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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불안, 이번은 다르다 (1)
- 구조적 수급불균형과 석유정점의 위협 -

[요 약]
최근 유가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고 있지만, 이번 유가불안의 보다 중
요한 측면은 중장기적인 원유 수급 펀더멘털의 변화에 내재
- 이번 유가불안은 2000년대 초 이후 장기 유가상승국면의 연장으로, 최근의
자료와 연구에 의하면 이는 석유수급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
최근의 수급 자료와 관련 연구는 高수요 속에 특히 세계 석유생산의 제약이 심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석유정점(peak oil) 논란과 더불어 향후 석유 수급
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시사
- 비OPEC 산유국의 생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세계 석유생산
은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상태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재래식 원유(conventional crude
oil) 생산이 이미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원유 생산 증가가 한계
에 이르렀음을 시사
이 같은 수급상황은 앞으로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유가는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수급불안이 빈발할 전망
- 수급 불균형 및 과점적 공급구조의 심화,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여 유가 상
승 및 수급 불안이 지속될 전망
- 단기간의 유가급등 이후 저유가로 회귀하였던 과거의 석유위기와 달리, 이
번 유가불안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더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
최근 유가불안의 이 같은 구조적 배경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 대응을 서
두를 필요

□ 최근 유가불안, 중장기적 배경과 심각성 인식할 필요
최근의 유가불안은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으로는 중장기 수급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
가 있음.
- 이번 유가 상승세는 2000년대 초 이후 장기 유가상승국면의 일부로서,
금융위기 직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재연되고 있는 것임
(<그림 1> 참조).
·국제유가는 이집트 정정불안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빠른 상승세를 보
여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있었음.
- 최근의 원유수급 관련 자료 및 연구는 이 같은 유가상승이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원유 수급상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심각한 문제일 가
능성을 제기함.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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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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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 유가(명목)

□ 원유 수급 펀더멘털의 변화 : 고수요 속 생산 정체에 주목
2000년대 초 이후의 장기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원유 수급의 구조
적 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기인함.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 등 거대신흥국의 원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수요는 2002~2007년간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이전 기간보다 더 빨리 증가함(<그림 2> 참조).
- 특히 중국은 1992년까지도 석유수출국이었으나 고도성장과 더불어 수요
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세계 제2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전환되어 2000년대
들어 세계 석유수요증가의 1/3을 견인하고 있음.
한편, 이 같은 수요측 변화 요인과 더불어 최근의 보다 업데이트된 수급자료
와 관련 연구는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와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킴.
<그림 2>

세계 석유소비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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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석유소비는 EIA자료, 유가는 IFS 국제유가를 미국 소비자물가로 실질화.
주 : 석유소비증가율은 좌축, 유가는 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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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제유가와 세계 석유 생산 추이

석유 생산

유가

자료 : EIA, IFS.
주 : 석유생산은 좌축, 유가는 우축.

최근의 수급자료에 의하면,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부터 급등세를 지속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생산은 2004년경 이후 정체상태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남(<그림 3> 참조).
이와 더불어 북해유전, 멕시코 등이 정점을 경과하여 빠른 생산 감소로 돌아
서고, 비OPEC 산유국의 전체 생산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북해유전(생산정점 영국 1999년, 노르웨이 2001년), 멕시코(2005년)
등이 정점을 지난뒤 생산이 비교적 빠른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세계최대
의 산유국인 러시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 정체상태를 보임.
- 이에 따라 비OPEC 산유국의 전체 석유생산은 2000년대 후반 들어 감소
세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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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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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IA,‘Int’
l Petroleum Monthly’data로부터 작성.

이 같은 생산 변화 추이(주요 산유국의 정점 경과 및 생산 감소, 유가급등 속
세계 석유생산 정체)는 일시적 공급제약보다는 세계 석유생산능력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원유 수급 전망과 관
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석유 정점의 도래 ?
한편, 석유생산능력의 한계를 시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서, 국제에너
지기구(IEA)는 최근의 전망 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10)에서 세
계 재래식 원유 생산이 이미 2006년에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 발표함.
이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국제기구가 최초로 원유의
생산정점을 인정하면서, 재래식 원유생산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짐.

05

- 다만 IEA는 재래식 원유 생산이 정점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비
재래식 원유 생산의 증가로 전체 석유(비재래식 포함) 생산은 2035년까
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1)
- IEA가 인정한 생산정점은 재래식 원유에 국한된 것이나 재래식 원유는
질이 높고 생산비가 저렴하며 현재 전체 석유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
며 전체 석유수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생산제약을 시사하는 수급자료와 더불어 이 같은 IEA의 최근 발표는 석유정
점(peak oil) 논란을 확산시키면서, 향후 석유수급을 둘러싼 불안을 증폭시
킴(석유정점의 개념과 관련 논쟁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 2010.11.14 참조
- 예컨대, New York Times,“Is Peak Oil Behind Us?”

<그림 5>

IEA의 세계 석유생산 전망

비재래식 석유
NGL
원유: 생산 중인 유전

원유: 미개발 혹은 미발견 유전
원유 전체

자료 : IEA(2010), World Energy Outlook.

1) 재래식 원유는 통상적인 원유, 비재래식 석유는 오일샌드 추출석유, 초중질유, NGL(natural gas liquid)
등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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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의 변화 추이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IEA의 전망조차도 낙관적
으로 보일 정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IEA의 전망에서는 기존 유전의 생산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2035
년까지 신규 유전에서 기존 원유 생산량의 약 80%에 달하는 추가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나(<그림 5>의 회색 부분), IEA도 이 부분에 상당한 불확실
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IEA가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였음에도 실제
생산 및 가격 실적은 전망보다 더 빨리 악화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EA는 2000년 이후 유가 전망을 계속 상향조정하였으나 실제 유가는 전
망보다 더 빨리 상승하였고(<그림 6> 참조), 반대로 생산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하였으나 실제 생산이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함(<그림 7> 참조).
- 이는 IEA의 전망에 낙관적 편향이 존재하며, 향후 추이가 IEA 전망보다

<그림 6>

실제 유가추이와 IEA 유가 전망치 비교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각년호로부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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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제 석유생산 실적과 IEA 생산 전망치 비교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각년호로부터 작성.

더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함.
한편, 최근 들어 대형 유전들에 대한 자료가 크게 축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석유정점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IEA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함.
- 최근의 연구들은 과거에 비해 풍부한 자료 축적을 바탕으로 정교한 모형
을 통해 석유정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Robelius
2007, EWG 2008, Hook et al. 2009, UKERC 2009 등).
- 이들은 대체로 세계 전체 석유생산의 정점이 2010~2030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IEA와 달리 정점 이후 생산 감소
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IEA보다 비관적임.

□ 공통적 인식 : 과거보다 심각하며 더 악화될 가능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이상과 같은 자료나 논의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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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때 최근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
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음.
첫째, 적어도 최근의 상황은 석유정점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고, 따라서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임.
- 이는 향후 석유수급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
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함.
둘째, 설사 석유정점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근 석유생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수급불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재래식 원유는 향후 생산증가를 기대
하기 어렵고, 비재래식 석유의 생산증가폭에도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
재함.
-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수급의 총량적 제약뿐 아니라 수급 구조도 불
안정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셋째, 최근의 석유수급 상황은 향후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최소
한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각국의 지속적인 수요절감이나 비재래식 원유 생산 기술의 획기적 개선,
대체 에너지의 대폭적 확충이 없는 한 향후 석유수급 상황은 점점 더 불리
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변화들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은 석유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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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상승세 장기화될 전망
향후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중동 정정불안의 해소 여하에 따라 유가는 단기적으로 일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과 생산비 상승으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재래식 원유의 생산제약에 따라 비재래식 원유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나,
비재래식 원유는 질이 낮고 생산비용이나 탄소 배출이 훨씬 커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함.
- 재래식 원유도 생산정점을 경과한 유전이 많아지고 심해 유전 등 고비용
유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생산비 상승이 예상됨.
실제로 주요 기관들도 대부분 향후 유가가 기조적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EA는 보수적인 수요전망하2)에서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여
2035년에 기준시나리오(기존에 발표된 각국의 에너지절감책 시행)하에
서 204달러(2009년 불변달러 기준 113달러),‘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
하에서 244달러(불변 기준 13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F. Birol은 연례보고서 발표 후 미국 외교협의
회(CFR)에서 행한 강연에서‘저유가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고 단언함
(Council on Foreign Relations,‘World Energy Outlook 2010’
, 2010.
12. 1).

2) 2000~2007년간 세계 석유수요는 연평균 1.6% 이상 증가하였으나 IEA 전망에서는 2009~2035년간
수요가 연평균 0.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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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

자료 : IEA,‘World Eenergy Outlook 2010’
, EIA,‘Int’
l Energy Outlook 2010’
.
주 : 1) 경상달러 기준(연평균 물가상승 2.3% 가정).
2) IEA 1은 기준 시나리오, IEA 2는 현정책 시나리오 전망.

□ 수급 불균형, 공급 과점 구조 심화로 위기 빈발 가능성
유가 상승과 더불어 수급 불균형과 과점적 공급구조가 심화되면서 수급불안
과 석유위기가 빈발할 가능성도 예상됨.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등 거대신흥국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향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석유수요는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데, 향후 수요를 주도할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은 보조금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더욱 낮은 반면 소득 탄력성
은 높기 때문에, 고유가하에서도 빠른 수요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생산능력 제약의 속성상 생산증가 부진이 지속되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총량적 수급 제약뿐 아니라 주요 석유소비국의 석유생산 감소에 따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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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증가 및 일부 중동 산유국의 과점적 지위 강화 추세도 원유 수급의 불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북미, 유럽 등 주요 석유소비국의 석유생산 감소로 세계 원유 수입의존
(원유 수입/생산 비율 추이)이 높아지고 있고(<그림 9> 참조) 이는 국제
유가와 원유 수급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비OPEC 산유국의 생산 감소로 소수의 중동 산유국의 점유율이 높
아지면서 공급의 과점적 구조도 더욱 심화될 전망임(<그림 10> 참조).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수급 불균형 및 불안정성의 심화는 향후 유가불안이
빈발하고 석유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시사함.
- 일부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석유위기 3단계(1단계 : 비OPEC 생산의 감
소세 전환, 2단계 : OPEC의 여유생산능력 감소, 3단계 : OPEC 생산증가
가 수요증가에 미달) 중 이미 2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Criqui & Rossiaud 2010).3)
<그림 9>

세계 원유 수입/생산 비율 추이

자료 : BP,“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로부터 작성.

3) Criqui & Rossiaud(2010),“Peak Oil : Myth or Impending Doom?”
, Polinares working pap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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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세계 석유 공급구조 변화 전망

OPEC 생산비중

국영석유사 비중

자료 : IEA, World Eenergy Outlook 2010 으로부터 작성.
주 : 수치는 세계 석유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기간의 유가급등 이후 저유가로 회귀하였던 과거의 석유위기와 달리, 향
후의 석유위기는 구조적 배경과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인 시야와 근본적 대응이 필요
위에서 보듯이 최근의 유가불안은 구조적 배경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물가
나 경기 등 단기적인 영향 차단 수준의 대응을 넘어서 경제전체의 석유의존
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함.
특히 이 같은 유형의 대응정책은 그 성격상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점 가능성과 대응문제를 검토한 보고서들은 대체에너지를 본격 개
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 대응을 위해서는 10~20년간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Hirsch 2005, UKERC 2009).

13

- 또한 기후 변화 문제와의 연관이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안정과 주
요국의 재정 악화, 최근의 일본 원전사태 여파 등이 대응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 경제는 유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4) 이 같은 대응을
서두를 필요성이 한층 높음.

4) 유가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유가불안, 이번은 다르다”
2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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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석유정점(peak oil)의 개념과 관련 논의
석유정점은 재생불가능 자원이라는 석유의 특성에 기초하여 그 생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자원 고갈을 반영하여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에 생산 정점
을 보인다는 개념임.
석유정점 추정의 주된 변수는 지질학적 요인(below ground factors)과 정
치, 경제, 기술적 요인(above ground factors)으로 구성되며, 실제 추정에는
많은 자료의 제약과 불확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음.
1956년에 미국의 매리온 킹 허버트가 1970년경 미국 석유정점을 정확히 예
상한 이래, 많은 전문가가 세계 석유정점을 추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많은 대
형유전들이 정점을 경과하면서 보다 많은 자료와 정교한 모형을 통해 석유
정점을 추정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됨.
석유정점의 핵심 이슈는 ① 정점의 시점과 ② 정점 이후의 생산 추이임.
석유정점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정점이 이미 도달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정점이 수십 년 이후에나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정점론자들은 미국, 북해유전 등의 사례를 토대로 정점 이후 생산의 빠
른 감소를 예상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석유정점이 수요 측면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peak demand)을 제시하면서 정점 이후에도 상당기간 高原
형태로 생산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정점의 시점, 정점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공급 제약 혹은 수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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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정점 이후 생산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석유정점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큰 차이를 보일 것임.
또한 최근 각국의 재정악화 문제, 기후변화와의 연계성 등도 석유정점의 파
장이나 대응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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