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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연도별로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 분석모형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되, 정유 부문을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부문에 대한 효과와 타 부문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였다. 정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정량화하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1993년도부터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한 수준(1.1912, 2012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1990년에서 1998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
는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1174, 2012년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1.300(명/10억원)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와 비교
하여 현시점의 국내 석유 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향후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정유 부문, 석유제품, 산업연관분석, 수요유도형 모형, 외생화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yearly economic effects of petroleum 
products sector. Inter-industry tables published 1990∼2012 are used in this study. Especially petroleum 
products sector is specified as exogenou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n own and other sector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ase of annual production inducing-effect, 
show the downward trend from 1993 to 2008. and It seemed to be constant from 2009 to 2012. The 
value-added inducing-effect, from 1990 to 1998, shows a rising trend. the since 1998, it was found to decline 
steadily. Employment-inducing effect is shown a steadily decreasing trend from 1990 to 2008, and has been 
kept constant from 2010 at the level under 1.300(person/one billion won). These results of in comparison 
with the past are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objectively evaluate the domestic oil industry at the present 
time. and it can be usefully utilized to predict the economic effect of future oil industry.

Key words : petroleum reinery sector, inter-industry analysis, demand-driven model, exogenous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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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한국의 석유산업은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이 주력업종으로 성장시키면서 발전의 기

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7년 석유산업자유화로 석

유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에 석유제품의 다양

화 및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생산되면서 한국의 석

유제품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홍준석, 
2012). 이와 함께 석유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의 성장

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 및 인도와 같

은 신흥국의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수출

을 바탕으로한 한국의 석유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

루게 되었다. 석유산업은 2013년 기준 3년 연속 연간 

5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으며, 주요 국가기반산업인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품을 제치고 3년 누적 

수출액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원유정제 능

력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수출량

은 1990년대 이후 약 다섯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현
재 한국 시장에서 과점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정유

사(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정제공장 중 세 곳을 보유하고 있

기도 하다.
이러한 석유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1990년대 초기 급속한 내수의 증가 및 대기업의 

투자, 중국의 수요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

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정책을 통산 석유산업의 형성과 확장, 198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 내수의 증가와 대기업의 투자로 인

한 국제경쟁력 확보, 1997년 석유산업자유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과 중국 수요의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변하게 되면서,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이 민

생안정화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2015)은 세계 석유공급량의 증가와 석유 수요 증가

세의 둔화, 달러 강세 등을 유가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미지역 셰일오일과 오일샌드 생산의 지

속적인 증가로 석유공급의 과잉이 발생했고, 최근 국

제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세도 함께 둔

화되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석유수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4년 2/4분기 이후 세계 석유

수요 증가폭이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평

균 $63/b을 기록하며, 작년($84/b)대비 34.5%까지 하

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5).
이러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가가 10% 하락하는 경

우 국내 전산업에 대해서 0.67% 만큼의 생산비용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의 생산비

도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력차이로 결

정되는 국가 수출규모의 증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석유화학 및 정유제품은 생산

비용보다 판매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오

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및 

정유제품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최근 국제 저성장

세로 인한 투자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유가하락은 국내 주요 기간산업의 구조변화를 초

래할 수도 있다.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친환경자

동차 판매 및 수출이 부진이 예상되며, 조선 산업의 

해양플랜트 및 친환경선박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우

려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관련 R&D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 될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15).
국내 석유 산업의 부진은 국제 유가 하락 때문만은 

아니다. 가정 및 산업단지에 쓰이는 발전용 연료가 석

유에서 가스, 원자력, 지역난방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

에 따라 지속적으로 석유연료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총에너지에서 에너지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석

유화 속도는 OECD 34개 국가 중 1위로 평가된다. 에
너지 절약 기술이 발달하고 저비용 발전원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석유 산업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석유산업의 변

화가 국가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었는지 산업

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석

유산업의 현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내

용을 본 논문에 포함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

서는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산업연관분

석을 위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인 산업연관표를 소개하고, 제5절
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절인 제6절에서

는 결론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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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

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

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

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

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

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

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Miller and 
Blair, 1985).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중

간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간재를 로 나타내고 아래

에 첨자를 붙여서  라고 표기하면 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양을 의미한다.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 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산출구조

에 대한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  )이며, 이를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 또
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한다. 이 비율

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

입된 산업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

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

계를 나타낸다. 식 (1)은 특정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

한 최종 용도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 (1)과 달리 산업연관표에서 라는 산업을 열(列)

로 보면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 투입()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2)
로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

으로 나눈 것이며(  ),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라고 한다.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

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

가치(즉, 임금, 이윤, 세금 등)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1)을 전 산업에 대해 축약된 행렬식으로 나타내

면 식 (3)이 된다.
 
 ′  ′ (3)

여기서, 는 로 이루어진 ×행렬, 는 로 

이루어진 ×행렬, 은 1을 원소로 하는 ×행렬

을 의미하며, ′은 전치한 것(transpose)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으로 이루어진 투입계수 행렬이다. 
즉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한다.















⋮


, 











  ⋯ 
  ⋯ 
⋮ ⋮ ⋱ ⋮
 ⋯ 

, 













⋮


, 













⋮


이 때, 투입계수행렬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한다. 또한 은 행벡터인 의 원소를 대각행렬

로 나타낸 것으로,  ′이다. 식 (3)을 정리하여 

다시 쓰면 식 (4)가 된다. 여기서, 는 차원 단위행렬

이다. 
 
  (4)

3. 수요유도형 모형
 

3-1. 수요유도형 모형의 개요

식 (4)로 나타낸 것을 특별히 수요유도형(demand-
driven model) 모형이라고 한다. 이는 식 (4)를 이용

하여 최종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출

량( )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유 

부문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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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부문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국내에서의 파급효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입 부문을 제외하여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다 엄

밀한 의미에서, 정유 부문이 경제에 유발시키는 효과

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거래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 ㄸ라서 식 (4)를 국산거래표의 수요유도형 모형으

로 재구성하면 식 (5)이 된다.

    (5)

3-2.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란 어떤 산업의 생산이 1원만큼 증가

하였을 때, 그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분석 대상 산업에 대한 중간수

요 및 최종수요와 상호 연관지을 수 있으므로, 산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분석대상 산업( )
을 외생화한 행렬에 ‘ '란 상첨자를 붙여 정리하면 다

음 식이 유도된다.

∆  ∆ (6)

여기서, ∆는 분석대상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 변화분을 의미한다.  는 투입

계수행렬에서 부분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

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는 투입계수

행렬 의 부문을 구하는 열벡터에서 부문 원소를 

제외하고 남은 열벡터이며, 는 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식 (6)은 분석대상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

발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 분석대상 산업 부문의 산

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인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분석대상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부문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

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로, 식 (6)으로

부터 해당산업의 총산출 또는 총투자로 인한 파급효

과를 구할 수 있다(Yoo and Yang, 1999).

3-3.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란 어떤 산업에서의 생산이 1원

만큼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을 제외한 타 부문의 부

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분석대

상 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대상 산업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

도된다. 

∆ ∆ (7)

∆는 분석대상인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 변화분을 의미한다. 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분석 대상 산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

고 남은 행렬을 의미한다. 식 (7)을 통해 분석 대상 산

업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3-4.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란 어떤 산업에서의 생산이 1원만큼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을 제외한 타 부문의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최종수요와 취업

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

수를 기초로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한다. 취업계수

()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
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한다. 를 생

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취업자 수는 식 (8)로 표현할 

수 있다. 

  (8)

식 (8)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한

다. 단, 은 취업계수행렬의 대각행렬이다. 취업유발

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

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분석대상 산업 부문의 산출액이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산업 부문을 외생화 시켜

야 한다. 분석대상 산업 부문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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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분석대상 산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

자수를 나타내며,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분석

대상 산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4. 분석에 사용된 자료: 연도별 산업연관표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유 부문은 한국은

행 산업분류표 대분류의 ‘석유 및 석탄제품’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유 부문은 한국은행 산업분

류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서 ‘석유제품’으로 별도의 

부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정유 부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분류표에서 제시하는 ‘석유제

품’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한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

근에 발표한 2012년 산업연관표와 그 이전에 나온 

1990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산업연관표이다. 한국은행은 5년 단위로 산업

연관표 실측표를 작성하며, 그 중간에 부분적인 조사

를 통해 연장표를 발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사용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산업연관표

는 실측표에 해당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한 산업연관

표는 연장표에 해당한다. 분석에 사용된 총 14개의 산

업연관표는 연도에 따라 부문분류의 기준이 다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 산업연관표는 대분류 30
부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부문, 기본부문 384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Table 1과 같이 과거의 산

업연관표와 부문분류 기준이 상이하며, 본 논문의 분

석대상인 정유 부문의 분류코드도 연도별로 다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 산업연

관표와 과거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현재의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과거와 비교해보

는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정유 부문 효과와 나머

지 타 산업효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5. 분석 결과

5-1. 2012년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본 논문은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연도별 정

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를 구하였다. Table 3은 2012년 정유 부문의 생

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2년 정유 부문의 1원 

생산에 따른 부문별 생산유발효과를 구한 결과 화학제

품(제7부문) 부문이 0.0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소매서비스(제19부문) 부문이 0.0250원, 전력, 가스 및 

증기(제16부문) 부문은 0.0209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제27부문)부문이 0.0002원으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도소매서비스(제19부문) 

부문이 0.012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운송서비스(제
20부문) 부문 0.0204원, 화학제품(제7부문)부문 0.0051
원 순이었으며 석탄제품(제6부문)부문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가장 낮았다.
끝으로 2012년 정유 부문에서 10억원(2012년 경상

가격 기준) 생산으로 인해 타 부문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서비스(제19부
문) 부문이 10억원당 0.3573명으로 가장 많은 취업을 

산업연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분석대상(코드)

1990년, 1993년 29부문 75부문 163부문 405부문
중분류 기준 
석유제품(34)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8부문 77부문 168부문 402부문

중분류 기준 
석유제품(28)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8부문 78부문 168부문 403부문
중분류 기준 
석유제품(23)

2012년 30부문 82부문 161부문 384부문
소분류 기준 
석유제품(37)

Table 1. 연도별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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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타(제28부문)부문이 

가장 낮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냈다.이와 같이 2012년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문 부문명
생산유발효과

(원) 순위
부가가치

유발효과(원) 순위
취업유발효과

(명/10억원) 순위

1 농림수산품 0.0009 24 0.0005 22 0.0230 12

2 광산품 0.0009 23 0.0006 20 0.0032 27

3 음식료품 0.0017 20 0.0003 26 0.0056 25

4 섬유 및 가죽제품 0.0014 22 0.0003 24 0.0064 24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031 15 0.0008 16 0.0147 14

6 석탄제품 0.0004 29 0.0000 30 0.0000 30

7 화학제품 0.0271 1 0.0051 3 0.0339 9

8 비금속광물제품 0.0007 26 0.0002 28 0.0018 28

9 1차 금속제품 0.0126 6 0.0016 12 0.0083 19

10 금속제품 0.0133 5 0.0038 7 0.0330 10

11 기계 및 장비 0.0106 7 0.0029 10 0.0313 11

12 전기 및 전자기기 0.0055 11 0.0014 13 0.0079 22

13 정밀기기 0.0022 17 0.0007 19 0.0080 20

14 운송장비 0.0023 16 0.0005 21 0.0043 26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018 19 0.0007 17 0.0130 16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0209 3 0.0038 6 0.0132 15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014 21 0.0007 18 0.0100 18

18 건설 0.0008 25 0.0003 27 0.0068 23

19 도소매서비스 0.0250 2 0.0128 1 0.3573 1

20 운송서비스 0.0204 4 0.0066 2 0.2058 2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034 14 0.0013 14 0.0619 5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076 10 0.0033 8 0.0446 7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081 8 0.0043 5 0.0430 8

24 부동산 및 임대 0.0041 12 0.0030 9 0.0158 13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076 9 0.0043 4 0.0926 4

26 사업지원서비스 0.0038 13 0.0025 11 0.0971 3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02 30 0.0001 29 0.0017 29

28 교육서비스 0.0007 27 0.0005 23 0.0103 17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06 28 0.0003 25 0.0080 21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022 18 0.0011 15 0.0468 6

타 부문효과 0.1912 0.0640 1.2092 

자기부문효과 1.0000 0.0534 0.0611 

합계 1.1912 0.1174 1.2703 

Table 2. 2012년 정유 부문의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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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도별 정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Fig 1은 정유 부문 총생산유발효과의 연도별 추이

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기간 중 가장 과거인 1990년과 

가장 최신인 2012년 정유 부문 1원 생산에 대한 총생

산유발효과를 비교해보면, 1990년에 1.1320원, 2012
년도에는 1.1912원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 부문의 연도별 생산

유발효과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도부터 하락하여 

2008년까지 낮게 유지되다가, 2009년도부터 2012년
까지 소폭 상승하였다. 분석기간 중 2008년의 생산유

발효과(1.0996)가 가장 낮았으며, 2011년의 생산유발

효과(1.197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은 각 연도별 정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를 타 부문과 

정유 부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5-3. 연도별 정유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정유 부문 총부가가치 유발효과의 연도별 추이는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90년과 2012년의 정

유 부문 1원 생산에 대한 총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

교해보면 1990년 0.2247원에 비해 2012년 0.1174로 

0.1073만큼 하락하였다. 정유 부문의 연도별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서 1998년까지

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는 꾸준히 하

락하고 있다. 분석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2년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가 0.1174로 가장 낮았으며, 1998년이 

0.57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정유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타 부문과 정유 부문으

로 구분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5-3. 연도별 정유 부문의 취업유발효과
정유 부문의 취업유발효과는 정유 부문에 대한 최

종수요 혹은 투자가 10억원 발생하였을 때, 각 산업부

문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정유 부문의 연도별 취업유발효과의 추이를 Fig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도별 정유 부문의 취업유발효과를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 불변가격(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활용)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과 2012
년의 취업유발효과를 비교해보면 1990년 2.9458(명
/10억원)에 비해 2012년 1.3033(명/10억원)로 1.6425
(명/10억원)만큼 하락하였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
년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의 취업유발

구 분 ‘90 ‘93 ‘95 ‘98 ‘00 ‘03 ‘05 ‘06 ‘07 ‘08 ‘09 ‘10 ‘11 ‘12

타 부문 효과 0.1320 0.1507 0.1313 0.1049 0.1008 0.1027 0.1031 0.1015 0.1322 0.0996 0.1263 0.1706 0.1974 0.1912

정유 부문 효과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생산유발효과 1.1320 1.1507 1.1313 1.1049 1.1008 1.1027 1.1031 1.1015 1.1322 1.0996 1.1263 1.1706 1.1974 1.1912

Table 3. 정유 부문의 연도별 생산유발효과(단위: 원)

Fig 1. 정유 부문의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추이(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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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0 ‘93 ‘95 ‘98 ‘00 ‘03 ‘05 ‘06 ‘07 ‘08 ‘09 ‘10 ‘11 ‘12

타 부문 효과 0.0591 0.0716 0.0596 0.0650 0.0437 0.0447 0.0413 0.0393 0.0502 0.0331 0.0443 0.0608 0.0675 0.0640 

정유 부문 효과 0.1656 0.3410 0.3729 0.5092 0.3317 0.3560 0.3093 0.2640 0.2697 0.1958 0.2114 0.2163 0.1607 0.0534 

부가가치 유발효과 0.2247 0.4126 0.4325 0.5742 0.3754 0.4008 0.3506 0.3032 0.3200 0.2289 0.2557 0.2770 0.2282 0.1174 

Table 4. 정유 부문의 연도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단위: 원)

Fig 2. 정유 부문의 연도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이(단위: 원)

구 분 ‘90 ‘93 ‘95 ‘98 ‘00 ‘03 ‘05 ‘06 ‘07 ‘08 ‘09 ‘10 ‘11 ‘12

타 부문 효과 1.9893 1.7975 1.5757 1.0316 0.7345 0.7554 0.6527 0.6156 0.7685 0.5252 0.7165 0.9568 1.0404 1.2406 

정유 부문 효과 0.9565 0.5499 0.6143 0.3045 0.2381 0.2078 0.1593 0.1794 0.1681 0.1151 0.1600 0.1401 0.1237 0.0627 

취업유발효과 2.9458 2.3474 2.1899 1.3361 0.9726 0.9631 0.8120 0.7950 0.9366 0.6403 0.8765 1.0969 1.1641 1.3033 

Table 5. 정유 부문의 연도별 취업유발효과(단위: 명/10억원)

Fig 3. 정유 부문의 연도별 취업유발효과(단위: 명/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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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0.6403(명/10억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1990년
이 2.9456(명/10억원)으로 가장 높은수치를 기록했다. 
각 연도별 취업유발효과를 타 부문과 정유 부문으로 

구분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6. 결론 및 시사점

석유산업은 정부 주도 육성정책 등으로 석유산업자

유화 이후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석유 소비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석유 고갈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타 발전원

료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 셰일가스 등의 저

비용 발전원이 개발되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게 되었다. 이에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정

유회사의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였다. 이
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행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

를 활용하였으며,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

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1993년도부터 2008

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

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

간 중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는 1.0996(2008년)이며,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는 1.1974(2011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1990년에서 1998년

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는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2년의 부

가가치 유발효과가 0.1174로 가장 낮았으며, 1998년이 

0.57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유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 발생하였

을 때, 전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를 의미하는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1990년이 2.9456(명
/1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1.3(명/10억원)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중 하나인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최근 국내 석유 산업의 침체에 

대해서 과거부터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및 비교

함에 의미가 있다. 가장 최근 2012년 산업연관표를 통

해 현시점의 석유 산업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함

과 동시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석유 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했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수요

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

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수요유도

형 모형 이외에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공급

유도형 모형이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레

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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