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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의 딜레마 

 

지난 OPEC 회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집단 간의 분열이었다. 이란은 가격 인상과 대폭

적인 세금 인하를 원하고 있으며, 가장 큰 생산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외교적 

지위를 더 원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OPEC이 세금 인하를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란 역시 수출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이란보다 더 많은 석유를 수출하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생산 비용이 가장 낮고, 적절한 생산량 증가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나라다. 석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많은 석유를 팔 것이다. 

 

증산 합의는 세계 경제나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석유 시장으

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이로써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앙석유은행”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신중하게 계획된 이 협정의 수혜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리고 걸프 지역 국가들

이다. 그들은 더 낮은 비용을 즐기며 수출 향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만 개인 할당량은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 향상은 잉

여 생산 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게만 해당된다. 

 

생산과 지정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기타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협정은 시장에 매일 60-65만 배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3,200만 배럴이라는 

수치가 합의됐지만, 실제 증가량은 하루 100만 배럴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65만 배럴이 

될 것이다. 



이 수치는 석유 재고량이 지난 5년간 평균치와 일치하는 시점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

하고, 미 행정부가 OPEC 국가들에 정치적 조치를 취할 위험을 제거한다. 트럼프는 이미 

OPEC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계속 부풀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양측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OPEC 정상회의는 OPEC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장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 년 전에는 100-130달

러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가격이 이제 겨우 80달러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배럴당 100달

러까지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하는 셰일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됐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이미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초과하고 있으며 독립 기업들은 운영적으로나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비대

해졌다. 따라서 장기적인 오일 곡선은 후퇴하고 있으며, 이미 향후 몇 년간 배럴당 최대 

15달러의 적정선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한 이유는 OPEC의 인위적인 공급 제한과 이란 내 정치적 위험 때문이

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오일 곡선은 기초에 가까운 가격

에 근접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공급, 수요, 재고의 상황은 역사적 수준에 더 부합

한다. 

 

지금부터 OPEC과 석유 생산자들의 도전 과제는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OPEC은 전기차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막아서는 안 되

며 과거에 빗대어 석유 가격을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보다 OPEC은 경제 다양화

와 비용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OPEC의 큰 문제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그들이 부당한 석유 수입에 익숙해졌다는 점과, 

물가가 하락했을 때 지속 불가능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엄청난 적자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OPEC의 대안은 가격 감소에 대한 영향력을 멈출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경제를 다변화

하고 석유 국가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조작의 시대는 실패했다. 미국 생산자들은 강해졌고 다양화되었으며 기술은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은 거의 80달러로 올랐다. OPEC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잊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opec%E2%80%99s-dilem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