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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오일(shale oil)이란  

○ 셰일오일은 석유가 생성되는 퇴적암에서 추출되는 전통원유와는 달리, 점토층에 퇴

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비전통원유를 지칭 

� 셰일오일은 틈이 좁은 셰일층에 존재하는 석유로 타이트 오일(tight oil)로 불리기

도 하며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함유량이 적은 경질유이기 때문에 라이트 타이트 

오일(light tight oil)로 불리기도 함  

○ 최근 미국의 에너지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의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셰일오일 생산이 확대됨 

� 셰일가스 채굴 기술인 수평정시추법(horizontal drilling)과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셰일가스 생산이 확대 

� 셰일오일 생산에는 셰일가스와 동일한 채굴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셰일가스 생산이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로 이어짐 

○ 셰일오일 생산에 따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0년 평균 일일 520만 배럴에서 2012년 610만 배럴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들어 700만 배럴을 돌파하며 높은 증가세를 유지 

� 미국 원유 생산 중 셰일오일 생산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에 불과

했으나 2012년 기준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의 1/6 수준까지 높아졌음  
[그림 1] 미국 주요 지역 셰일오일 생산 추이  [그림 2] 미국 원유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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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주도  

○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12년 4월 역대 최저치인 1.91$/백만BTU까지 하락하

는 등 유럽의 1/5, 일본의 1/8 수준을 기록  

� 미국 내 벤치마크 유종인 WTI 가격은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가격보다 배럴당 약 

20달러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셰일오일 생산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개선되는 추세 

� 미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2005년 약 1,010만 b/d에서 2012년 867만 b/d로 감소 

�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셰일오일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는 미국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약 1~2% 감소할 전망  

� 셰일오일 개발에 따른 고용 확대와 재정 수입 등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

고 있음  

  
 [그림 1]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그림 2] 미국 원유 수입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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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오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Texas 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

은 수준을 기록 

○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및 개발 기술의 부족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셰일오

일 생산은 미흡한 상황 

� 중국은 수압파쇄법에 필요한 수자원과 생산 기술이 충분하지 못하고 미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셰일오일의 매장 위치가 깊어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 유럽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미국에 비해 셰일오일 생산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셰일층은 지하수원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압파쇄법으로 원

유를 생산할 경우 생산지역 일대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 수압파쇄법은 화학물질을 첨가한 다량의 물을 이용한 수압으로 셰일층에 균열을 발생시켜 원유를 채굴하는 기술로 이에 따른 환경 오염 가능성이 제기 
- 셰일오일 생산 시 산출되는 메탄 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될 경우 온실가스 증

가 우려가 있으며 전통석유 대비 생산에 따르는 에너지 소모량이 큰 점도 지적 

○ 당분간 셰일오일 생산은 미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   

�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추정되는 중국, 러시아, 남미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셰일오일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 및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생산은 제한적일 전망 

 

[그림 1] 미국의 셰일오일 매장량 추정치   [그림 2]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치 (단위: 억 배럴) 2007 2008 2009 2010 Bakken 37 36 36 54 Monterey - 154 154 137 Niobrara - 51 51 65 Eagle Ford - 56 56 57 Permian - - 16 16 Anadarko - - 02 03 합계 37 297 315 332  

 

 자료: EIA   자료: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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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 

○ 셰일오일 생산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세계 원유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의 손익 분기점은 배럴당 80달러 이하 수준으로 WTI 가격이 

현재 수준인 배럴당 90달러 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생산 확대가 지속될 전망 

� 각국의 셰일오일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 원유 생산 중 셰일오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셰일오일 생산 비중은 2012년 세계 총 원유 생산의 2% 미만에서 2020년 

4.2%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2020년까지 세계석유 생산 증가분의 

36%를 차지하는 수준       

� 생산 가능한 셰일오일의 매장량 추정치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수십 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생산 가능한 셰일오일 추정량을 2,400억 배럴로 추정

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 수준(약 200만 b/d)을 유지할 경우 약 330년간 생

산이 가능 

○ 미국의 원유 수출 가능성은 국제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에 따라 캐나다 및 

멕시코를 제외한 해외로 원유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고 미국 내 유가

(WTI)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유를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원유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미국이 원유 수출을 허용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 증가에 따라 브렌트유 및 두바이

유 등 국제유가 하락 압력은 한층 높아질 전망 

○ OPEC 등 중동 석유수출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전망 

� 세계 원유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OPEC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연구원 김홍태(hongtae.kim@kbfg.com) ☎ 2073-5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