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비교분석

2012 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박 시 린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비교분석

지도교수 김 준 기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박 시 린

박시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 년 6월

위 원 장 정 용 덕 (인)

부위원장 엄 석 진 (인)

위 원 김 준 기 (인)



- i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

가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

러한 이유에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에너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 고유가 상황

과 산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석

유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석유수입량 대비 국

내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생산량을 의미하는 자주개발률은 2010

년을 기준으로 10.8%로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프랑스(105%), 이탈리아(51%), 중국(30%), 일본(23%)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는 석유개발 전문기업이 부족

하고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대변되는 석유개발 특성상 국

내기업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석유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대외변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하고 연도별 신규참여 사업과 투자액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구분함으로

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을 고려한 경우, 민간기업은

국제유가, 부채비율, 정부지원액, 컨소시엄 구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는 정부지원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투자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우 국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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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자금조달 금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났다. 공

기업의 경우는 신규참여 사업과 동일하게 정부지원액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간기업과 공기업간에 석유개발사업 참여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변수로 활용된 정

부 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은 민간기업의 신규참여 사업에서는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투자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액이 신규참여 사업과 투자액 모두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이 민

간기업의 신규참여 유도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

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참여 사업을 탐사사업과 생산사업

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민간기업의 경우 정

책변수는 탐사사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

타났지만 대규모 투자액이 소요되는 생산사업에서는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 자주개발률을 30%까지 높여 에너지안

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한 실행의 일환으로 석유공사 대형화가 추진 중이며, 자주개

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단기간에 급속히 높아진

것은 석유공사 대형화의 성과이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하는 자주

개발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어 : 석유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

학 번 : 2011-2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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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세계 5위 석유

수입국이며, 세계 9위의 석유 소비국1)이다. 하루 약 3백 20만 배럴의 석

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수입량 대비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광구의

지분생산량을 의미하는 자주개발률2)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0.8%로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의 105%, 이탈

리아의 51%, 중국의 30%, 일본의 23%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이는

1900년대 초반부터 자국의 석유기업을 육성하여 석유개발을 실시하였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달리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국영석유기업의 설립 등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필요

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참여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기업

의 석유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석유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최초로 유정 굴착이 성공한 이

래로 19세기 후반부터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특히 제1

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경제적·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정세를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제 석유시장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7자매3)라 불리던 미국 및 영국계의 7대 메이저 석

1)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2011(2010년 기준)

2)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 확보한 자원량으로 해외에서 확보한 지분

생산량을 당해 연도 국내 수입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함(지식경제부, 자원개발

정책편람, 2010.7.)

3) 석유의 탐사, 채굴, 회수 등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나 탱커에 의한 수송, 정제, 판매,



- 2 -

유기업들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이들 7대 메이저 석유기업 들은 석유시

장의 90%를 점유하는 국제 카르텔을 형성하여 장기간 원유가격을 통제

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두 번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자리를 중동 산유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산유국의 석유자산 국유화 및 국영석유기업 설립으로

인하여 국제 석유시장에서 메이저들의 지배력은 급감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국제 석유시장을 지배하던 메이저 석유기업의 위치를 중동 산유국

의 국영석유기업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경제논리로 국제석유시장을

지배해왔던 메이저 석유기업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동 산유국의 국영석

유기업들이 국제석유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경제논리와 더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국제석유시장이 급변하게 되는 자원 민족주

의가 대두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개발도상

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석유소비 증가 등으로 석유의 안정적 확보차원

에서 적극 추진되었으며, 원유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도 소유원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경제 성장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고

조됨에 따라 해외석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복재, 1996).

정부는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1978년 동력자

원부를 신설하였고, 석유자원의 비축 및 개발을 위해 1979년 3월 한국석

유공사를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석유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시작

하였다. 이후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가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우리나

라 최초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해상 광구에 진출

하였고,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석유개발사업에서 철수

석유화학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국제석유자본을 말한다. 엑슨, 모

빌, 걸프, 소칼, 텍사코의 미국계 5사와 네덜란드·영국계의 로열 더치 셸, 영국의 브리

티시 페트롤리엄의 7사를 메이저라고 하며 세븐 시스터즈(7자매)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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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사업을 축소하여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1997년 19개였던 신규사업수가 1998년에는 5개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추

세는 2002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국내기업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180개 사업에 이르

고 있다.

이처럼 석유개발사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을 둘러싼 경

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체 사업규모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대외변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

인이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을 분석하고 정부의 석유개발정책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대상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석유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 1월 동력자원부가 발족되고, 같은 해 12월 해외자원개발사업촉진

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1983년 12월 동력자원부 고시 제83-31호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이 제정·고시됨으로써 우

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가 태동하였다. 「석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은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공불융자제도4)를 기틀로 하였으며, 조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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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산물분배계약에 의거한 석유개발사업을 융자대상 사업의 기본적인

모델로 선택하였다(이철규와 이윤기, 2002).

우리나라가 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30여 년 동안 국제 석유시장

은 세계 경제침체 및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해 유가의 하락과 상승이

큰 폭으로 변하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석유개발사

업 참여는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사업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301개 사업에 진출하여 121개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매각하거나 철수하

였고, 2010년 말 현재 180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해외석유 개

발사업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5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석유개발의 여

명기 (1981~1985) ② 단순지분 참여기(1986~1991) ③ 사업재평가 및 도

약기 (1992~1997) ④ 침체기(1998 ~2002) ⑤ 성장기(2003~현재),(허석균

외, 2008).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우리나라 기업이 최초로 해외 석유개발사

업에 참여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이며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대내외 경영요소가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할 것이며, 참여기업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두 개 패널로 구

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공기업은 한국

석유공사, 민간기업은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STX, 삼천리,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등 공기업을 제

외한 참여기업을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대외 경영환경과 관련된 거시경제 지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을 이용하였으며, 연도별 유가정보는 한국석유공사

의 석유정보시스템(http://www.petronet.co.kr)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

하였다.

대내 경영환경과 관련된 재무제표는 공기업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의

4) 해외자원 개발사업 등에 있어 사업 실패 시 융자원리금을 감면하되, 사업 성공 시에

는 융자원리금 및 일정 비율의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는 제도(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

책편람,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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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활용하였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1981년 이후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한국은행에서 1960년부터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조사·분석하여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5)
의 제조업 재무제표를 준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변수와 관련된 연도별 융자지원액은 지식경제

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으

며, 종속 변수로 사용된 연도별 신규참여 사업 수와 투자액에 관련된 자

료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http://www.kesis.net) 및 석유공사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 3 절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유인을 분석하고자 문헌연구

를 통한 질적 연구와 통계분석에 기초한 계량적 연구를 병행 하였다. 이

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설의 수립 시에는 문

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대내외 경영변수와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

개발사업 참여와의 관계를 밝히는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 기

법을 통해서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통해 대내외 경영변수가 기업의 투

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설정된 변수의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

를 분석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 한국은행에서 1962년부터 우리나라 전산업의 표본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

을 실시하여 매년 발표하며, 2010년 현재 조사대상 기업은 국내 영리법인기업중 표

본업체로 선정된 7,180개 업체(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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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경영환경과 기업의 투자에 관한 연구

1. 경영환경의 개념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양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경

영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기업은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어떤 기업이든 기업의 성과는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며,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경영전략, 내

부조직 등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적인 활동의 결과이며 이중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환경은 경영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연구

는 전략과 관련하여 주로 조직론의 연구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환경이라는 개념은 조직론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조직환경론 내

연구의 시각을 달리하는 학자 또는 학과에 따라 환경의 개념을 달리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조직연구에서 개방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조직은 더

이상 자족적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환경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

입물을 제공해주며 산출물을 소비해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유정민, 2009)

Dill(1958)은 경영환경을 기업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Thomson(1967)도

기업환경을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일반환경은 기업의 경

영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로 거시적 환경 또는 기업

외부 환경으로 정의되며 기술, 법률, 정치, 경제, 인구통계, 문화·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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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

다. 과업환경은 미시적 환경 또는 제약환경으로 정의되며, 특정기업이 목

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소로 경쟁자, 기업의 재무여건, 규제집단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Bourgeois(1980)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과업환경에 대한 개념

을 상세히 규명하여 기업의 전략적 환경을 파악하였다. 일반환경은 특정

조직이 아닌 모든 조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기술적,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 통계적 요소로 이는 기업과 잠재적인 관련성을 가

진다. 반면에 과업환경은 특정적인 개별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별조직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 경쟁자, 정부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Duncan(1972)은 경영환경의 범주에 조직외부의 모든 물리적, 사회적

존재들을 포함시켰다. Darf(1986)는 경영환경을 기업의 외부경계에 존재

하며 기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집합으로

규정하였다. Howard(1963)는 과업환경·제약환경·거시환경으로, Kotler(1986)

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조직론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

양하며 연구자에 따라 기업환경 또는 경영환경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2. 경영환경과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미시적 경영환경 요인에 의한 기업의 투자 결정요인을 설

명하는 연구와 거시적 경영환경 요인을 이용한 산업별 또는 기업 규모별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Chen(1992)의 연

구에서는 거시 경제적 조건을 무시한 개별기업의 특징으로 해외투자를

설명한다는 것은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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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거시경제조건은 해외투자에 상이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지

적하고, 기업의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은 거시경제조건에 따라 개별기업의

미시적 특성이 상호 혼재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으로는 통화의 가치상승, 임금인상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의 철폐와 같은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해외투자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시적 경영환경 요인에 의한 기업의 투자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또는 현금흐름으로 대표되는 투자여력과 투자

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Modigliani와 Miller(1958)의 완전자본시장의 상황에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 결정이 투자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기업의 투자결정은 자본조달과 완전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투자와 자본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불완

전성 요인 중 중요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외부

자금조달의 제약과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행상충 문제인 대리인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자금조달 시장의 불완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

부자금조달의 제약은 기업의 자본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yers와 Majluf(1984)의 자본조달 순위이론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정

보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기업의 외부자금도달은 제한된다고 말하고 있

다. 그 이유는 내부정보를 지닌 경영자가 새로운 주주 내지는 채권자들

에 비하여 기존사업 및 새로운 투자기회의 내재가치를 더 잘 알고 있고,

경영자가 구주주의 이익을 우선할 경우에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내부금융

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유망 신규투자기회의 경우는

신주발행과 부채 등 외부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유망투자에 의한 가치증

가를 구주주와 채권자가 공유하게 되지만 신규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내

부금융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증가가 모두 구주주에 귀속된다

는 것이다. 또한 신규투자에 따른 소요액이 내부현금흐름보다 커서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금융을 이용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신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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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다는 부채와 같이 자금조달비용이 한정된 조달수달을 활용함으로써

신규투자에 따른 기업 가치증가의 유출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과도한 부채

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의 단기적

현금흐름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키거나, 주주-채권자간 이해상충을 야기

함으로써 효율적 투자를 포기하는 과잉부채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

한다. Myers(1977)는 위험채무를 보유한 기업의 주주-경영진 연합은 신

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위험채무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주주보다는 채권자 부의 증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양(+)의 순현재가

치를 가진 투자마저 포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부채의 증가는 과잉부채

효과로 인해 기업투자의 성장기회에 대한 민감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위험채무를 보유한 기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

름이 주주보다는 위험채무의 보유자인 채권자의 부만을 증대시킬 수 있

다는 우려로 인하여 효율적 투자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Hennessy(2004)와 Moyen(2007)은 과잉부채효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성장기회가 높다고 할지라도 투자가 감소함을 보였다. 과도

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현금흐

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를 포기하고 단기적으로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할

수도 있다.

기업투자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기업의 처한 거시적 대외환경 보다

는 기업의 내부 재무현황과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성용·육윤복(2009)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적인 투자기회, 외부금융의존도

및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기업 자

체가 처한 상황인 영업경쟁력, 자본시장 이용조건, 자본비용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업의 투자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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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 경쟁

력인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영향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을수록 약화되었다. 또한, 타인

자본비용이 높아질수록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낮

아져 투자기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타인자본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본투

자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수와 조정일(2001)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높

고 금융기관의 대출제도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자금조달의 제

약이 투자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가정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지출과 자금조달의 관계를 분석하여 외부자금조달의 제약과 대리인 문제

가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본은 재벌기업과 단독기업

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투자기회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외부자금조달 제약은 기업

의 투자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투자지출은 내부 현금흐름과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내부 현금흐름과 투자지출의 관계는 단독기업보다는 재벌기업에서,

그리고 투자기회가 높은 기업보다는 낮은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또한 주식시장의 장세에 따라 표본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지출과 부채와의 음(-)의 관계와 투자지출과 내부 현금흐름과

의 양(+)의 관계는 주가 하락기 보다는 주가 상승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

났다. 따라서 주가 상승기를 투자기회가 높은 경기 활성기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높은 투자기회가 있을 때 기업은 내부자금을 선호하고 부

채와 같은 외부자금의 사용을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높은 투자기회가 있을 때 기업은 내부자금을 선호하고 부채와 같은

외부자금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Myers와 Majluf(1984)의 이론을 지지하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신현대와 이정기(2007)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4회에 걸쳐 시행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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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또한, 법인세율과 타

인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인

세율과 기업의 투자활동은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인하 노력이 기업투자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타인자본비용도 기업의 투자활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

업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부담하는 타인자본비용이 중요한 고려사

항임을 시사해주었다.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투자활동은 타인자본비용보다 법인세율

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투자활동은 법인

세율 보다 타인자본비용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것은 전체산업

평균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법인

세율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였다.

김병기(2002)는 경영의 보수성이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개년간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기업의 경영 보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본구성, 유동성, 안정성 등

의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민감도 차이를 살펴보았

다. 우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여 조사

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이 높을수록(낮

을수록)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경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 보다는 경영진의 성향 등 다른 기업특성이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사용하여 기업을 3등분한 후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민감

도를 비교해 본 결과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내부자

금의 가용성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 12 -

과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민감도가 재무적 제약

이외의 기업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정장기적합률(=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

부채))을 사용하여 기업을 3등분한 후 안정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의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 낮은 기업이 높은 기업에 비해 더 높은 민감도

를 보였다. 이는 안정성이 높은 기업 즉,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투자에 있어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대근과 윤정선 외(2009)은 국내 재벌기업의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투자의 연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를 위해 재벌기업의 투자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채비율과 성장기회 등 재

무적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재벌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은 투자의 성장기회에 대한 민감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재벌기업

은 낮은 재벌기업에 비하여 투자의 성장기회에 대한 만감도가 더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비재벌기업과의 비교분석에서는 재벌기업 투자

의 성장기회에 대한 민감도가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벌기업과는 달리 비재벌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기업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한 부채비율과 성장기회간

의 교차효과 역시 발견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벌기업의 내

부자본시장이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하여 비효율적인 투자를 제어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태정현(2011)은 기업의 현금보유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외

환위기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기업을 재무적 제

약에 대한 고려 없이 3개의 기간으로 분류해서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기

간을 제외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서는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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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개발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도 석

유개발사업 참여요인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용덕(1992)은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67개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

나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은 해외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이라 하였다.

김재수(1993)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전체모형,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진국 모형과 개발도상국 모형, 업종을 기준으로 한 자본

집약적 모형과 노동집약적 산업모형 등 5개 모형으로 나누고, 독립변수

를 기업크기, 대미달러 환율, 노동집약도, 평균임금, 한국의 산업집중도,

연구개발비로, 종속변수는 220개 개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하며, 평

균임금이 낮은 곳으로 해외생산의 거점을 옮기는데, 이 변수는 노동집약

적 산업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대선진국 해외투자가 활발하고, 이 변수는 자본집약적 산

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했다.

배상렬(1997)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투자기업 요인, 투자산업 요

인, 현지국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중 거시경제 변수와

관계있는 현지국 요인으로 상정한 독립변수는 시장규모, 인건비 수준, 투

자국과의 거래, 시장개방 정도,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이다. 연구 결

과 유의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은 기업

별 요인으로는 기업의 규모, 산업별 요인으로는 규모의 경제, 현지국 요

인으로는 현지국의 시장규모와 현지국과의 거리 등 4가지 요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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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 저자 주요 연구내용

해외

연구

Myers·

Majluf

(1984)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경영자는

우량 투자기회에서는 내부금융을 우선적으로 이용함.

Myers

(1977)

·위험채무를 보유한 기업의 주주-경영진은 신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위험채무의 가치를 증대시

킴으로써 주주보다는 채권자 부의 증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우량 투자마저 포기할 수 있음.

Hennessy

(2004) 등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과잉부채효과로 인해 성장기

회가 높다고 할지라도 투자가 감소함.

Chen

(1992)

·거시적 조건을 무시한 개별기업의 특징으로 해외직접투자

를 설명한다는 것은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 즉, 상이한 거시경제조건은 해외직접투자에 상이

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였음.

국내

연구

유성용·

육윤복

(2009)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거시적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

지만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조건 등에도 영향을 받음.

·기업의 투자기회는 자본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외부금융의존도와 자본투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타인자본비용이 높아질수록 음(-)의 상관관계 있음.

김지수·

조정일

(2001)

·기업의 내부현금흐름과 투자지출은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냄.

·주가 상승기에 투자지출과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주가 상승기에는 부채가 투자를 억제하

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표 1] 경영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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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대·

이정기

(2007)

·법인세율과 기업의 투자활동은 음(－)의 관련성을 나타

내어 법인세율 인하가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분석됨

·기업의 타인자본비용도 기업의 투자활동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 기업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부담하

는 타인자본비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시사.

태정현

(2011)

·재무적 제약(financial constraint) 에 대한 고려 없이 살펴

본 결과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서는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감소하였음.

박근태·

윤정선 외

(2009)

·재벌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은 투자의

성장기회에 대한 민감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병기

(2002)

·유동비율을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투자 민감도를

비교 분석,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내부자원의 가용성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전용덕

(1992)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등은 해외투자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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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석유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1. 석유개발사업의 개요

석유개발사업은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원유 및 천연가스 확보를 목

적으로 광구의 매입·탐사·개발·생산의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크게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류부문은 광구의 매입단계에서부터, 탐사·개발·생산 단계의

사업을 지칭하며, 하류부문은 생산된 원유를 수송, 정제, 판매하는 단계

를 말한다.

[그림 1] 석유산업의 흐름

탐 사 개 발 생 산

수 송정 제판 매

상류부문

하류부문

석유개발사업의 상류부문은 크게 광권취득·탐사·개발·생산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광권취득 단계는 광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단계로

광구의 광물권 소유주로부터 광구에 대한 탐사 및 시추권리를 회득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탐사단계는 광구의 지하에 집적되어 있는 석유 또는 가스층을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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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로 탐사작업은 해당광구에 대한 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를 거

쳐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파악한 뒤, 시추를 통해 자원 부

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개발단계는 탐사결과 석유 부존여부가 확인되고 광구개발의 경제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석유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개발단계에서는 상업

적인 생산을 위한 개발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

산정 시추, 생산시설물 및 부대시설 건설 등의 단계가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생산단계는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

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

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표 2] 석유개발사업의 단계

사업단계 목 적 주요 내용

광구취득단계 탐사권리 확보 입찰, 지분참여계약, 자산매입.

탐 사 단 계
석유부존 가능성 및

매장량 확인

지질조사, 물리탐사,

탐사정·평가정 시추

개 발 단 계 생산준비
개발계획 수립, 생산정 시추,

생산시설 건설.

생 산 단 계
최적생산/최대회수,

수익 극대화
저류층·생산시설 관리, 생산정 시추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산업의 이해, 2011)

석유개발사업은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으로 대변되는

자원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 리스크는 물론

기술적,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석유개발사업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고유한 사

업 특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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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위험요소

기술적

위험

지질학적 위험

·탐사단계에서 직면하는 위험

·석유 부존의 중요한 요소인 지질학적

구조의 존재여부

공학적 위험
·생산광구 운영상의 위험

·저류층의 압력유지 및 관리위험

첫째, 긴 리드타임(lead time)과 투자회수기간이다. 석유개발사업은

광구를 취득한 이후 탐사단계에서 시추가 성공하고 경제성 있는 매장량

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본격적인 상업적 생산에

이르기까지 5∼10년의 긴 리드타임이 소요되고, 본격적인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 막대한 초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회수기

간도 길어지게 된다.

둘째, 높은 사업 및 경제적 리스크를 가진다. 기술적으로 유망한 지역

이라 해도 탐사단계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할 확률이 지극히 낮

고 개발 이후의 유가, 환율, 금리, 산유국 세제 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복재(1996)는 석유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을 지질학적인

위험, 경제적인 위험, 정치적인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3가지 위험

은 석유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영향력이 상이한 패턴을 보이

게 된다. 지질학적 위험은 탐사단계에서 가장 높으며 개발 및 생산단계

로 이행되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이에 반하여 정치적인 위험은

탐사단계에서는 낮지만 개발 및 생산단계로 진행되면서 점차로 높아지게

된다. 경제적인 위험은 탐사, 개발, 생산의 전 단계에 걸쳐서 국제시장

여건의 변동과 함께 그 영향력이 변화하게 된다.

[표 3] 석유개발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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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

유가위험

·유가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특히 생산광구의 경우 유가가 하락할

경우 경제성에 큰 어려움이 발생가능

금융위험 ·투자자금의 외부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의 위험

환율위험

·환율이예상과달리변동할가능성에대한위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익성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치적

위험

국가위험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사업계

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

정치적 위험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

·투자대상국과 석유개발회사 간의 갈등으

로 인한 위험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2. 석유개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최성희, 송무헌(2006)은 석유개발사업의 상류부문 M&A 추이, 특징

및 배경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

반사업에 대한 M&A 추이는 1980년대 초 중반을 시작으로 약 10년간의

주기를 보이며 변화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 추세에 대한 주요 배경은

M&A 활성화는 전쟁, 에너지 위기 등으로 초래된 시장 붕괴와 경기 침

체에 이은 경기 회복기에 발생했다는 점, 급격한 신용 확대와 주식시장

부양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는 점, M&A 활성화에 앞서 기술 및 금융

혁신 형태의 산업 및 기술 쇼크(유가 쇼크 등), 탈규제, 해외경쟁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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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부환경 변화가 선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규제변화가 발

생할 때 M&A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석유개발사업의 상류부문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했다. 다

만 1980년대 중반 전체 산업의 M&A 거래가 활성화 되던 시기에 석유

상류 부문 M&A만 하락 하였는데 그러한 원인은 동 시기의 일반 산업

환경이 호전된 것과는 달리, 석유산업과 관련된 국제환경은 호전되지 않

았던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 환경, 신 기회, 석유상류 부문 경쟁도 등에 대하여 미

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원유가격, 시추 유정 수, 탐사·개발 및 시추비

용, 산유국의 위험지수를 변수로 선정하여 변수들이 석유상류 부문

M&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대부

분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t기와 t-1기에서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유가격과 경쟁도를 나타내는 시추 수는 통계

적 유의성 유무로 M&A의 동기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원유

가격은 t-1기의 유가상승이 t기의 M&A 거래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라

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며, t기에 발생하는 M&A의 가치금액은

동기의 원유가격과 강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산업의 경

쟁도 증가가 M&A 활성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t-1기의 시추수 증가

가 t기의 M&A 거래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석유개발 사업은 초기의 대규모 자금소요, 고급 기술, 높은 위험성, 장

기투자 등의 특징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중 하나로 국내기업과 같은

후발주자가 신규참여를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이복재(1996)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부진한 이유를 석유개발사업에 관

한 민간부문의 경험과 이해부족,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 부족,

Portfolio전략 미흡,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석유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사업이며 탐사

-개발-생산에 이르는 사업주기가 매우 길어 투자회임기간이 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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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사업과 구별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석유개발

사업 참여가 다른 부분의 해외투자에 비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석유개발사업이 주

력사업이 아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 현대

종합상사,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종합상사가 주로 해외 석유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종합상사들은 투자에 따른 회임기간이 짧은 사업을 선호하여 투자회임기

간이 상대적으로 긴 석유개발 사업이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분석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민간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

외석유개발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은 석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참여유인 부족을 들고 있다. 정부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

원은 낮은 성공확률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

어 졌고, 리스크가 적은 개발광구 또는 생산광구에 대한 정부지원은 상

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질자원연구소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연구(2003)에서는 우리나라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 정부의 체계적 지원

의 미흡, 석유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추진역량의 부족, 기술인력

양성과 정보화 추진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외환위기 이후 침체 국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해결책으로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경쟁력 있는 석유개발기업의 육성, 융자제도 개선 및

석유개발사업기금의 조성을 들고 있다. 특히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유개발사업기금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말하고 있다.

도현재와 정웅태(2010)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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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 진출전략의 실마리는 국영석유기업과 독립계 석유기업의 제약요

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즉, 이들 기업들이 직면한 제약요인을 우

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완해 줌으로써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원

보유국 경제가 석유가스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

해 경제개발 동력의 다각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

산업분야와 함께 자원개발에 진출하는 동반진출 형태의 다양화 및 자원

보유국과의 장기적인 경제동반자 관계 조성을 통해 우호적인 자원개발

진출 환경의 조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독립계 석유

기업의 제약요인을 감안한 협력강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정한

영역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계 석유기업은 투자재원 및 규모

의 제약으로 인하여 투자결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제휴는 좁은 영역이나마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자원개발 진

출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

합병하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마련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관련 기술의

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활발히 추진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

기업·자산에 대한 M&A가 가져오는 자원개발 규모의 외형적 확대에 걸

맞은 인력과 기술 등 자원개발의 기초기반 양성을 병행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개발 진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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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석유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주요 결과

구분
논문

저자
주요 연구내용

석유개

발사업

관련

연구

최성희·

송무헌

(2006)

·석유상류 M&A의 추진배경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GDP 대비 시가총액, 원유가격, 시추 유정수, 시추

비용, 산유국 위험지수를 변수로 거래규모와의 관계를

분석

·분석 결과는 원유가격의 경우 t-1기의 유가상승이 t기의

M&A 거래 수 상승과 절대적 관계임을 나타냄.

이복재

(1996)

·석유개발 사업은 초기의 대규모 자금소요, 고급 기술,

높은 위험성, 장기투자 등의 특징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중 하나로 국내기업과 같은 후발주자가 신규참여

를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주장.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부진한 이유로 민간

기업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민간부문에 대

한 정부지원 부족, 석유개발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을 지적.

지질자원

연구소

(2003)

·국내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경쟁력 있는 석유개발기업의 육성,

융자제도 개선 및 석유개발사업기금의 조성이 필요함.

·특히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유개발사업 기금조성이 반드시 필요함.

도현재·

정웅태

(2010)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 전략의 실마

리는 국영석유기업과 독립계석유기업의 제약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음.

·국영석유기업과 독립계석유기업이 직면한 제약요인을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완해 줌으로써 협력관계를 형

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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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

최백렬(2002)은 해외직접투자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 변수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고, 대상기간은 대미투자의 경우 1985-2001년까지

의 기간을, 중국투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중투자가 활성화된 1991년

부터 2001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종속변수는 각 지역에 대한 한국의 분기별 총 투자 금액을 이용하였

고, 독립변수로는 우리나라의 분기별 실질 GDP, 분기별 총 수출통계, 자

금조달 비용의 대리변수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환율변수로 미달러

대비 분기별 월평균 환율(중국의 경우는 위엔화에 대한 원화표시 환율)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를 도출하였고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가 기업

의 규모(종소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하였다.

권철우․정봉걸(2010)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기업경영

여건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기

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세계은행 발표 기업경영 여

건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여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

건, 세율, 시장성 등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은 서비스업종 보다는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 투자대상국

의 법인세율, 관세율, 시간당 노동비용(임금+인센티브), 국토면적, 인구,

투자대상국과 한국과의 거리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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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위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의 내부 경영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중에서도 재무적 여건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하지

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변수는 내부 경영환경 이외에

도 다양하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다양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기업의 전략을 수정·변화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 석유개발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산업과 구별

되는 사업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에 따른 회임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경

험 및 기술부족으로 신규진입이 매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유가에 의해 사업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

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SK, 삼성물산, LG상사, 현대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개발사업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여 선행연

구에서 기업의 투자결정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했던 기업의 재무적

여건과 더불어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와 정부의 정책지원 등 대내․외

경영환경 요소가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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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은 1973년과 1978년 2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

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1978년 동력자원부를 신설하였고, 석유자원의

비축 및 개발을 위해 1979년 3월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

에서 해외 석유개발사업을 처음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가 수출입

은행 지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개발 사업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해상 광구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

후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1997년도에 19개였던 신규참여 사업 수는 1998

년도에는 5개로 축소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2002까지 철수한 사업 수는

26개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에 따른 회임기간이 긴 석유

개발사업의 특성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 이후 2004년부터 신 고유가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는 석유개발사업 융자액 확대,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 등 국내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

련하고 있다. 이에 2004년 말 기준 56개였던 사업 수는 2010년 말 기준

180개 사업으로 급증하였고, 국내기업의 투자액도 2004년 말 기준 6.4억

달러에서 2010년 말 기준 약 6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연구 질문으로 삼고 기업들이 석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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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결정할 때 고려할 대내외 경영변수가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 분석의 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대외변수

 ▪ 국제유가

 ▪ 환율

 ▪ 자금조달 금리

대내변수

 ▪ 투자여력

 ▪ 재무안전성

정책변수

 ▪ 정부 지원액

 ▪ 컨소시엄 구성

통제변수

  ▪ 국내 경제성장률

  ▪ 연도 dummy

신규 참여사업 수

 ▪ 민간기업

 ▪ 공기업

투 자 액

 ▪ 민간기업

 ▪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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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은 1981년 서마두라사업을 시작으로 총 301개

사업에 진출하여 2010년 말 기준 36개국 18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

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액은 꾸준

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석유개발정책은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있는 다른 산업과 비교한다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석유소비량의 8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으로써 석유수급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석유수급 안보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주개발률 개념

을 도입하였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주개발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신규참여 사업 수와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자체 투자액을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 신규참여 사업 수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한 1981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연도별로 신규로 참여한 사업의 수를 의미하며, 해외

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

정하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사업을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그 외

국내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민간기업 참여 사업으로 산정하였으며, 한국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은 각

각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 사업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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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액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단순 지분참여방식과 운영사업

참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지분참여방식은 직접적으로 석유개

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분 몫에 해당

하는 수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운영사업 참여방식은 단순한 지분

만을 매입하는 하여 일정부문 배당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석유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방식의 구분 없이 국내기업이 석유개발사업에 연

도별로 투자한 금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자체자금 투자액만을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연도별 신규참여 사업 수 및 투자액 관련 데이터

는 지식경제부의 해외석유개발사업 반기보고서 및 한국석유공사 내부 자

료를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 및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를 대외변

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하위

변수를 설정하였다.

1) 대외변수

기업이 투자를 고려할 때는 국내외 경기상황, 내부의 투자여건, 투자

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을 고려한다.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 사업이 진행되는 석유개발사업의 경우는 대외 경영환경이 투자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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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이 석유개발사업

의 투자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유가, 환율, 자금조달 금

리를 대외변수을 나타내는 하위지표로 활용하였다.

■ 국제유가 :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유가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유가는 사업성과에 절대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국제유가는 석유라는 상품의 국제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유종은 수백 종이 넘고, 원유마다 품질과 판매시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필요하다. 거래 유동성이 높고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여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Bench Marker

Crude는 현재 WTI, Brent, Dubai 등 3가지 유종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석유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가 거시

경제 운영계획 수립시 기준으로 활용하는 Dubai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 환율 : 원화/미화

환율이란 외환의 가격으로 외화 1단위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자

국통화의 양으로서,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자국통화와 외

국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하락(원화 강세)은 수

출기업에게는 경쟁력 하락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식되

고, 원료를 해외시장에서 수입하는 내수위주의 기업에게는 수입단가 하

락으로 경영여건을 호전시키게 된다. 반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국내기업에게 환율의 변동은 투자액 조달 측면과 생산된 원유의 판매

에 따른 매출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외변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결제통화인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을 지표

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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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금리 : LIBOR 금리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외부에

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 경우 자금조달에 기준이 되는 금리는 회사

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기업이 외화자금 조달 시 기준으로 삼는 (3개월) 미국달러 LIBOR 금

리를 자금조달 금리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2) 대내변수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먼저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

고, 외부에서 채권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

업이 투자여부 및 투자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재무적 상

태를 고려한다.

■ 투자여력 : 현금성자산비율

기업의 투자여력은 기업이 자체 보유한 투자가용 재원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 없이 기업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여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 보유한 현

금성 자산, 재무위험대비 현금 보유 정도, 영업위험 대비 현금 보유 정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한국은행, 2007).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 대비 현

금성 자산의 보유 비율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파악하고자 하며, 민간기업

의 자료는 한국은행 간행물인 ‘기업경영분석’상의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재

무제표를 이용하였고,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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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안전성 : 부채비율

안전성 지표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측정, 분석하여 그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대

표적인 안전성 지표로는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있다.

이 중 부채비율은 자본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을 재무안정성을 측

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민간기업의 자료는 한국은행 간행물인 ‘기업

경영분석’상의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였고, 공기업은 한

국석유공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다.

3) 정책변수

석유개발 사업은 초기의 대규모 자금소요, 고급 기술, 높은 사업 리

스크, 장기간의 회임기간 소요라는 고유한 특징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

은 사업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가 부진하였고 우리나라 석유개발정책이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

도 이러한 이유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변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정책변동의 지표에는 정책목

표의 변화, 법률 제·개정, 지침·고시의 변화, 조직의 변화, 예산규모의 변

화, 행위자 내지 고객집단의 변화 등이 있다(Hogwood & Peters, 1993)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의 석유개발사업 지원액

과 공기업 주도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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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액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액

정부는 1983년 석유사업기금(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을 바탕으

로 성공불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실패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함

으로써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

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반융자를 통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탐사·개

발·생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석유개발사업 정

책을 대표하는 지표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액을 활용하였다.

■ 컨소시엄 구성 :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수

우리나라 석유개발 기업의 규모는 세계 40∼50위권 독립계 석유기업

의 5%∼10% 수준이며 석유개발 후발주자로서 기술력 및 전문성이 부족

하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석유개발사업이 기업내 팀 단위로 추진되며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석유개발사업은 문서화된

형태의 지식·기술보다는 기술자에게 체화된 지식·기술이 중요하다. 이러

한 특성으로 정부의 기술적 정책지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국컨소시

엄 구성을 통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

성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단독 참여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주도의 한국컨소시엄 구성을

정책변수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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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변수와 정책변수 이외에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

다.

[표 5]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상위변수 하위변수

종속

변수

석유개발

활성화

신규참여 사업 수 신규참여 사업 수

투자액 자체자금 투자액

독립

변수

대외

변수

국제유가 Dubai유 기준 평균유가

환율 원화/미국달러

자금조달 금리 Libor 금리(미화 3개월 금리)

대내

변수

투자여력

(현금성자산비율)
현금성자산 / 총자산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타인자본 / 자기자본

정책

변수

정부 지원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컨소시엄 구성 공기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 수

통제

변수

거시

환경

국내 경제상황 GDP성장률

연도 Dum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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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대표할 수 있는 연도별 신규

참여 사업수와 투자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대외변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하였고, 각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하위변수로

세분화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국내기업의 연도별 신규참여 사업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대외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

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1-2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

여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1-3 : 자금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

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대내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

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2-2 :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

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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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정책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2 : 컨소시엄 구성 횟수가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

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서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액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대외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1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

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4-2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

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4-3 : 자금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

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5〉대내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1 : 현금성자산비율이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

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5-2 :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

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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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정책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1 :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6-2 : 컨소시엄 구성 횟수가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

개발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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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석유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환경변화

제 1 절 석유개발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

1. 석유개발사업의 개요

석유(Petroleum)라는 단어는 라틴어 Petra(바위)와 Oleum(오일)에서

유래했는데,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 또는 이를 정

제한 것을 의미한다. 정제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석유는 원유라

고 하며 동․식물유와 구별하여 광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원유는 지하 150m 이하에서부터 7,600m까지의 암석층에서 발견되고 있

다.

석유는 지하에서 액체, 기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존재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석유의 매장 위치가 지면에서 깊을수록 내부 압력이 높고 가스

물질의 함량이 높다.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석유는 거의 물과 같이 존재

하며 석유의 비중이 물의 비중보다 낮기 때문에 석유는 다공질의 암석의

상단에 존재하게 되고 물은 그 밑에 존재한다. 대부분 천연가스는 석유

와 공존하기 때문에 간혹 이 두 물질을 합하여 석유라고 칭하기도 한다.

석유가 가공되지 않은 형태에서는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를 주성분으

로 하고 미량성분으로서 황, 질소, 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 불순물

로 수분, 가스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또는 정유공장으로의 이

송에 앞서 보통 간단한 처리를 거쳐 수분, 가스분을 제거하는데 이 단계

까지의 것을 원유라고 부른다. 이 원유를 정제공정을 거쳐 각각 이용목

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석유제품이라 한다.

석유의 탐사와 개발에서부터 정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사업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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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틀어 석유산업이라 하며, 탐사, 개발, 생산부문을 상류부문(Up-Stream)

이라 하고 정제․판매부문을 하류부문(Down-Stream)이라고 한다.

지하에 묻힌 석유를 찾아내 생산하기까지의 단계인 상류부문은 석유

탐사, 석유개발, 석유생산으로 분류된다. 석유 탐사작업은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석유의 생성, 이동, 집적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지질조사는 지표를 통하여 층서, 지하지질구조 및 석

유 부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작업이다.

물리탐사는 중력(자력)탐사를 통하여 분지, 퇴적층 분포 및 기반암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암질이 다른 지층 경계면을 반사파를 이용하여 석유

부존 유망가능성을 확인하는 탄성파탐사, 이를 직접 확인해보는 시추탐

사 등으로 구분된다.

석유개발 작업은 탐사 단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유전

평가, 개발계획 수립, 생산시설 건설, 생산정 시추 등을 수행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석유개발 작업 후에는 본격적인 석유생산에 들어가는데, 이 때

생산정 및 저류층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장단기 생산량을

예측해야 하고 저류층 동향 및 생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산

량을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생산정 간에 추가적인 시추를 통해 생산량을 증진하거나 수공

법, 화공법, 인공채유법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도 석유생산 작

업에 들어간다. 나아가 생산물 처리 유지보수 및 환경오염 방지, 이상 징

후감시 및 설비 최적 상태 유지, 노후 설비 교체 등도 석유생산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이렇게 생산된 석유를 필요에 따라 정제하고, 이렇게 정

제된 석유를 필요한 곳으로 수송하는 일련의 과정은 석유산업의 하류부

문이라 한다. 석유정제는 원유의 증류를 통해 이뤄지며 정제된 석유는

유조선과 송유관에 의해 수요처로 수송된다. 석유의 개발․산유로부터

정제․판매까지 일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석유기업을 일관조업회사

(Integrated Company)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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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개발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종이 주력을 차지하

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소비량의 60%

가량을 산업계가 사용하고 있고, 이 중 70% 가량을 철강, 정유, 화학업

종이 사용한다. 또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

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석

유자원의 경우 지리적 여건 상 수입원유의 82%를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수급은 중동지역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

게 된다.

[표 6] 주요 에너지 지표

구분(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1차 에너지소비(백만toe) 227 237 241 243 261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 175 182 183 182 195

석유의존도(%) 44.9 44.6 41.6 42.1 40.1

에너지 해외의존도(%) 96.4 96.5 96.4 96.4 96.4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27.7 26.6 32.5 28.2 28.6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산업의 이해, 2011)

[표 7] 지역별 원유수입 현황

(단위: 백만배럴, %)

구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합계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2006 731 82.2 96 10.8 43 4.8 19 2.1 889 100

2007 7041 80.7 131 15 36 4.1 2 0.2 873 100

2008 7461 86.3 108 12.5 10 1.1 0 0 865 100

2009 7051 84.5 116 13.9 12 1.4 2 0.2 835 100

2010 714 81.8 152 17.5 5 0.5 2 0.2 872 100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 정보시스템(K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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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 및 석유수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은 석유자

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안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석유

공급안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석유자원의 비축과 해외 석유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석유비축은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물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6)는 원료유 순수

입량 기준 90일분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1980년 6월부터 석유비축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4월 한국석유공사의 울산지하비축기지

준공으로 1980년 이후 국가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1～3차 비축계획에

따른 비축저장시설의 건설을 완공하였다.

[표 8] 정부 석유비축계획

(단위: 백만배럴, 억원)

구 분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계

건설기간 ’80～’89년 ’90～’03년 ’95～’13년 ’80～’13년

저장용량 44 52 50 146

사 업 비 9,376 19,960 26,714 56,050

자료 : 한국석유공사(2012)

현재 정부 직접비축량은 100일분으로 IEA 권고 기준을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사 재고 8,600백만 배럴을 포함한 국내 물량은 1억 7,300만 배

럴로 193일분에 해당된다. 이는 일본 168일, 미국 164일, 독일 124일, 프

랑스 95일 등 주요국에 비해 많다. 비축량이 IEA 권고기준을 초과했는

데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IEA가 연료유 순수입량을 기

준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화학산업의 발달로 연료유 이외에

화학산업의 주 연료인 나프타 소비가 많기 때문에 나프타를 포함한 소비

6)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

에 의해 1974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에너지집단 안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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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준도 병행하여 비축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표 9] 주요국 석유비축 현황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비추물량(백만배럴) 180 582 1,859 284 163

- IEA 기준(일)

- 소비량 기준(일)

193

70

168

119

164

89

124

106

95

82

자료 : 지식경제부, 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

석유비축은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 등으로 해외로부터 석유공급이 중

단될 경우 단기적 대응효과 높으나 장기적 관점의 석유수급안보를 위해

서는 석유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외석유개발 역시 석유수급 위기 시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광구의

생산량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공급안보 면에서 비축과 같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다. 석유비축이 단기적 공급안보 및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다

면 해외 석유개발은 장기적 측면에서 공급안보 및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

이 필요하다.

[표 10] 석유수급 안정화 방안별 효과비교

구분
공급안보 가격안정

비 용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비축 ●●● ◯ ●● ◯ ●●●

해외자원개발 ● ●● ◯ ● ●●●

자료 :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 : 높음, ◯ : 낮음

또한 해외석유개발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국제 석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가격 상승분 전액이 유출되는 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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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업이 석유개발을 통해 생산원유를 수입 시에는 석유가격 상승에 따

른 수입비용 증가가 개발이익의 형태로 환수되어 석유가격 상승의 국가

경제 충격을 국내기업이 흡수할 수 있다(정우진 외, 2006).

[표 11] 석유비축과 석유개발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석유

비축

·단기 공급교란에 효과적 대응

·수급불안시 단기간 충격완충 기능
·장기 수급불안 대응 한계

석유

개발

·유가 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흡수

·건설, 수송, 금융 등 연관 산업 발전효과
·단기 공급교란 대응에 제약

해외석유개발을 통한 석유안보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매 3년마다 10년 단위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주개발률을 정책목표로 활용하고

있다.

자주개발률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

본에서 1967년부터 해외석유개발의 정책 목표로 도입한 개념으로써 광의

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이 있다. 광의적 개념은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

는 해외광구의 생산량 중 국내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당해 연

도 석유수입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는 개념이며, 협의적 개념은

국내기업의 지분생산량 중 국내에 도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

념이다. 정부는 광의적 개념의 자주개발률을 정책목표로 활용하고 있으

며 일본 또한 광의적 개념의 자주개발률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석유·가

스의 자주개발률을 40%로 높이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12] 주요국 자주개발률 현황(2010년 기준)

구 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한국

자주개발률 105% 51% 30% 23% 10.8%

자료 : 지식경제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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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수립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 따라 2019년까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13] 정부 자주개발률 목표

구 분 2011(실적) 2012년 2016 2019

자주개발률 13.7% 18% 28% 30%

자료 :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10)

[그림 3] 자주개발률 변화 추이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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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석유산업의 여건 변화

1. 新고유가 시대의 도래

초기 석유개발사업의 이권은 대부분 미국, 영국 등의 국제 메이저사

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1960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등 석유수출 5개국이 OPEC(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결성하였다. 이후1970년 무렵부터는

중동 산유국들이 국제석유자본 메저사의 이권을 삭감하고 원유가격과 공

급량의 자주조정권을 장악했고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일

방적인 원유공시가격의 대폭인상을 선언함으로써 제1차 석유파동을 초래

하였다. 그 후 1979년 이란혁명이 일으킨 제2차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

은 더욱 폭등하여 제1차 석유파동 이전에 비해 약 20배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2회에 걸친 석유파동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

도 크게 영향을 끼쳐 세계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 무렵 석유는 세계

에너지 총량의 42%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에 천연가스를 합치면 약 64%

에 이르러 석유의 위력을 과시했다. 제1차 오일쇼크의 경우 1973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3.3달러에서 1974년에는 11.6달러로 급등해 세계경제가

1974과 1975년에 극심한 침체를 보였으나 국제유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제2차 오일쇼크의 경우 1979～1982년까지 국

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초과했으나 1983년 이후에는 급락하기 시작해

1986년에는 배럴당 14달러로 폭락하여 1차 오일쇼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제1차 오일쇼크부터 제2차 오일쇼크까지의 기간은 세계석유 시장의

구조변화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973～1980년 사이에 국제유가가 10배나 상승함으로써 전력생산 분

야 등의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수요대체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

편 북해유전 개발 등 비OPEC 석유생산의 확대라는 공급 측면에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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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성과가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 가시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초의 오일쇼크를 극복한 것은 1970년대부터 진행된 다양한 석

유대체 노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지평․이광우, 2008)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국제유가는 2000년대 초까지 저유가 상황이 지

속되다가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급등하게 되어 현재까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신 고유가 시대가 도래 하였다. 신 고유가 상황

이 이전의 제1차 및 제2차 오일쇼크와 다른 점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요인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에 의한 수요의 지속적 증대,

저유가 시대 투자부진에 의한 공급능력 제약, 석유생산 비용의 증대,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이다(정우진·도현재, 2006).

[그림 4] 장기유가 추이



- 47 -

국가 시기 주요 내용

베네수엘라

2004

～

2006

- 종전 다국적기업 소유의 32개 유전사업에 대해

계약을 변경하여 정부가 60% 이상 지분 확보

- 민간석유기업에 부과하던 로열티(16.6% → 33.3%)와

소득세(34% → 50%) 인상

볼리비아 2006년
- 석유 천연가스사업 소유권을 볼리비아 국영석유

회사(YPFB)에 양도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의무화

2.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2003년 이후 고유가 구도가 고착화 되면서 산유국의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자원민족주의가 대두 되었다. 특히, 최근의 자원 통제

확산은 세계경제 추세와는 반대로 시장주의에서 보호주의로 역행하는 움

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원 통제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러시

아 등 일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전 산유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제 형태도 지분 몰수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서 자국

의 국영석유회사를 앞세워 다수 지분 확보, 계약조건 변경 등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원 통제 강화의 배경은 고유가 구도 지속

에 따라 외국 석유회사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자원보유국의 자원수탈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아졌고, 고유가에도 소비국 수요가 지속됨으로 시장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고유가로 산유국의 수익이

급증하고 자체기술 확보와　서비스 시장 발달로 국제석유회사 의존도가

감소한 것도 자원민족주의 대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석유의 전략적 가치 상승으로 향후에도 자원보

유국의 자국 석유자원에 대한 보호주의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14] 자원민족주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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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PFB가 국가를 대표하여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

유통 판매 권한 행사

- 천연가스 1일 평균생산량이 1억 입방피트를 초

과할 경우 이윤의 82%(종전 50%)를 세금으로 납부

- 지금까지의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에콰도르 2006년

- 국제유가에 연동해 석유회사들이 에콰도르 정부에

수익의 50%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 가결

- 아마존유전에 진출한 미국 석유회사 Occidental 과의

원유채굴계약을 무효화

아르헨티나 2004년
- 2004.10월 새 국영에너지회사(ENARSA)를 설립해

석유 가스 탐사 및 정유 작업을 총괄

카자흐스탄 2006년

- 페트로카자흐스탄을 인수한 중국의 국영석유회사

(CNPC)에 대해 지분의 33% 인수추진

- 페트로카자흐스탄의 종전 모기업인 캐나다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탈루에 대해 정밀 조사

- 카스피해 사트파예프 유전에 대한 OMEL지분

축소(50% → 25%) 추진(2007)

아제르바이잔 2006년
- 신규개발 유전에 대해 국영석유회사(SOCAR)에

지분의 절반이상 부여

러시아

2004

～

2007

- 종전 최대 석유기업 유코스 강제해체 이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주요 부문 인수(2004)

- 가즈프롬의 민영석유회사 시브네프트 인수(2005)

- 가즈프롬이 Shell 등으로부터 사할린2의 가스개발권

지분 51%를 74.5억달러에 매입(2006)

- BP-TNK로 부터 시베리아 코빅타 가스전 지분

확대 추진(2007)

- 구소련국가들에 대한 가스공급가격 인상(2007)

자료 : 한국석유공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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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현황

제 1 절 석유개발사업 참여현황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

제 원자재 파동으로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 경제성장에 직결

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동력자원부의 발

족과 더불어 1979년 석유의 비축과 국내외 석유개발을 위하여 한국석유

공사를 설립하였고 원유도입 방법도 장기계약 도입방식으로의 변경과 함

께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철규, 2003)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78년

12월 5일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염명천, 2006).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석유․가스사업에

대한 투자는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가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인도네

시아 마두라 광구에 처음 진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 3월 석

유공사, 유공(현 SK), 삼환, 현대가 참여한 북예멘 마리브 유전개발사업

이 크게 성공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의 탐사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는 좌절을 맛보았다. 1990년대 초반 기업들

은 석유개발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생산사업으로 자원개발 진출을 다

각화하여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 영국의 캡틴 광구, 페루 8광구 등을

매입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특히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SK가 참

여한 베트남 15-1광구는 국내기업이 탐사단계에서 사업을 주도하여 우

리의 독자기술로 대규모 유전발견에 성공하였으며, 대형유전의 발견에서

부터 생산의 전 과정에 국내의 우수한 석유개발기술 인력이 참여함으로

서 석유개발 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였다. 베트남에서의 석유개발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석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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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전개발에 필요한 대

규모 개발시설물 공사에 한국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여 성사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

여 베트남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향후 베트남과의 우

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석유의 생산기간이 20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원유에 대해 간접 비축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81년 우리나라 기업이 최초로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

참여 기업과 신규참여 사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의 도래로 기업은 대부분의 해외 자원사업을 매각하고, 투자도 감소하여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 이는 국내 민

간기업에 있어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고위험을 수반하므

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참여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자

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종합상사의 경우는 자원개발이 비주력 사업으로

기술, 인력, 사업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표 15] 국내기업 연도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탐사 22 33 29 20 9

개발․생산 2 10 7 11 16

계 24 43 36 31 25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2010)

2010년까지 진행된 해외석유개발 사업은 총 301건이며, 이 중 121건

의 사업이 종료되고 180건의 사업이 세계 36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

료된 사업은 대부분 탐사시추에 실패한 탐사사업이며, 일부는 생산계약

이 만료되어 사업이 종결된 경우도 있다. 2010년말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

탐사사업은 100건, 개발사업은 27건, 생산사업은 53건 등 총 180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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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국내기업 석유개발사업 참여현황

(단위 : 건)

구분 진출국 사업

진행사업 36 180

- 생산사업 19 53

- 개발사업 9 27

- 탐사사업 30 100

종료사업 40 121

총 진출사업 55 301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2010)

[그림 5] 연도별 석유개발사업 참여현황

자료 : 이철규(자원개발아카데미 강의자료, 2009)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수도 2003년 신고유가 시대

도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32개, 2007년 56개, 2008년 76개 기업

으로 급증하고 있다.



- 52 -

[그림 6] 연도별 석유개발사업 참여기업 현황

자료 : 이철규(자원개발아카데미 강의자료, 2009)

제 2 절 석유개발사업 투자현황

외환위기로 1999년도 2개까지 급감하였던 신규참여 사업수는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한때에는 43개까지 급증하였고, 석유․가

스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도 1999년 약 3억불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65억불을 기록하여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석유개발은 일반

광물자원과 달리 규모가 커서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로 대기업이며

사업건수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석유개발에 투자하는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해외석유개발 투자도 확대되었다.(박영호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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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국내기업 석유개발사업 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투자액

연도

투자액

자체
자금

정부
지원액 계 자체

자금
정부

지원액 계

1981 11,494 - 11,494 1996 238,753 91,609 147,144

1982 21,513 - 21,513 1997 564,831 63,109 501,722

1983 32,496 - 32,496 1998 287,175 62,154 225,021

1984 40,522 1,751 18,771 1999 274,224 71,452 202,772

1985 93,193 8,981 84,212 2000 342,383 84,452 257,931

1986 71,335 13,650 57,685 2001 370,832 59,357 311,475

1987 82,861 6,903 75,958 2002 437,040 84,414 352,626

1988 82,375 19,853 62,522 2003 561,420 117,931 443,489

1989 15,593 26,515 89,078 2004 641,714 156,329 485,385

1990 120,073 19,830 100,243 2005 993,358 135,478 857,880

1991 194,165 37,295 156,870 2006 1,993,072 184,044 1,809,028

1992 167,798 41,489 126,309 2007 2,230,717 332,351 1,898,366

1993 176,990 46,990 130,000 2008 3,930,117 267,487 3,662,630

1994 125,603 28,009 97,594 2009 5,186,673 192,572 4,994,101

1995 155,243 75,610 79,633 2010 6,453,977 155,856 6,298,121

자료 : 한국석유공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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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석유개발사업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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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석유공사 사업현황

우리나라가 해외유전개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고 나서부터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원인이 되었던 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2.8달러에서 12달러

로 급상승하였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던 우리 경제에 커다란 시련

을 주었으나 석유소비량이 많지 않아 1년 여 만에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석유파동은 1차 석유파동 이후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석유수입량이 일 50만 배

럴정도 불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적인 충격은 지대하

였다. 국내 유가는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총 337%가 인상되어 1975년

이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던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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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는 유례없는 4.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장

석정, 1994)

두 차례의 원유파동으로 인한 근본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1978년 1월 동력자원부를 신설하였고 1979년 3월 한국

석유공사를 설립하여 원유도입의 원활을 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

로 정부 차원의 석유비축 실현과 자주적인 원유확보를 위한 국내외 석유

개발사업에 착수토록 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설립과 함께 석유비축 시설을 건설하여 일정 물량의

원유비축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자원 외교를 강화하여 해외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도입은 물론 해외유전 개발을 위해 자원 보유국과

의 긴밀한 국제협력을 시도해 나갔다. 한편 동력자원부는 산업 각 분야

의 탈석유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석유 절약에 힘썼고,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 의지를 집결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존의 열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1979년)하였

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 손으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음을 감안 무연탄 등 부존 에너지 자원의 증산에

힘쓰는 한편,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국내 대륙붕 석유자원 개발에도 박

차를 가하게 했다. 한일 대륙붕 공동광구 개발을 비롯해서 독자적으로

단독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석유개발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석유는 경제발전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갈수록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

면서 석유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

으며, 석유자원이 크게 부족한 일본은 ‘자주개발원유’를 국가목표로 설정

했고 미국은 자국의 석유기업을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석유를 전략자원으로 인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해외석유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석유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경제규모 대비 석유의

존도가 여타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석유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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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국가별 경제규모 및 석유소비 규모

구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경제규모

(GDP, 억 달러)

1위

(138,413)

2위

(43,797)

4위

(32,416)

14위

(9,699)

석유소비규모

(천b/d)

1위

(20,689)

3위

(5,051)

2위

(7,855)

7위

(2,371)

1차 에너지 중

석유비중
39.9% 44.2% 19.7% 45.9%

자료 : 지식경제부(2010)

이러한 석유자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의 국영석유기업

과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M&A를 이용해서 주력 자원부문을 강화하고

다른 자원을 다루는 기업과 합병해서 자원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수익구

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의 경

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

하였다. 국제적으로 석유자원 확보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술·자본

집약, 고위험 사업인 석유개발사업은 ‘규모의 대형화’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영석유회사인 석유

공사의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석유기업의 규모(매장장 및

생산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다수의 생산자산과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석유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추

진 방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특히, 생산규모의 확대는 안정적인 Cash

Flow 창출이 가능하고, 광구운영의 기술 및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석유공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해외석유기업 인수를

통해 외적성장과 함께 선진기술력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인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석유개발 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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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2008.6월)>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생산규모를 일일

3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

☞ 생산규모 (‘07년) 5만배럴/일 → (’12년) 30만배럴/일

▪생산규모 및 기술인력을 단기간에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2

년까지 생산규모 20만배럴/일 수준의 해외석유기업 인수 추진

자료 : 지식경제부(2008, 보도자료)

이러한 정부의 석유개발사업 정책변화 이후 석유공사는 기존의 탐사

광구 위주의 사업전략을 해외석유기업 M&A 및 대형 생산광구 매입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해외석유기업을 인수하게 되었다.

[표 19] 석유공사 M&A 및 자산인수 현황

인수대상
인수

시기

일 생산량

(천배럴/일)

매장량

(백만배럴)
비고

페루 Savia Peru사 ‘09. 2월 7 75 M&A

캐나다 Harvest사 ‘09.12월 48 199 M&A

카자흐스탄 Sumbe사 ‘09.12월 1 49 M&A

영국 Dana사 ‘10.12월 48 244 M&A

캐나다 Hunt사 자산 ‘11. 2월 12 51 자산인수

카자흐스탄 Altius사 ‘11. 3월 10 54 M&A

미국 Anadarko사 자산 ‘11. 4월 7 116 자산인수

자료 : 한국석유공사(일생산량 및 매장량은 지분 몫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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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 수립이후 석유공사의 규모는

2011년말 기준 매장량 13억배럴, 일 생산량 22만배럴로 증가하여 정책수

립 당시 세계 100권의 석유회사에서 70위권 석유회사로 도약하였고, 자주

개발률도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림 8] 석유공사 대형화 성과

자료 : 한국석유공사(2012년 수치는 목표치)

[그림 9] 석유공사 매장량 및 생산량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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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석유공사 참여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진출연도 공사지분(%)

탐사

카작 잠빌 2005 9.45%

예멘 4 탐사 2007 28.5%

이라크 바지안 2007 50.4%

이라크 Qush Tappa 2008 80%

Dana 이집트
North Zeit Bay

2010 100%

Dana 모리타니아 7광구 2010 36%

Dana 이집트
South October 2010 65%

개발

카작 ADA 2005 40%

캐나다 블랙골드 2006 100%

예멘 4개발 2007 28.5%

카작 Sumbe 2009 85%

미국 올드홈 2010 23%

생산

동해-1 1998 100%

베트남 11-2 1992 39.75%

베트남 15-1 1998 14.25%

미국 Ankor 2008 80%

캐나다 Harvest 2009 100%

페루 Savia Peru 2009 50%

영국 Dana 2010 100%

영국 캡틴 1996 15%

페루 8 1996 20%

인니 SES 2002 8.91%

자료 : 한국석유공사(2010)



- 60 -

제 6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석유개발사업 활성화 측정지표로는 국내기업

의 석유개발사업 분야 신규참여 사업 수와 연도별 투자액의 2가지 성과

지표가 활용되었다.

1) 민간기업

민간기업의 경우 신규참여 사업의 평균은 9.8(개)로, 최소값은 1982년

의 0(개)이며, 최대값은 2007년의 43(개)를 나타내었다. 투자액의 평균은

약 529,961(천달러)이며 최소값은 약 11,494(천달러)이며 최대값은 2008년

의 3,015,608(천달러)이다.

[표 21-1] 민간기업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규참여 사업 30 .00 43.00 9.7333 10.80847

투자액 30 11494.00 3015608.00 529961.2667 8.31529

유효수
(목록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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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공기업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2-2]와 같다. 신규참여

사업의 평균은 7.3667(개)로, 최소값은 0(개)이며, 최대값은 2010년의

129(개)를 나타내었다. 투자액의 평균은 약 388.411(천달러)이며 최소값은

약 35(천달러)이며 최대값은 2010년의 3,477,627(천달러)이다.

[표 21-2] 공기업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규참여 사업 30 .00 129.00 7.3667 23.2813

투자액 30 35.00 3477627.00 388411.6923 9.31847

유효수
(목록별)

30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

내외 경영환경과 관련된 변수를 대외변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하

였다. 대외변수의 하위지표로는 국제유가, 환율, LIBOR금리를 활용하였

으며, 대내변수는 현금성자산비율과 부채비율, 정책변수는 정부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 등 총 7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1)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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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22-1]은 민간기업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대외변수에 해당하는 국제유가는 평균은 약 30.6497(달러)이며

최소값은 12.21(달러), 최대값은 94.29(달러)이다. 환율의 경우 평균이 약

645.6217(원)로 최소값은 671.379(원) 최대값은 1398.88(원)이다. 국내기업

의 외화자금 조달금리를 나타내는 LIBOR금리는 평균이 약 5.3940(%)

최소값은 0.34(%), 최대값은 9.28(%)이다.

국내기업의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대내변수의 현금성자산비율은 평균

이 7.4937(%)로 최소값은 5.00(%), 최대값은 12.36(%)이다. 부채비율은

평균 251.7740(%)이며 최소값은 98.88(%)이며 최대값은 451.50(%)로 측

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정책변수의 정부

지원액은 평균 약 89,091(천달러)이며 최소값은 약 6,903(천달러), 최대값

은 약 332,351(천달러)이다. 공기업 참여하는 컨소시엄구성의 경우 평균

은 3.2667(회) 최소값은 0(회), 최대값은 8(회)로 측정되었다.

[표 22-1] 민간기업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제유가 30 12.21 94.29 30.6497 21.37285

환율 30 671.38 1398.88 945.6217 213.89967

LIBOR금리 30 .34 9.28 5.3940 2.64834

현금성자산
비율 30 5.00 12.36 7.4937 2.44090

부채비율 30 98.88 451.50 251.7740 107.47244

정부 지원액 30 6903.00 332351.0 89091.5111 81540.88047

컨소시엄
구성 30 .00 8.00 3.2667 2.75347

유효수
(목록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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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제유가 30 12.21 94.29 30.6497 21.37285

환율 30 671.38 1398.88 945.6217 213.89967

LIBOR금리 30 .34 9.28 5.3940 2.64834

현금성자산

비율
30 .00 36.10 7.9913 7.82463

부채비율 30 4.30 434.30 127.7057 90.34775

정부
지원액 30 6903.00 1241948.00 201687.2593 3.29968

컨소시엄

구성
30 .00 8.00 3.2667 2.75347

유효수
(목록별)

30

2) 공기업

다음 [표 22-2]는 공기업의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수 중 대외변수인 국제유가, 환율, LIBOR금리는 민간기

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대내변수 중 현금성자산비율은 평균이 7.9913(%)

이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6.10(%)로 측정되었다. 정책변수 중 정

부지원액은 에너지 및 자원자원특별회계의 석유개발사업 융자액에 정부

의 석유공사 출자액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정부지원액의 평균은 약

21,387(천달러)이며 최소값은 약 6,903(천달러), 최대값은 약 1,241,948(천

달러)로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에 따라 대규모 출자가 이루어진

2010년에 해당한다. 컨소시엄구성의 경우 평균은 3.2667(회) 최소값은 0

(회), 최대값은 8(회)로 측정되었다.

[표 22-2] 공기업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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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1. 민간기업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23-1]은 민간기업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표 23-1] 민간기업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국제

유가
환율

LIBOR

금리

현금성

자산

비율

부채

비율

정부

지원액

컨소

시엄

구성

국제

유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환율

Pearson
상관계수 .310

유의확률 .095

LIBOR

금리

Pearson
상관계수 -.500** -.636**

유의확률 .009 .000

현금성

자산

비율

Pearson
상관계수 .780** .482** -.679**

유의확률 .000 .007 .000

부채

비율

Pearson
상관계수 -.635** -.645** .667** -.85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정부

지원액

Pearson
상관계수 .861** .407* -.523** .858** -.782**

유의확률 .000 .035 .006 .000 .000

컨소

시엄

구성

Pearson
상관계수 .016 .334 -.242 .260 -.388* .241

유의확률 .935 .071 .233 .166 .034 .225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 (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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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23-2]는 민간기업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표 23-2] 공기업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국제

유가
환율

LIBOR

금리

현금성

자산

비율

부채

비율

정부
지원
액

컨소

시엄

구성

국제

유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N

환율

Pearson
상관계수 .310

유의확률 .095

LIBOR

금리

Pearson
상관계수 -.500** -.636**

유의확률 .009 .000

현금성

자산

비율

Pearson
상관계수 .078 -.544** .369**

유의확률 .682 .002 .063

부채

비율

Pearson
상관계수 -.378* -.169 -.059 -.292

유의확률 .040 .371 .773 .118

정부

지원액

Pearson
상관계수 .930** .339 -.530** -.085 -.284

유의확률 .000 .084 .005 .072 .151

컨소

시엄

구성

Pearson
상관계수 .016 .334 -.242 -.491** .155 .012

유의확률 .935 .071 .233 .006 .414 .952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 (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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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version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기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설정된 신규참여 사업과 투자액을 민간기

업과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신규참여 사업은 석유개발사업

특성상 탐사사업과 생산사업의 경우 사업리스크, 투자회임기간, 초기 투

자비 등 많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신규참여사업 분석과 더불어

탐사사업과 생산사업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24] 다중회귀분석 현황

종속변수 분석대상

1. 신규참여사업(전체사업)

1-1. 신규참여사업(탐사사업)

1-2. 신규참여사업(생산사업)

민간기업 vs 공기업

2. 투자액 민간기업 vs 공기업

※ 탐사사업 : 석유개발사업의 초기단계로 사업리스크가 높고, 생산단계

까지 5∼7년 소요, 생산사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적음

※ 생산사업 : 탐사단계를 통해 석유부족과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으로

개발·생산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 소요

또한 최성희, 송무헌(2006)의 선행연구에서 유가가 미국 석유상류부문

M&A에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가를 전기

(t-1), 당기(t), 차기(t+1) 구분하여 유가의 시차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

[표 25] 유가의 시차분석

구 분 국제유가(t-1) 국제유가(t) 국제유가(t+1)

종속변수
①신규참여사업

②투자액

①신규참여사업

②투자액

①신규참여사업

②투자액

※ (t-1) : 전년도 평균유가, (t) : 당해 연도 평균유가, (t+1) 차년도 평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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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참여 사업의 경우

본 연구에서 종속지표로 설정한 신규참여 사업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민간기업은 국제유가, 재무안정성, 정

부지원액, 컨소시엄 구성이다. 4가지 지표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액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6] 신규참여 사업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신규참여 사업

민간기업 공기업

intercept
-26.574

0.123

32.922

0.573

독립

변수

대
외
변
수

국제유가
0.245**

0.002

-0.788

0.295

환율
-0.004

0.555

-0.002

0.966

자금조달금리
0.863

0.118

-2.450

0.430

대
내

변
수

투자여력
0.819

0.326

-1.019

0.573

재무안정성
0.060**

0.004

-0.005

0.930

정
책
변
수

정부 지원액
6.929**

0.007

0.000**

0.003

컨소시엄 구성
0.801**

0.016

-0.976

0.552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2.950

0.045

6.994

0.380

연도 Dummy
0.300

0.365

-0.752

0.730

R
2

0.952 0.748

adjusted R
2

0.924 0.596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유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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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규참여 사업(탐사사업)의 경우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 중 탐사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국제유가, 자금조달금리, 정부지원액, 컨소시엄 구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자금조달금리 및 컨소시엄 구성은

유의수준 0.05에서 정(+)의 영향을, 정부지원액은 유의수준 0.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액만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 신규참여 사업(탐사사업)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신규참여 사업(탐사사업)

민간기업 공기업

intercept
-2.080
0.875

26.049
0.249

독립

변수

대외

변수

국제유가
0.142**

0.017
-0.155
0.582

환율
-0.008
0.154

-0.005
0.722

자금조달금리
0.895**

0.048
-0.788
0.503

대내

변수

투자여력
0.368
0.577

-0.700
0.314

재무안정성
0.019
0.200

-0.003
0.875

정책

변수

정부 지원액
7.520***

0.001
4.088**

0.007

컨소시엄 구성
0.602**

0.022
-0.275
0.659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3.177
0.010

-0.995
0.740

연도 Dummy
-0.111
0.672

-0.491
0.555

R2 0.948 0.761

adjusted R2 0.916 0.618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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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규참여 사업(생산사업)의 경우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 중 생산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부채비율로 측정된 재무안정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액이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26-2] 신규참여 사업(생산사업)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신규참여 사업(생산사업)

민간기업 공기업

intercept
-24.494

0.117

11.081

0.166

독립

변수

대
외

변
수

국제유가
0.103

0.107

-0.147

0.149

환율
0.004

0.518

0.003

0.554

자금조달금리
-0.032

0.947

0.035

0.932

대
내

변
수

투자여력
0.451

0.546

-0.249

0.307

재무안정성
0.041**

0.022

0.004

0.622

정
책

변
수

정부 지원액
-5.911

0.775

2.322***

0.000

컨소시엄 구성
0.199

0.465

-0.315

0.161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0.227

0.855

-3.058

0.010

연도 Dummy
0.411

0.179

-0.265

0.367

R2 0.691 0.879

adjusted R
2

0.506 0.807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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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액의 경우

종속변수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자체자금의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국제유가와 부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는 유의수준 0.0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부채비율은 유

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액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투자액 다중회기분석 결과

구 분
투 자 액

민간기업 공기업

intercept
111918.136

0.927

2134506.937

0.302

독립

변수

대
외

변
수

국제유가
41673.527***

0.000

-17141.899

0.510

환율
-353.395

0.466

495.700

0.692

자금조달금리
-81920.837**

0.050

122.774

0.999

대
내

변
수

투자여력
-72600.936

0.243

-54345.017

0.393

재무안정성
1046.863

0.438

700.655

0.727

정
책

변
수

정부 지원액
0.719

0.671

3.111**

0.020

컨소시엄 구성
-1283.747

0.954

-64605.887

0.267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76487.096

0.455

-670686.653

0.025

연도 Dummy
3956.066

0.870

-39458.470

0.605

R2 0.958 0.761

adjusted R
2

0.932 0.617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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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의 시차에 따른 분석결과

3-1 신규참여 사업의 경우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경우 전기(t),

당기(t), 차기(t+1)의 유가가 모두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독립변수의 유의성도 변화가 없었다.

[표 28-1] 신규참여 사업 다중회귀분석 결과(민간기업)

구 분
신규참여 사업

유가(t-1) 유가(t) 유가(t+1)

intercept
-32.565

0.089

-26.574

0.123

-23.674

0.203

독립

변수

대외

변수

국제유가
0.228**

0.011

0.245**

0.002

0.218**

0.008

환율
-0.007

0.330

-0.004

0.555

-0.002

0.767

자금조달금리
0.992

0.104

0.863

0.118

0.907

0.128

대내

변수

투자여력
0.876

0.344

0.819

0.326

0.214

0.824

재무안정성
0.056**

0.013

0.060**

0.004

0.067**

0.003

정책

변수

정부 지원액
7.382**

0.009

6.929**

0.007

8.951***

0.001

컨소시엄 구성
0.629*

0.061

0.801**

0.016

0.714**

0.037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0.169

0.922

-2.950

0.045

-3.855

0.023

연도 Dummy
0.616

0.094

0.300

0.365

0.227

0.537

R2 0.942 0.952 0.944

adjusted R2 0.907 0.924 0.911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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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차기(t+1) 유가만이 종속변수인 신규참여 사업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차기(t+1) 유가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8-2] 신규참여 사업 다중회귀분석 결과(공기업)

구 분
신규참여 사업

유가(t-1) 유가(t) 유가(t+1)

intercept
36.806

0.568

32.922

0.573

28.504

0.606

독립

변수

대
외

변
수

국제유가
0.024

0.965

-0.788

0.295

0.590*

0.098

환율
0.007

0.856

-0.002

0.966

0.028

0.427

자금조달금리
-3.507

0.267

-2.450

0.430

-3.237

0.251

대
내

변
수

투자여력
-2.061

0.204

-1.019

0.573

-2.615*

0.090

재무안정성
0.016

0.776

-0.005

0.930

0.044

0.414

정
책

변
수

정부 지원액
9.335**

0.011

0.000**

0.003

8.172**

0.004

컨소시엄 구성
-0.614

0.711

-0.976

0.552

-0.049

0.975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8.746

0.461

6.994

0.380

7.602

0.309

연도 Dummy
-2.326

0.175

-0.752

0.730

-4.134

0.037

R
2

0.728 0.748 0.775

adjusted R
2

0.565 0.596 0.640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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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투자액의 경우

종속변수로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경우는 전기(t), 당기

(t), 차기(t+1)의 유가가 모두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었다. 전기(t-1) 및 당기(t)는 유의수준 0.001에서, 차기(t+1)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1] 투자액 다중회귀분석 결과(민간기업)

구 분
투자액

유가(t-1) 유가(t) 유가(t+1)

intercept
-903853.602

0.612

111918.136

0.927

231733.788

0.920

독립

변수

대
외

변
수

국제

유가

38993.568***

0.000

41673.527***

0.000

28735.256**

0.006

환율
-926.629

0.204

-353.395

0.466

-131.344

0.884

자금

조달금리

-60296.066

0.297

-81920.837**

0.050

-65161.378

0.377

대
내

변
수

투자

여력

-63965.782

0.475

-72600.936

0.243

-128028.861

0.303

재무

건전성

277.340

0.888

1046.863

0.438

2089.931

0.405

정
책

변
수

정부
지원액

1.444

0.560

0.719

0.671

4.625

0.129

컨소시
엄 구성

-29975.791

0.338

-1283.747

0.954

-3.946.946

0.448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552574.397

0.005

76487.096

0.455

-27426.72

0.889

연도 Dummy
57564.025

0.107

3956.066

0.870

6014.364

0.897

R
2

0.910 0.958 0.854

adjusted R2 0.856 0.932 0.766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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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차기(t+1) 유가만이 종속변수인 투자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차기(t+1) 유가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2] 투자액 다중회귀분석 결과(공기업)

구 분
투자액

유가(t-1) 유가(t) 유가(t+1)

intercept
36.806

0.568

2134506.937

0.302

1840773.460

0.305

독립

변수

대
외

변
수

국제

유가

0.024

0.965

-17141.899

0.510

25376.386**

0.031

환율
0.007

0.856

495.700

0.692

1607.183

0.168

자금

조달금리

-3.507

0.267

122.774

0.999

-11836.689

0.893

대
내

변
수

투자

여력

-2.061

0.204

-54345.017

0.393

-101019.932**

0.045

재무

건전성

0.016

0.776

700.655

0.727

2379.657

0.178

정
책

변
수

정부
지원액

9.335**

0.011

3.111**

0.020

2.021**

0.021

컨소시
엄 구성

-0.614

0.711

-64605.887

0.267

-32396.342

0.515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8.746

0.461

-670686.653

0.025

-673810.569

0.011

연도 Dummy
-2.326

0.175

-39458.470

0.605

-151562.702

0.19

R
2

0.728 0.761 0.821

adjusted R2 0.565 0.617 0.713

주 : ***는 1% 수준에서 유의, **는 5% 수준에서 의의, *는 10%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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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검증 결과

〈가설 1〉대외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

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 자금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은 대외변수가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변수의 하위지표로 설

정된 국제유가, 환율, 자금조달 금리를 검정하여보면, 먼저 민간기업의

경우는 국제유가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신규참여 사업 수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1-1>이 채택된

다. 공기업의 경우는 대외변수의 하위지표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아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추가적으로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참여 사업을 탐사사

업과 생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가

설을 검정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탐사사업에서 국제유가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어 <가설1-1>이 채택

되며, 생산사업의 경우는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공기업의 경우는 탐사사

업과 생산사업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모든 가설이 기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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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대내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

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는 대내변수가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변수의 하위지표로 설

정한 현금성자산비율과 부채비율을 검정하여 보면, 먼저 민간기업의 경

우는 부채비율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

를 나타냈으나, <가설 2-1>의 부(-)의 효과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어

가설이 기각되어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공기업의 경우는 하위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 하여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추가적으로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참여 사업을 탐사사

업과 생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가

설을 검정하면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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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정책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2 : 컨소시엄 구성 횟수가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

개발사업 신규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은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에 따른 정책변수가 국내기업의 해

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지

표로 설정한 정부 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을 검정해 보면, 먼저 민간기

업의 경우는 정책변수의 2가지 하위지표인 정부 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

이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1>과 <가설 3-2>가 채택된다. 공기업의 경우

는 정부 지원액이 유의수순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어 <가설 3-1>이 채택된다.

추가적으로 신규참여 사업을 탐사사업과 생산사업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검정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탐사사업에서는 정부 지원액이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설 3-1>이 채택되고, 컨소시엄 구성도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어 <가설 3-2>도 채택된다. 반면 생

산사업에서는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공기업의 경우는 탐사사업과 생산

사업에서 정부지원액이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

타내어, <가설 3-1>이 채택된다.

이러한 가설검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부의 정책변수가 민간기

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 특히 탐사사업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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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대외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

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3 : 자금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은 대외변수가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변수의 하위지표로 설정된

국제유가, 환율, 자금조달 금리가 투자액에 미친 영향을 검정하여보면,

먼저 민간기업의 경우는 국제유가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1>이 채택되며,

자금조달 금리도 유의수준 0.05에서 민간기업의 투자액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3>이 채택된다. 반면 공기업의 경

우는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가설 5〉대내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유의미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

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5-2 :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

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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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은 대외변수가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성자산으로 측정된 투자여

력 및 부채비율로 측정된 재무안정성을 검정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모든

가설이 기각되며, 공기업의 경우도 모든 가설이 기각된다.

〈가설 6〉정책변수는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6-2 : 컨소시엄 구성 횟수가 증가하면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

개발사업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6>은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에 따른 정책변수가 국내기업의 해

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

지표인 정부 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을 검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기업의 경우는 정부 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 지표 모두 통

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가설이 가각된다.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지

원액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

므로 <가설 6-1>이 채택된다.

이러한 가설검정 결과는 정부의 정책변수가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검정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참여 및 투자액 모두에서 정부지원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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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가설검정 결과

가설 가설내용 하위지표
검정결과

민간기업 공기업

가설1
대외변수는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유가
채택**

(+)
기각

환율 기각 기각

자금조달

금리
기각 기각

가설2
대내변수는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금성

자산비율
기각 기각

부채비율 기각 기각

가설3
정책변수는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지원액

채택**

(+)

채택**

(+)

컨소시엄

구성

채택**

(+)
기각

가설4
대외변수는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유가
채택***

(+)
기각

환율 기각 기각

자금조달

금리

채택**

(-)
기각

가설5
대내변수는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금성

자산비율
기각 기각

부채비율 기각 기각

가설6
정책변수는 석유개발사업

투자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지원액
기각

채택**

(+)

컨소시엄

구성
기각 기각

*<0.1, **<0.05, ***<0.001

※ 가설 1∼3은 신규참여 사업(전체)을 대상으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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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High risk, high return으로 대변되는 석유개발사업 참

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대외변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

하고 3가지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8가지의 하위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하위지표가 석유개발사업 신규참여 사업 수와 투자액에 미

치는 영향을 국내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을 고려한 경우는 민간기업은 국제유가, 부

채비율, 정부지원액 및 컨소시엄 구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액만

이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어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석유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참여 사업을

탐사사업과 생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공기업은 탐사사업과 생산사업에서 동일하게

정부 지원액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탐사사

업과 생산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즉, 탐사

사업에서는 국제유가, 자금조달 금리, 정부지원액 및 컨소시엄 구성이 영

향을 미쳤으나 생산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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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투자액을 고려한 경우는 민간기업은 국제유가

및 자금조달 금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는 유의

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자금조달 금리는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공기업의 경우

에는 정부 지원액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종속변수로 투자액을 고려한 경우에서도 민간

기업과 공기업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유가의 시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민간기업의 경

우는 전기(t-1), 당기(t), 차기(t+1)의 유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공기업의 경우는 차기(t+1)의 유가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민간기업과 공기업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민간기업은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을 고려한 경우와 투자액을 고려한

경우가 상이한 결과가 관찰되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공기업 보다 다

양하게 관찰되었다. 반면에 공기업은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을 고려

한 경우와 투자액을 고려한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정부 지원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대개

민간기업을 대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개발사업에 관한 국내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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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

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민간기

업의 경우는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을 고려시 정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지만 종속변수로 투자액을 고려한 경

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이 민

간기업의 신규참여 유도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신규참여 사업을 탐사사업과

생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정책변수는 탐사사업에서만 정

(+)의 유의성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공기업의 경

우는 종속변수로 신규참여 사업 및 투자액을 고려한 경우 모두에서 정부

지원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어 공공부문에는

정부의 석유개발정책이 실효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정부는 2010년에 수립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1년 말 자주개발률은 13.7%로 2007년 4.2%에 비교하면

급속히 향상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주개발률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된 주요한 원인은 2008년 정

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에 따라 석유공사가 지속적으로 대형 생산자

산과 해외석유기업을 인수한 결과이나, 장기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주개발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탐사사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부문의

사업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 지원액과 컨소시엄 구성으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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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변수는 민간기업의 신규참여사업, 특히 탐사사업의 신규참여

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지만, 생산사업이나 투자액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생산사업 참

여 및 투자액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다변화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정책변수인 정부 지원액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지만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및 투자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좀 더

다양한 환경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요인을 대외변수, 대내변수, 정책변수로 구분하

고 8개의 하위지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중 대내변수는

기업의 현금성자산비율 및 부채비율을 하위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지난 30

년간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개별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한국은행에서 1960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

영분석의 제조업 재무제표를 준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민간기업의 다

중회기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독립변

수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일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과 보다 정밀한 실

증분석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민

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를 바탕으로 석유개발사업에서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역할정립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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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of overseas oil

business

Park, Si-ly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90% of energy consumption of our country is dependent on

overseas source and the ratio of oil among national energy mix

reaches approximately 40%. Under this background, stable

securement of oil resources is an important national task for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in particular, considering new high

oil price situation being sustained since 2004 and the situation

that resource nationalism of oil producing countries is being

intensified, importance of oil resources is increased than ever.

However, based on 2010, the Self Sufficiency rate that means

production volume being developed and secured by domestic

enterprises compared with oil import volume is 10.8% which is

very low when comparing it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e.g.,

France (105%), Italy (51%), China (30%) and Japan (23%))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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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verseas dependency on oil resources is as high as that

of our country. The reason of this reality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number of enterprise specialized in oil development is

limited and participation rate of domestic enterprises has been

low in terms of features of E&P business represented by High

risk-High return.

This study intended to look for a policy implication for

activation of E&P business by empirically analyzing factors that

may affect participation in E&P business of domestic

enterprise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an empirical

analysis for yearly projects to be newly participated and

investment amount was used by dividing variables that may

affect participation in oil development project into external

variable, internal variable and policy variable. In addition, a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was

evaluated by dividing analysis target into private enterprise and

public enterprise.

In case of considering the projects to be newly participated by

taking the analysis result as a dependent variable, international

oil price, debt ratio, governmental support amount and

organization of consortium were represented to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private enterprises

statistically.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public enterprises,

only governmental support amount was represented to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thereon statistic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investment amount as a dependent

variable, international oil price and interest of financing

arrangement were represented to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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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nterprises statistically. In case of public enterprises,

only governmental support amount was represented to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thereon statistically in the

same way as the projects to be newly participate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centives in oil development project between

private enterprise and public enterprise. In particular,

governmental support amount and organization of consortium

that were utilized as policy variable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new participation by private enterprises but not on

investment amount.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public

enterprises, statistic significance of governmental support

amount was observed in both the projects to be newly

participated and investment amount. From this result, it could

be judged that oi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effective for inducing new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but did not exert its influence on actual investment. In addition,

even in the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by dividing the newly

participating projects into oil exploration project and production

project in order to back up this judgment, in case of private

enterprise, policy variable was represented to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exploration project statistically but not

on production project that requires large-scaled investment

amoun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goal of reinforcing

energy security by increasing national independent development

rate up to 30% by 2019. As a part of implementing this policy

goal achievement,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ed expansion

of Korean National Oil Corporation and the achievement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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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policy led to rapid increase of independent

development rate from 4.2% in 2007 to 13.7% in 2011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n order to achieve independent

development rate of 30%, investment expansion of private sector

is inevitable and for this objective, policy diversification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

keywords : E&P business, self sufficiency rate

Student Number : 2011-2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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