 투자 

리스크 증가, 국내외 석유수요 증가율의 감소, 셰일가스 등 석유 체

연료의 확 , 아시아권의 정유시설 증설에 따른 해외 수출 기회의 감

소 등이 고려되었다.

강 (Strengths) 약 (Weakness)

▪외국  타 산업 기업과의 제휴 경험

▪효율 인 공 망과 물류

▪규모의 경제

▪다양한 고객 네트워크

▪규제 리

▪개발과 신 부족

▪국내 부존자원 부족

▪기술  지 자산 부족

기회(Opportunities) 기(Threats)

▪해외 유 개발 기회 증가

▪해외 정제시설 운 기회 증가

▪해외자원 투자 리스크 증가

▪환경규제 강화

▪석유수요 둔화

▪아시아지역 정제능력 확

그림 국내 석유산업 분석 

라. SWOT 분석의 시사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석유기업들의 사업

추진 방향  정부지원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국내 석유기업

들의 사업추진 방향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강 과 산업 체에서의 

기회 역을 주로 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 트  리’, ‘공 망과 물류’, ‘생산과 운 ’, ‘규모’,

‘고객 네트워크’ 등의 강 을 활용하고, 해외 유  탐사기회  해외 



지 랜트 운 기회의 증가 등 기회 요인을 고려한 사업다각화 

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방향은 석유회사들의 약   산업 환경의 

기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석유회사

들의 약 인 ‘규제 리’, ‘개발과 신’, ‘유형자산’, ‘기술  지 자

산’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해외 자원 투자리스크 증가’와 

‘국내 석유수요 감소’, ‘셰일가스 등 석유 체연료의 확 ’, ‘해외 수

출 기회 감소’ 등을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찾아야 한다.

2.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

가. 다각화 략의 고려사항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은 국내 

석유기업들의 강 과 산업 체에서의 기회 역을 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국내 석유기업들은 정유  석유제품 유통을 근간으로 하

여, 석유화학 제품 생산, 해외 자원개발, 그리고 자동차 련 애 터 

서비스 등 정유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

한 2차 지  소재 등 차세  에 지기술과 련된 역과 신

 기술개발 분야에도 진출해 있고, 도시가스, 집단에 지, 발  등 정

유 이외 국내 에 지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하여 확고한 기반을 다지

고 있다. 그리고 국내 석유생산 제품의 반 이상이 해외에 수출되어 

국내 매보다 해외 매가 더 요해지고 있고, 해외 자원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통하여 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역은 단순히 정유 



이외의 다른 사업 분야로 역을 확 하기보다는 향후 석유산업이 지

속 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

국 석유산업의 다각화 략에 있어, 사업 추진 역은 기본 으로 석

유기업들이 기존에 활동해 왔던 에 지 분야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자  자동차 제조와 같은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이론 으로 가능하겠지만, 이미 다른 거  기업이 존재

하는 사업 역에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산업  측면보다는 

개별 기업 측면에서 다 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은 국가경제 측면에서 석유

산업이 담당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 석유

산업은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본 으로 요구되는 에 지원인 석유를 

공 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도 석유산업은 품질이 우수한 에 지원을 합리 인 가격에 안정

으로 공 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부상하는 셰일가스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

다. 지 까지 화석연료의 주요 수출국은 석유의 경우 동 등 OPEC

국가들, 가스는 동  러시아 등으로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

들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동,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에 지원을 유

럽, 동아시아, 북미에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에 지가격은 국제유가

에 크게 의존해 온 측면이 크다. 반면에 최근 부상하고 있는 셰일가

스의 경우, 부존자원이 국, 미국 등에 가장 풍부하고 EU 국가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는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확 되면서 

미국 내 LNG 가격이 유가의 1/5 수 까지 낮아지는 최근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에 지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아직 본격

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 내 주요 기업들 주

도로 미국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GDP  

해외 수출비 이 총 경제규모의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미국, 국 기

업들의 렴한 에 지가격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는 향후 국내 산업 

기반에 향을 미칠 수도 있는 큰 사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석유‧가스 산업의 변화  추세가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 에 지 문기 의 망치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는 신재

생에 지 비 이 10% 수 에 머물러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여 히 주요한 에 지원으로 사용될 망이다. 단, 기존의 유   가

스 에서의 생산량은 어들고 새로운 유   가스 의 개발이 지속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석유‧가스 기업들이 기술의 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31) 특히, 알려지지 않은 탄화

수소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환하는 기술의 요

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제석유회사(IOC, International Oil 

Companies)는 에 지원을 보유한 국 석유기업(NOC, National Oil 

Companies)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의 사

업모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석유‧가스 기업에서 

향후 자원의 보유 여부보다는 기술  역량의 요성이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석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석유산

업에 큰 시사 을 다.

지 까지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을 검토하기 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 다. 요약하면, 첫째 석유산업의 지속 인 경쟁력 

31) IBM Institute(2010)



확보를 해 에 지산업 내의 다각화가 바람직하다는 , 둘째 국가경

제 인 기여를 해 합리 인 가격에 안정 으로 에 지를 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 셋째 석유‧가스 산업의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

도록 기술 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다.

나. 다각화 략의 방향

다각화 략에서의 사업 확장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 가장 용이한 방법은 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모형과 고객을 상

으로 하여 확 해 나가는 것이다. 즉, 동일 고객을 상으로 한 사업

모형을 확 하고 이를 토 로 고객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인 략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 한 국내 석유기

업의 역량 세계 인 동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각화 략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1) 동일 고객 상의 사업모형 확

재 국내 석유기업의 핵심 고객은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이다. 그리

고 석유제품은 수출을 통해 해외에도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변

화하는 에 지 환경 속에서 좀 더 안정 이면서 경제 인 에 지에

한 고객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석유기업들은 석유를 포함한

다양한 화석연료를 공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은 재도 일부 다

루고는 있으나, LNG를 포함한 가스연료와 석탄, 석유코크스 등의 고

체연료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 지를 함께 공 할 수 있는 종합

에 지기업이 되는 것이 일차 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다. 한



이러한 연료를 단순히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 자원을

탐사 개발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공 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내 석유기업의 핵심 고객은 수송용 연료를 구입하는 고객들

이고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하는 것이 가장 표 인 사업모

형이다. 장기 으로 볼 때, 동일 고객을 상으로 체 가능한 사업모

형은 기자동차 충 소이다. 이는 수송용 연료가 차 력으로 체

되더라도 동일 고객군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모형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신재생에 지 보 이 확 될 경우, 국내 고객을 상으로 신재생에

지 공 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석유기업이 신재생에 지를 어떻

게 공 할 것인지는 각 회사의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다.

2) 동일 사업모형 상의 고객  지역 확

재 국내 석유기업들의 석유정제시설 운 역량은 상당히 높은 수

이므로,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석유정제시설의 운 이 가능

하다. 최근 유럽 북미의 경제 기 심화에 따라 일부 정제시설이 매

각 상으로 나와 해외 투자자를 찾고 있다. 한 새로 석유정제시설에

투자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자원보유국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해외 투

자 트 를 찾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해외 석유정제시

설에 투자를 통해 고객을 확 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원을

보유한 나라에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 기술 수송 매 인 라를

제공하여 자원채굴 매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형도 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론 인 두 가지 방향성을 토 로 국내 석유기업들의 

사업다각화 략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 다. 그것은 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반에 걸친 에 지사업으로의 다각화, ② 해외 

정제시설 운  등 해외 하류부문 사업으로의 다각화, ③ 에 지 분야

의 기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의 다각화, ④ 선택 인 신재생에 지 사

업으로의 다각화, ⑤ 력에 지 수송시스템에 한 서비스 사업으로

의 다각화이다. 아래에서는 각 략에 해 개념, 필요성  배경,

략 수행과 련된 핵심역량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역량, 련된 사례

와 실행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다. 다각화 략 도출

1)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반에 걸친 에 지사업으로의 다각화

향후 에 지 사용은 최근 크게 각 을 받고 있는 셰일가스를 비롯

한 천연가스의 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 으로는

재 사용하고 있는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석탄의 부존 자원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꾸 히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석유기업은 석유

이외에 천연가스 석탄,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화석연료 렴

한 바이오매스 등을 취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에 지

를 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반에 걸친 에 지서비스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향후 에

지 소비시장에서 천연가스의 요성이 더욱 커질 것과 다양한 에

지원이 사용되면서 총 에 지비용을 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을 고

려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가격 상승으로 석유는 다른 에 지원보다

가격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에 지 부존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경

우, 천연가스는 석유의 1/5 수 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석탄의



동일 열량당 단가 한 천연가스보다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 지가격의 차이는 형 트럭 등 수송용 분야까지도 경유를 

천연가스로 체하려는 시도가 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

이 석유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에 지 수요처는 석유보다 렴한

안을 찾기 해 노력 이다. 단순히 열원으로만 사용할 경우 기존

질석유제품 수요가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 석탄으로 환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렴한 에 지를

공 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석유수요 증가율의 둔화와 타 에 지원에 의한 석유 체 등 시장변

화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종합에 지서비스 사업으로의 다각

화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인 ‘공 망과 물류’  ‘국내 고객 네

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은 석유 이외

에도 천연가스를 취 하고 있고 도시가스 회사를 운 하고 있다. 한 

해외의 가스 투자에도 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사업도 함

께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석유코크스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에

지 공 사업의 다양한 모형도 국내에서 검토 이다. 이와 같이 국

내 석유기업들은 에 지가격 상승에 따라 변화하는 국내 에 지시장

에 응하기 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사업의 다각화 측

면에서 좀 더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 석탄 등 비액체연료를 효과 으로 다루기 해서는 석

유와는 다른 차별화된 기술이 요구된다. 외국 기업의 경우, GTL(Gas 

to Liquid) 등의 기술로 가스를 액체연료로 환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그리고 가스화 기술로 석탄이나 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으로 사용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 석유기업들도 이러한 필요성



을 느끼고 해 심을 많이 가지며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SK이

노베이션의 경우, 1970년 부터 석탄 산 투자에 심을 가져 왔으며,

최근에는 석탄가스화기 개발에 극 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 국내

에 일럿 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같은 석탄

산지에 석탄가스화기지를 직 구축하여 석탄가스화 사업을 하려는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로얄더치 셸과 같은 로벌 석유기

업들은 30년 에 가스화기술의 기본 개발을 완료한 뒤 재도 계

속해서 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 수 은

국제기업에 비해 많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석유기업들이 다양한 연료에 해서 주도권을 확보하

기 해 차별화된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각 연료에 합한 활용기술을

자체 으로 확보하거나 외부로부터 획득하기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오 이노베이션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국내외 벤처

기업들로부터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2) 해외 정제시설 운  등 해외 하류부문 사업으로의 다각화

국내 석유기업인 SK 이노베이션은 세계 2 , GS 칼텍스는 세계 3

의 규모 석유정제설비를 30년 이상 성공 으로 운 해 왔다.

S-Oil과 오일뱅크의 석유정제설비 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인

수 에 이른다. 운 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세계 인 수 에 있

다. 이 게 ‘생산과 운 ’, ‘규모’ 등의 장 으로 인해 국내 석유기업

은 해외 경쟁기업보다 우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

제한 석유제품의 반 이상을 수출하면서  세계 30여 개 국가에 ‘공

망과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 해외



석유정제시설의 운 부문에 진출하고 해외에서 직 생산한 제품을

이미 확보된 국내기업의 공 망을 통해 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

히, 최근 국내 건설 랜트 기업들이 동 남미 지역의 정유 석

유화학 랜트 건설수주가 증가하는 것과 연계하여 해외 정유시설의

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벌 경제 기의 심화에 따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정제시설이

외부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유럽, 미국의 정제시설 인

근에 원유공 원이 존재하고 수요가 풍부한 경우 극 인 투자로 직

경 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 동남아, 남미 등 경제성

장 속도가 빠른 지역은 석유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 지

역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 정제시설 운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자본력 기회만 확보된

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이미 자동차, 가 ,

조선, 철강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서 제조시설을 운

하며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랜트 건설업은

 세계를 무 로 다양한 실 을 확보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시설 건설

과 련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해외의 석유자원 보유 지역

에서 직 정제시설을 건설하여 운 한다면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다.

에 지사업은 경기변동과 계없이 비교  수요가 안정 이라는 측

면에서 장기 투자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국내 연 기 의 투자처로

고려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 기 이 해외 정제시설 투자에

자 을 제공하고 국내 석유기업이 정제시설을 운 함으로써 석유산업

의 다각화를 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에 지 분야의 기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의 다각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제석유기업들은 석유자원을 보유한 국

석유기업들에 석유자원의 발견, 채굴, 개발 매 등 가치사슬  

과정에 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망

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자원에 한 소유권이 더 강화됨에 따

라, 결국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에 지개발 기술

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에 한 근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에 지 부존자원이 없는 국내 석유기업의 태생  한계가 있지만, 향

후 국내 석유기업들도 안정 으로 에 지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수

행을 해서는 해외 에 지개발에 해 지속 으로 투자해 나가야만 

한다. 그 지만 해외 에 지개발의 핵심 인 기회는 결국 에 지를 개

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지 까지의 통석유는 개발  채굴 비용이 상 으로 낮은 

자원이었으나, 이러한 통석유는 제한 일 것이다. 지구상의 탄화수

소 자원이 많이 존재하지만, 향후 개발될 탄화수소 자원들은 재 개

발된 자원보다 훨씬 더 탐사와 채굴이 어려울 것이고 신 인 기술 

 아이디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표 인 가 최근 부각

되어 에 지산업 도를 바꾸기 시작한 셰일가스이다. 셰일가스는 이

미  세계 으로 부존량이 석유 이상인 것으로 망이 되었지만, 경

제성 있게 개발할 기술이 없어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평탐사법과 

같은 신 인 기술로 채굴단가가 훨씬 렴해짐에 따라 주된 에 지

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 통

석유  비 통탄화수소 자원을 상업 으로 탐사‧개발하여 고 에



지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의 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지만 탄화수소 자원에 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의 

다각화는 다른 다각화보다도 국내 석유기업에게 가장 어렵고 장시간

이 걸릴 수 있는 략일 수 있다. 이 다각화 략은 국내기업의 약

인 ‘개발과 신’과 ‘기술과 지 자산’ 측면의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국내에 석유  가스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러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려운 과

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해외 에 지자원

시장에 근이 가능하고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다는 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해외 에 지기업 수 의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장기 으로 매우 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기술서비스 기업으로의 다각화 략에서 가장 요한 것은 기술  

역량을 가진 핵심인재의 확보이다. 핵심인재는 단순히 자 만 투자한

다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장기 인 에서 육성해 나

가야 한다. 이를 한 방법으로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핵심인력이 참여하게 하여 장기 인 에서 경험 기술 역량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개발 역량을 가진 해외 기

업이 있다면, 극 인 제휴 혹은 인수 등을 통해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조선해양 랜트기업들이 해상 유 가스 개발

시설 수주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내 철강 랜트 기업

들 한 셰일가스 개발과 련된 부 설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이 련 분야에 한 기술 문성

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4) 선택 인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의 다각화

구나 요하다고 언 하고 있고, 향후 지속 으로 투자가 필요하

다고 말하지만 석유기업의 투자 우선순 에서 리는 사업이 바로 신

재생에 지 사업이다. 이는 신재생에 지 사업의 추진이 경제성보다

는 정책 인 측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유가가 지속 으로 상승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한 국

제 인 공감 가 확산되면서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꾸 히 증

해왔다고 볼 수는 있다. 그와 함께 풍력발 이 일부 지역에서는 화

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고 태양 에

한 정책 지원이 늘어나면서 련 시장도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

근 선진국의 경제 기 심화에 따라 시장이 주춤하면서 련 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부분의 에 지비 망에서는 2030년

까지 신재생에 지가 1차 에 지 공 원의 10%에 미치지 못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석유기업들도 신재생에 지에 심

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극 인 투자를 하지 않고 망을 하면서 일

부 핵심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eyond Petroleum’ 이

라는 구호로 가장 신재생에 지에 극 이었던 BP의 경우도 극

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핵심 기술과 사업 경험을 확보하는 수 의 투자

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른 석유기업들도 바이오연료에 심을 갖는 정

도이다.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는 2가지 사업모형이 있다. 핵심 기술을 근

간으로 기술 시설을 공 하는 기술공 자(Tech supplier)와 신재생

에 지 시설을 운 하는 운 사업자(Plant operator)가 바로 그것이다.



로벌 석유기업의 경우, 태양 풍력 시설에는 운 사업자 에

서 투자하고 있고, 바이오연료와 련해서는 핵심 기술을 공 하는 기

술공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벤처 펀드를 통해서 향후

성장가능성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태양 풍력에 한 투자 기회는 상당히 제한 이

다. 소규모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은 있으나, 규모의 자 투자가 가

능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휴 부지 면 이 작아 실제 설치할

곳이 없고 태양 풍력이 풍부하지 못해 실제로 수익성을 기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 지상 풍력의 경우, 이미

환경 괴가 으면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곳은 설비의 설치가 완

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해외

와 달리 경제성 있는 바이오매스가 별로 없다. 심지어 목재 바이오매

스의 경우, 석탄에 비해 가격이 3배 이상이어서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

다. 그래서 국내에서 소요되는 바이오디젤 원료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 다 보니, 국내 석유기업이 실질 으로 국

내에서 신재생에 지 시설을 운 하는 운 사업자가 되는 것은 상당

히 어렵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공장 유휴부지 주유소 옥상 등에

태양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어

려운 실정이다. 한 해외 신재생에 지 시설의 운 사업자가 되는 것

은 국내 석유기업이 차별화된 역량을 갖기 어려운 분야이다. 지 사

업자가 충분히 시설운 을 직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신재생에 지 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석유기업이

기술공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재생에 지의 세부 분야별로 달

라질 수 있으며, 기업별로도 략이 달라질 수 있다.



태양 의 경우, 핵심기술이 반도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반도체 기술

에 한 기술  역량이 있어야만 기술공 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시장 

내에 태양  분야의 기술공 자가 많기 때문에 석유회사가 후발주자

로 나서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풍력의 경우는 기계‧ 속과 

련한 핵심 역량이 요구되므로 한 석유기업이 차별화된 역량을 갖

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바이오매스는 생물공학 련 지식이 필요

한 분야여서 석유기업들의 내부 역량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이 게 신재생에 지의 세부 분야들은 석유

기업들의 강 과는 연계성이 낮아서 실질 으로 직  사업을 수행하

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 으로 요한 1차 에 지원이 될 수 있으

므로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 인 략이 필요할 것이다.

태양 의 경우, 재 상용화된 실리콘 계열보다는 개발단계에 있는

박막 태양 지 시장이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에 더 합할 수 있는데,

최근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와 련된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 다. 따라서 그룹 내 역량을 활용하여 박

막 태양 지 등에 투자하는 기술공 자의 사업모형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석탄이나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가스화한 뒤, 합성연료를 생산하

는 공정이 석유화학 공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석유기업은 이 사업에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다. 앞서 언 했던 가스화 기술이 그 다. 이

게 석유정제공정과 유사성을 이용해 좀 더 쉽게 근 가능한 기술

을 활용하여 신재생에 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각화 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방안이 될 것이다. 한,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 유

망한 벤처에 투자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 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5) 력에 지 수송시스템에 한 서비스 사업으로의 다각화 

력에 지 수송시스템에 한 서비스기업으로의 다각화는 기자

동차 증가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에 응하면서 기존의 주유소 네트워

크를 활용한 장기 의 비이다. 수송용 에 지 시스템은 재는

석유계 연료가 부분이며, 최근 CNG가 확 되고 있다. 하지만, 에

지 효율 기오염 측면에서 장기 의 안은 기에 지라고

망되고 있다. 최근의 유가상승  2차 지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

동차 회사들도 기자동차 하이 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

다. 향후 수소 연료 지 자동차가 안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

나, 연료 지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나 매로 사용되는 백 의 부존량

을 감안할 때 실질 으로 연료 지가 안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망되며, 기자동차가 안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같이, 수송용 에 지원에 력이 본격 으로 등장하게 되면

재 석유기업의 하류부문 비즈니스 모형은 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냐하면 국내에 이미 갖춰놓은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에 한 응책으로서 주유소를 기충 소로 환하는 방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은 이에 한 비를 시작

하 는데,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기충 소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그것이다.

향후, 수송용 에 지의 일부가 력으로 환되는 것과 련하여

요한 기술은 기 장장치이다. 자동차에 들어갈 2차 지뿐만이



아니라, 직 력송 그리드에 연결하여 력을 장하는 형 력

장장치가 요해질 것이다. 특히, 태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

지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해가 지는 밤이나 바람이 멈춘 경우

에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 인 력망 운 에 문제가 될 수 있

으므로, 간에 용량 력 장장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기충 소

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을 충 해야 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력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해서도 형 력

장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석유기업들은 장기 으로 력

장에 한 기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자동차용 지개발과 형 력 장 시스템의 경우 아직 기술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으나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상업화 시 이 10

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는 시 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

다. 국내 석유기업 에서 SK이노베이션은 자체 으로 2차 지

련 소재사업을 시작하여 극 으로 추진하고 있고, GS칼텍스도 2

차 지 소재사업을 시작하 다. 력 장시장의 기술이 개발되는 양

상을 찰하면서 이에 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5가지 사업다각화 략에 해 검토하 다. 이들 략은 석유

회사의 역량 외부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이론 으로 가능한 부문

을 논의한 것으로 실질 으로 모든 석유기업에 일 용되기는 어렵

다. 개별 석유기업의 보다 구체 인 사업다각화 략은 각 기업의 상

황 역량, 그리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라. 다각화 련 정책지원 방안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를 한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은 기본 으

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정부의 지원방안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면, 안정 이고 경제 인 에 지원 확

보를 통해 에 지안보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발

굴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직  사업에 

여하기보다는 인력확보,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 라를 제

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과 련한 정

부의 정책은 석유회사들의 약   산업 환경의 기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석유회사들의 약 인 

부존자원 부족, 개발과 신 부족, 기술  지 자산 부족 등과 기

요인인 해외자원 투자리스크 증가와 석유수요 둔화 등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하

고자 한다.

1)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의 개선

재 해외 석유개발을 활성화하기 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융자와 

조세감면이 있다. 먼  융자 제도에는 석유탐사를 지원하는 정부의 성

공불 융자제도가 있으며,32) 석유개발  생산 단계에 한 지원으로

서 일반융자와 국책 융기 을 통한 융자가 있다. 그러나 융자 지원의 

부분이 상 으로 실패 험이 은 석유개발  생산 단계에 집

되어있으며, 실패 험이 높으나 성공 시 막 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32) 성공불 융자는 해외 석유탐사 사업비의 60~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으며, 탐사사업 실패 시 융자 의 부 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탐사 단계에 한 지원은 조한 편이다. 정부 융자  유일하게 석유

탐사를 지원하는 성공불 융자의 규모는 매년 2천억 원 수 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어 국내 민간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나마 2천억 원 가운데 반가량이 석유공사에 지원되고 있어, 민간

부문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1천억 원 수 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성

공불 융자액을 액 민간기업에 지원하기로 하 으나, 석유공사 형

화를 한 출자로 인해 성공불 융자의 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해외 석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해서는 보다 극 인 융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성공불 융자제도에서 성공한 탐사사업에 부과되는 특별부담

33) 비율을 국제 원유가와 연동해 탄력 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부담  비율은 석유탐사 사업의 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

하여 기 수익에34) 따라 정해지도록 한 것이 기본 취지이다. 따라서 

석유탐사 성공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여 탐사사

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특별부담  비율도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이 제도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부담  

비율 15%는 2010년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등함에 따라 낮출 필요

가 있다.

한편, 그동안 성공불 융자제도가 가지는 취약 으로 지 되어 왔던 

기업의 도덕  해이는 여 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즉, 탐사 성공률이 

낮은 구에 해서만 기업들이 성공불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33) 성공한 탐사사업에 해서는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 부터 이자율을 포

함한 융자원리 을 2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순이익에서 융자

기여율에 해당하는 액의 15%를 15년 동안 특별부담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성공할 경우의 수익 × 성공할 확률



성공불 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에서의 탐사 성공률이 국내 기업들의 평

균 인 탐사 성공률과 비교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도 그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도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융

자지원 기업 선정에서 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보의 비 칭성

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탐사사업의 성공률과 기업의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사업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면 성공불 융자제

도의 효과는 보다 극 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한 조세감면 제도는 법인세나 소

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행 법인세법에서는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법인세를 부과(감면을 받았을 경

우에는 감면 받은 액도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받아 납부했

을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액만큼 법인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 과세 방지를 목 으로 제정된 것이긴 하나 외국 자회사의 

기 을 일반 으로 지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데 반

해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해서는 지분 5% 이상으로 그 기 을 완화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 액의 3%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

어 해외석유개발 기업에 한 조세감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해외 물개발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에 해 세액감면을 용하고 있

는 반면 해외석유개발에 해서는 설비투자에 해서만 용하고 있

는 것이 아쉬운 이라 하겠다.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시한을 두

고 있는데, 석유개발 진을 해 이러한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해외자원개발  차세  에 지개발 분야의 문 인력 양성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와 련하여 국가에서 육성이 필요한 인재는

해외 자원개발 기술 분야의 문 인력과 차세 에 지 개발 문 인

력이다. 모든 분야의 문 인력들이 요할 수 있지만, 이 분야는 단

기간 내에 문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 걸리고 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어려운 분야

하나이다. 그러므로 민간에만 맡겨두면 안정 인 인력 육성이 불가능

하므로, 정부에서는 지속 으로 이 분야의 문 인력을 키우기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한 기존의 해외석유개발 인력양성을 한 지원을 살펴

보면, 2008년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20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학을35)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석유가스교육연구센터를 

운 하고 있다. 한 자원개발 련 공자들에게 련 기업에서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

나, 정부가 인력양성에 극 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석유

상류부문에서의 인력문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으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상류부문 인력의 노령화로 향후 수년 이내에 련 

인력의 50%가 은퇴할 것으로 상되고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 으로 확 해 나

가는 것은 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국 석유기업인 한국석유공사

가 해외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 (technology spillover)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35) 강원 학교, 동아 학교, 부경 학교, 서울 학교, 세종 학교, 인하 학교, 남

학교, 조선 학교, 한양 학교, 한국해양 학교(가나다 순)



민간기업들과의 인력교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에 지 신기술 련 인 라 지원

에 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화되고 있고 자본‧기술 집약화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 지나 

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시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신에 지 분

야는 정부의 극 인 기술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실하다. 국내 석유

기업 역시 장기 인 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석유제품 유통 인

라를 바탕으로 신에 지산업에 상 으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

다는 에서 정부의 극 인 기술개발 지원을 기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내 신에 지산업 육성을 해 다음과 같이 

인 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시설 건설에 한 인허가 기 을 완화하고 신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에 지 기술의 경우 실증단계에

서 일럿 랜트를 건설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한 

인허가  주변지역의 민원 해결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무 길

다. 한 기술력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해외 발주처에서 실 을 요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 을 확보하는 것도 국내 여건 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

내에서 개발된 신에 지 기술을 용한 시설을 도입하는 지자체에 

해서 인센티 를 부여하는 한편, 정부주도사업이나 국 기업 추진 사

업에서는 실 이 부족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신기술이 용될 수 있도

록 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 지 기술 련 클러스터 는 연구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제주도에 조성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기업들이 새로운 에 지기

술을 용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IT 산

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에는 빠르게 확산된 고속 인터넷망과 다양하

게 구축된 IT 기기의 성능 시험장이 있듯이 이러한 에 지기술 실증

단지 조성은 국내 신에 지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신에 지 기술들을 범 하게 시험  용할 수 있는 실증

단지들을 지속 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기업이 신기술을 보유한 해외 에 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신기술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 지원이 요구된다. 재에도 국내

에 다양한 에 지 기술 개발을 한 인 라가 존재하지만 여 히 선

진 기술수 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다. 이미 IT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의 M&A나 공동 연구개발은 국내 기업의 기술흡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에 지분야에서도 이러

한 방법을 통해 해외 주요 에 지기술을 국내에 빠른 속도로 시

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에 지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

에 한 M&A나 공동 연구개발을 한 투자를 하는 데 해서 조세

감면이나 펀드 조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석유산업 미래 략 연구」의 제3차년도 연구로서 내

외 여건 변화에 응한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을 모색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해외 석유기업들의 다각화 사례와 동향을 검토

하는 한편, 국내 석유산업이 보유한 역량과 기회 역을 토 로 향후

의 사업다각화 략을 도출하 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먼  국내 석유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양상은 해당 석유기업의 지배

구조상의 특징을 반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같이 국내 주주가 

심인 기업은 정유 외에 다양한 사업 분야로 다각화가 진척된 반면,

해외 주주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는 다각화가 제한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국내 주주가 심인 기업이 정유에 더해 석유화학과 타 에

지 매 등 한국 내 사업 역 확 에 심을 더 가져왔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 석유기업들은 모두 기업 그룹의 계열사

에 소속되어 있어, 사업다각화는 부분 석유 련 사업으로 제한되고 

비석유사업으로의 다각화는 모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석유기업(IOC)의 사업다각화는 하류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

통석유개발 등 상류부문 사업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

제석유기업들은 기존 석유매장지의 고갈에 따른 채굴비용 증가  탐

사성공률 하락 등으로 통석유‧가스 사업만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하자 독립계 석유회사의 생산기술과 자산을 



인수하여 비 통석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석유기업들의 

비석유사업 분야로의 다각화는 주로 연료 지 등 에 지기술과 련

된 사업에 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를 제외하면, 국제석

유기업들의 신재생에 지 사업에 한 투자는 아직 크지 않으며, 핵심

기술과 사업 경험을 확보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

미국 석유기업들을 상으로 사업다각화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다각화가 수익률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a & French 3-변수 모형을 확장하여 추정한 결과, 사업다각화가 

기업수익률 상승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친 석유기업은 

체의 약 60%를 차지하 다. 그리고 석유기업의 사업다각화 효과는 유

가하락기에 비해 유가상승기에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미래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를 한 

략은 SWOT 분석을 토 로 도출하 다. Chris Zook의 차별화 지도

에 근거해 우리 기업들의 역량(강 , 약 )을 분석하고, 외 여건(기

회요인, 요인)을 결합하여 핵심 인 역량을 최 한 발휘할 수 있

는 방향에서 략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를 해 외국  타 산업 기업과의 제휴 경험, 효율 인 공 망과 물

류, 높은 수 의 운 능력, 다양한 고객 네트워크 등의 강 을 활용하

고, 해외 유  탐사기회  해외 지 랜트 운 기회 증가 등의 기

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략을 찾고자 하 다. 국내 석유기업들의 

사업다각화 략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반에 걸친 에 지사업으로의 다각화

이다. 향후 에 지 사용은 최근 들어 크게 각 을 받고 있는 셰일가스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 으로



재 사용되고 있는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석탄의 부존 자원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석탄은 꾸 히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석유기업

은 석유 이외에 천연가스 석탄, 그 외 다양한 형태의 화석연료와

렴한 바이오매스 등을 취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에

지를 공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기업들이 다양한 연료에 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각 연료

에 합한 활용기술을 자체 으로 확보하거나 외부로부터 획득하기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정제시설 운  등 해외 하류부문 사업으로의 다각화이

다. 국내 석유기업들은 석유정제설비 규모  시설의 운 능력이 세계

인 수 에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제한 석유제품의 반 이상을

수출하면서  세계 30여 개 국가에 공 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 해외 석유정제시설의 운 부문에 진출하여 해외에서

직 생산한 제품을 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내 건설

랜트 기업들이 동 남미 지역의 정유 석유화학 랜트 건설수

주가 증가하는 것과 연계하여 해외 정유시설의 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동남아, 남미 등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은 석유수요 한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해외 하류부문 

사업에 있어서 이들 지역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에 지 분야의 기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의 다각화이다. 국내 

석유기업은 국내에 부존자원이 없다는 태생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안정 으로 에 지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해외 에 지개발에 지속 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 지만, 해외 에 지

개발의 기회는 에 지를 개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국제석유

기업 수 의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장기 으로 매우 

요한 략이 될 수 있다. 기술서비스 사업으로의 다각화 략에서 가

장 요한 것은 기술역량을 가진 문인력 확보이므로 장기 인

에서 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선택 인 신재생에 지 사업으로의 다각화이다.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 지 시설을 운 하는 운 사업자와 핵심 기술을

근간으로 기술 시설을 공 하는 기술공 자라는 2가지 사업모형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태양 풍력에 한 투자 기회가 매우 제

한 이고,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도 경제성 있는 바이오매스가 국내에

는 별로 없다. 한 해외 신재생에 지 시설의 운 사업자가 되는 것

도 이미 지 사업자가 시설운 을 직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기업이 신재생에 지 시설을 운 하는 운 사업자로서는 차별화

된 역량을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재생에 지 사업을 수행하기 해

서는 석유기업이 기술공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재생에 지의

세부 분야별로 달라질 수 있고 기업별로도 략이 달라질 수 있다. 석

유기업에게는 석탄이나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가스화한 뒤, 합성연

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석유화학공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다. 이 게 용이하게 근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

재생에 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략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 유망한 벤처에 투자하

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

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력에 지 수송시스템에 한 서비스사업으로의 다각화



이다. 이는 기자동차 증가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에 응하면서 기존

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기 의 비이다. 수송용 에 지

원에 력이 본격 으로 등장하게 되면 재 석유기업의 하류부문 비

즈니스 모형은 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한 응책으로서 주유

소를 기충 소로 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수송용 에

지의 일부를 력으로 환하는 것과 련한 요한 기술은 기

장장치이다. 자동차에 들어갈 2차 지뿐만이 아니라, 직 력송

그리드에 연결되어 력을 장하는 형 력 장장치가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기업들은 장기 으로 력 장에 한 기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 5가지 사업다각화 략은 국내의 모든 석유기업에 일 으로

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기업의 상황 역량, 그리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석유기업이 개별 으로 보다 구체 인 사업다각화 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략과 련한 정부의 정책은 석유회사들의 

약   산업 환경의 기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즉, 국내 석유회사들의 약 인 부존자원 부족, 개발과 신 부

족, 기술  지 자산 부족 등과 요인인 해외자원 투자리스크 증

가와 석유수요 둔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재 석유개발 융자 지원

은 실패 험은 높지만 성공 시 막 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탐사 단계

에 한 지원이 조한 편이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해외 석유개발 활

성화를 유도하기 해서는 성공불 융자의 규모를 확 하는 등 보다 



극 인 융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성공불 융자제도에

서 성공한 탐사사업에 부과하는 특별부담 ( 행 15%) 비율은 국제 

원유가와 연동해 탄력 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해외 석

유개발 투자에 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일몰시한을 

연장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차세  에 지개발 분야의 문 인력 양성이

다. 이 분야는 단기간 내에 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장기간의 경험이

나 장 경험이 요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인력 육성이 어려운 분

야 하나이다. 그러므로 문 인력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정부가 자원개발특성화 학 등 인력 육성의 기반을 지속 으로 지원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 석유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석유개발을 추진할 때 국내 민간 석유기업들을 참여시키고, 기술

(technology spillover)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과의 인력 

교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 지 신기술 련 인 라 지원이다. 이와 련한 방안으로 

연구시설 건설에 한 인허가 기 을 완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한, 에 지 기술 련 클러스터 는 

신에 지 기술들을 범 하게 시험하고 용할 수 있는 실증단지 조

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에 지 기업들의 해외 기술기업에 

한 M&A나 공동 연구개발을 한 투자를 하는 데 해서 조세감면

이나 펀드 조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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