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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no energy resources such as crude oil and natural ga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economic activity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involved with, both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energy securit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fluences the domestic macroeconomic variable 

through the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SVAR) model by focusing o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inflation.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impact of the amount of investment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as greater than the indirect impact of the current account 

balance caused by the increase in crude oil production. Moreover, the impact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ould reduce inflation 

in the long ru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could be useful for policy by confirming that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s significant for the domestic macr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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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경제적 실효성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경제

활동이며 국가가 관여해야 할 핵심경제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내의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SVAR을 통하여 경상수지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효과는 원유 생산량을 통한 경상수지에 간접

적 효과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의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자원개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

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내 거시경제적으로 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

여, 정책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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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원 빈국인 한국의 처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갈망

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원유에 관한 탐사, 시

추, 개발에 대한 투자액 증대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

다. 한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발달시켜온 이

래로 원유는 국내 산업의 필수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하에서 해외의 유가충격은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내 ‧ 외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유가충격이 거시경제 변

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유가 변동과 경제성장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분

석한 Hamilton(1983)을 시작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실

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Kilian(2009)은 원유생산량, 실질유가, 실질경제

활동지수를 이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SVAR)을 구성하여 유가충

격을 3가지 유가충격 요인들로 분해하여 각 충격들이 역사

적으로 유가의 변화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와 원유시장

의 3가지 변수 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원유공급충격이 실질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충

격에 비하여 영향이 작았으며, 원유시장 특정 수요충격은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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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단기적이고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며 국제 원유시장

에서의 공급충격보다는 수요충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듬해 Kilian(2010)은 국제원유시장에 관한 분석에 미

국 휘발유 시장을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SVAR 모형을 확

장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확장하여 Kang et al.(2019)은 

Kilian(2010)의 SVAR 모형에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시켰다. Caldara et al.(2019)

는 유가변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보였고, 또한 Huynh 

(2016)은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각 충격들이 무역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등 새로운 모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충격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도 많은 연

구가 진척되어 왔다. Kim(2005)은 유가충격 효과의 비대

칭성을 분석하였고, Kim(2011)은 유가충격이 경기호황기

에 비하여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Cha(2009, 2013), Lee(2011), 

Kim and Hwang(2012), Kim(2012) 등은 유가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수요적 요인과 공급

적 요인이 상이하게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Ro and Lee(2012)은 통화정책의 효과까지는 포함한 분석

을 시도하였으나,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가진다. 

Lee and Shin(2012)은 SVAR 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으나 국내총생산과 물가만 활용한 한계를 갖는다.

최근에 Chee and Bae(2016)는 DSGE모형을 활용하여 

소국개방경제 하에서 유가충격이 GDP와 물가상승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가충격의 대부분이 예비적 수요충

격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원유공급충격과 예

비적 수요충격에 의한 유가 하락은 국내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수요충격에 의한 유가 하락은 국내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비

대칭적 현상을 발견하였다.

Kilian(2009) 이후에도 유가충격에 관한 연구는 MLE 

SVA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및 DSGE 등 모델로 발전해왔다. 

Kim and Vera(2019)에 의하면 SVAR 모델은 최근의 유가

충격 현상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함의가 많은 모델로 여전

히 다수 인용이 되고 있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효과 분

석에 적합한 모델로 판단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Kilian(2009)을 기반으로 SVAR 모형을 활용

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 거

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1) 먼저 해외자원개발투

1)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석유 ‧ 가스 개발사업과 광물자원 개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볼레오, 암바

토비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석유 ‧ 

자는 원유생산량에 한정적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정하고, 이러한 원유생산량 변동이 국제 원유가격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

의 증가 또는 감소는 원유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그 과정에서 유가변동에 영향을 주어 국내 경상수지 흑 ‧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국내 경상수지에 직접적으로 명목상 영향

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분

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차별화된 모델로 확장하였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이 국내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원유시장의 국제가격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소규모개발경제 가정하에서 국

내 물가에 비대칭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직접적인 

국내 인플레이션을 감소 혹은 인상시킬 수 있는 모형을 설정

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충격들

이 국내 거시경제의 여러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충격반응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경제구조

와 국제 원유시장의 매개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의 직, 간접

적 효과를 실증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함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해외자원개발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S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타 연구

와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들

에서는 다루지 않는 충격반응 분석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효과가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정도와 변동성의 폭

을 분석할 수 있어서 정책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지원정도

가 미치는 효과성을 미리 검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 기여 및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개괄하고 SVAR 모형의 설명과 

식별방식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구

성한 모형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거시

경제적 효과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

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추후 

과제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한다.

분석 자료 및 모형

자료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액, 자주

개발원유생산량,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변수를 활용하여 

가스 개발사업의 규모가 더 크고, 유가를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석유 ‧ 가스개발투자에 한정한다.



조홍종 · 김진수

한국자원공학회지

328

Table 1.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 Unit Conversio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million dollar Log difference (rate of change compared to former period)

Self-crude oil production thousand barrel Log difference (rate of change compared to former period)

Current account balance million dollar Log difference (rate of change compared to former period)

Inflation % CPI 

Fig. 1. Self-crude oil production and ratio.

SVAR 모형을 구축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은 해외자원

개발협회에서 발간하는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 해외자

원개발통감에서 정부투자액과 공공기관투자액, 민간투자

액을 합하여 로그 차분하여 전기 대비변화율로 정의한다. 

또한 자주개발원유생산량도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상

에서 추출한 국내기업생산량을 로그 차분을 통한 전기 대

비변화율로 변환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경상수지와 인플

레이션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에서 추출하여 경상수지는 로그 차분하여 전기 대비변화율

을 변수로 정의하고 인플레이션은 비율(%)을 그대로 사용

한다. 네 가지 변수들은 모두 연도별 자료로써 2001년부터 

2015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서 제시

되는 자료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해외자

원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구조적 변화가 발생

하여 시계열 자료가 비정상성을 띄며, 해외자원개발 투자

액이 급감하여 분석의 의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2015

년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

한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직접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시

도하였으며, 꾸준하게 해외자원투자로 인한 원유생산량을 

증가시켜 왔다. 변수로 설정한 자원개발을 통한 원유생산

량은 1984년 이후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원유총생산량 

대비 약 15%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Fig. 1).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은 정부, 공공

기관, 민간 투자액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장 큰 부분은 석유

공사와 가스공사를 위시한 공공기관의 투자액이었다. 그

러나 2010년 이후 민간 부분의 투자액도 눈에 띄게 증가하

였다. 2011년까지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다

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투자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에 대한 국내 모든 투자가 급감하였다(Fig. 2).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해

외자원개발투자액은 평균 $3,546백만이고, 최고 $9,225백

만에 달하였다. 자주개발원유생산량은 최대 203,144천 배

럴에서 평균적으로는 94,153천 배럴을 보이고 있다. 경상

수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05,939백만이고, 전 기간

의 평균은 $32,341백만이다. 인플레이션은 전 기간에 2.76%

이었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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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 of self-crude oil investment by sector.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million dollar) 3,546 2,768 353 9,225

Self-crude oil production (thousand barrel) 94,153 68,180 16,930 203,144

Current account balance (million dollar) 32,241 33,386 2,700 105,939

Inflation (%) 2.76 1,12 0.7 4.7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 모형은 Kilian(2009)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액(inv), 자주개발원유생

산량(prod), 경상수지(tr), 인플레이션(inf)으로 구성된 구

조벡터자귀회귀모형(SVAR)을 활용할 것이고, 벡터로 정

리한 종속변수들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1)

이에 따라 구성된 구조식은 다음의 식 (2) 및 (3)과 같다.




  



  
  (2)


 

 
  




 

  


   (3)

식 (2)에서 구조모형의 교란항 는 교차 및 자기상관이 

없다고 가정하며, 구조형 모형의 양변에 
 를 곱하여 정

리하면 축약식인 식 (3)이 도출된다. 축약형 교란항 는 촐

레스키 분해를 통해   
 로 분해될 수 있는 순서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축차적 

SVAR 모형은 먼저 식 (3)의 축약식을 활용하여 계수를 추

정하고 난 뒤 두 번째로 를 곱하여 구조식의 계수 값을 추

정한다. 다만 구조식의 모수들이 축약식의 모수보다 많기 

때문에 모수들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에 특

정 요소들을 0으로 제약하는 경우 단기 제약모형이라고 하

며, 하방삼각행렬 형태로 제약하는 경우의 모형을 축차적 

SVAR 모형이라고 부른다.

 





















 
 











   

   

   

   






해외자원개발투자충격


원유생산량충격


경상수지충격


인플레이션충격





 (4)

식 (4)에서 
 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제약이 가해진

다. 가장 먼저 중요한 충격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충격이 주

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는 정부, 민간, 공공기관이 독립적으



조홍종 · 김진수

한국자원공학회지

330

 →   →   → 

Fig. 3. Responses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impact to the current account balance.

로 결정하게 되고 이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후는 원유생산량 충격, 경상수지충격, 인플레

이션충격 순으로 순차적, 축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순

서를 유지하면서 일방향으로 충격이 일방적인 영향을 준다

고 가정한다. 이는 현실적인 독립변수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충격의 순서가 일반적인 이론이나 현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증감은 원유생산량 충격에 영향

을 주고, 이러한 수급 상황이 원유가격 변동을 통하여 경상

수지 금액에 영향을 주고 주로 국내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가격의 채널을 통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최근의 유가변동과 국내 물가지수

와의 높은 상관성에 의해 증명되며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

단된다.

제약은 순서적이고 축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식을 갖

는다고 가정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는 각 주체의 독자적 

의사결정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이러한 투자액

의 증감은 자주개발원유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며, 자주개

발원유생산량은 국내 경상수지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으로 가정하며, 내생성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역방향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제약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인플레이션은 자주개

발원유생산량, 해외자원개발투자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2) 경상수지는 자주개발원유생산량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자주개발원유생산량은 

해외자원개발투자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SVAR이 

VAR 모형과 다른 점이며, VAR 모형의 인과분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거시경제 영향 실증 분석 결과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경상수지에 대한 효과

먼저 SVAR 모형을 활용하여 해외자원개발의 투자액이 

자주개발 원유생산량과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효과성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지속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한다. 충격이 1-SD 

(Standard Deviation)만큼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각 변수들

의 월별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하여 정량적 크기와 지속성

을 판단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독자적 

원유생산량의 총합으로 정의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Fig. 3에 나타나 있다. 먼저 해외자원개

발투자액의 원유생산량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상수지에 대한 직

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효과의 지속성은 

2분기 이상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경로 이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가 원유생산량을 통하여 경상수지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고 효과

의 정량적 크기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

트의 증가를 유발하여 해외원유 자주개발 물량을 8분기 이

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원유생산량 증대나 원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간접 경로 모두에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크기도 크지 않고, 지속성도 길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다음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액과 해외자원개발 원유생

산량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증대 효과와 원유생산량 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모두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을 통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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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ponses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impact to inflation.

해외자원개발투자액과 원유생산량의 충격이 1-SD만큼 

증가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증가는 원유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국제적 유가 하락 경로를 통

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효과의 정도 차이는 해외자원 원유생산량

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 경우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는 더

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책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자주개발 원유생산량의 국내 유입을 통한 정책적 

효과 증대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한 요인이다. 이 기간에 셰

일혁명으로 인한 유가하락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유생산량 증가 

충격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효과와 두 

번째 효과는 그 지속성과 신속성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투

자액 증대 효과는 인플레이션 감소에 자주생산량증대보다

는 더 신속하게 나타난다. 즉 해외자원투자액증가가 국내 

인플레이션감소에 보다 효과적이고 자주생산량증가와 인

플레이션은 보다 느리고 작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해외자원개발투

자 증대 및 자주개발 원유생산량 증대와 국내 유입을 통하

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

제 원유시장에 대한 물량 효과가 원유가격에 미치는 효과

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다만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의입장에서 이러한 효과는 국

제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점이 있어서 경제규모의 성장

과 원유시장의 점유율이 정도에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되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인 DSGE 모델 등이 필요하다.

결   론

해외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

으나 엄밀한 계량 분석적 방법론을 통한 논의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었다. 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고용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거시경제적 변수인 경

상수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Kilian(2009)의 유가충격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 

SVAR 모형을 활용하여 해외자원개발의 효과를 거시경제 

변수에 적용하여 해외자원개발의 효과성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증가는 자주개발 원유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경상수지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만 정량적으로 크기나 지속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개방경제의 한계점 아래에서 물량

의 증대 효과보다는 국제 원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

적일 수밖에 없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해외자

원개발투자액의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매우 지속

적이고 그 효과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증대시킬수록 원유생산량이 증대되고 이러한 효과

가 인플레이션을 직 ‧ 간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유입량이 증대할수록 그 효

과는 커지는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해외자

원개발투자액을 증대시키는 것이 경상수지 증대와 인플레

이션 하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고, 이는 투자액 

증대뿐만이 아니라 국제 유가에 어느 정도 정량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와 국내로 직접 도입이 가능한 물량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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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커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점이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을 확보하고 융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의 단점을 보완

하여 업계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국내 경상수지 증대와 

물가안정을 통하여 국내 거시경제 발전과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여건 변화로 인

하여 자료의 불안정성 때문에 최근 현상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지 못했다.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국제원유시장의 물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

큼,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추후 연구과제로 진행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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