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야말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할 때”

1/6기사 출처: “Will the coronavirus kill the oil industry and help save the climate?” The Guardian. 2020. 4. 1.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석유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원유
가는 지난 연말연초 대비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가격 경쟁으로 원유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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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Will the coronavirus kill the oil industry and help save the climate?” The Guardian. 2020. 4. 1.

• 기후변화현재의 낮은 원유가가 계속 유지될 경우 석유 생산을 통한 순수익 예상치

그림 출처: IEA. 2020. 3. 16. (세로축: 십억 달러. 2018년 기준)

• 2019년이 화석연료 수요 최고치를 기록한 해가 
될 것인가? 

•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석유 수요를 창출
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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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Will the coronavirus kill the oil industry and help save the climate?” The Guardian. 2020. 4. 1.

• 최근 20여 년 동안 유가는 낮게 유지되어왔으며 더 심해질 수 있다. 

• 주요 석유주식 가치는 지난 1월 이후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연간 투자(1,300
억 달러)의 3분의 2가 헐값에 팔려나갔다. 

•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원유가가 떨어지면 저장할 곳도 찾기 어렵다. 이때는 
석유를 파는 사람이 돈을 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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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유 저장 탱크. 미국 오클라호마. 출처: The Guardian. 2020. 3. 25.

유가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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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Will the coronavirus kill the oil industry and help save the climate?” The Guardian.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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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Carbon Tracker. 2018. 9. 10.

• 매일 1백만 배럴을 퍼올리는 유정들이 현재 운영중단 상태이다. 코로나바이
러스 사태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유가가 유통비용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 2023년으로 예상되던 피크오일을, 현 코로나사태가 더 앞당길 것인지, 아니
면 값싼 석유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피크오일

   총 1차 에너지(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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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Will the coronavirus kill the oil industry and help save the climate?” The Guardian. 2020. 4. 1.

• 배럴당 35달러 하로 원유가가 떨어지면 개발사업 중 75%가 투자비용을 회
수할 수 없다. 

• 더 중요한 현실은,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수익율이 20%에서 6%로 감소했다
는 것.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에 투자해도 이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Wood Mackenzie.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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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름값이 리터당 1파운드 이하까지 떨어졌다. 영국 버밍엄. 출처: The Guardian.

5/6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apr/01/the-fossil-fuel-industry-is-broken-will-a-cleaner-climate-be-the-result
https://www.woodmac.com
http://greenacademy.re.kr/archives/4268


기사 출처: “Will the coronavirus kill the oil industry and help save the climate?” The Guardian. 2020. 4. 1.

“바로 지금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 Dieter Helm (옥스포드대 에너지연구소 forum. Issue 121.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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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진: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 석유기업들의 손실이 곧 재생가능에너지 사업과 기후에 이득이 되는 것은 아
니다. 낮은 유가를 이용해 더 오래동안 시장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간의 유가경쟁이 심해지고 코로나사태로 수요가 감
소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를 더 떨어뜨렸다. 이는 개발비용이 높은 미국
의 셰일가스 개발기업들을 누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탄소세를 도입해야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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