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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G 시장 현황 및 전망 

1) LNG 소비 전망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9% 전망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LNG 소비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 

Source : PFC energy 2013 



1. LNG 시장 현황 및 전망 

아프리카 생산량 증가로 비율 점차 증가, 아시아 및 북미 비중 소폭 감소 

기존 및 건설중인 플랜트로는 증가하는 수요 충족 어려우며,  

건설프로젝트를 신규 발주할 경우 대규모 투자 전망 

2) LNG 공급 전망 

Source : BG Group outlook 2013 Source: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2) 

세계 LNG 생산 전망 (2014-2021) 
지역별 

점유율(%) 

생산량 

(BCM) 

LNG 공급 부족량 전망 (2025년) 



1. LNG 시장 현황 및 전망 

※ 2030년 기준 (mm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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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NG 프로젝트 사업진출의 필요성 

국가별/지역별 수요-공급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불안정화 가속될 전망 

따라서,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무한경쟁이 시작 

경쟁 

Source : PFC energy 2013 





가스전 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 

Screening study Feasibility 
study Pre-FEED FEED EPC Operation 

기회관점의 리스크 평가 관리관점의 리스크 평가 및 업데이트 

• 거시적인 사업성평가 진행 

•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 

• 지나친 안정전략은 자칫 사업기회를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평가는 가스사업의 경제성 관

점에만 집중됨 

• 국가리스크, 사업환경 리스크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전략이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관점에서의 리스크 평가 

• 앞서 도출된 리스크 전략을 바탕으로 

상세 리스크인자 평가 

• 사업진행에 따라 리스크 결과를 업데

이트하는 관점으로 진행됨 

LNG 프로젝트 사업개발 프로세스 

2.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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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 (2013년) : 310 mtpa 건설 중 및 계획 중 (2014~2021년) : 390 mtpa 

현재 운영 중인 LNG 프로젝트는 카타르,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 

건설 중 및 계획 중인 프로젝트의 70%는 호주 및 북미지역 

Source : BG group (2014) 



2. 

LNG 프로젝트 사업 진출 시 주요 문제점 

탐사 

•검토 

• Pre-FEED 

• FEED 

가스전 개발 액화플랜트 수송 / 판매 

•생산설비 

•배관 

 국내업체 실적 多 

•라이선스 

  원천기술 없음 

• FEED 

  실적 없음 

• EPC 

  원도급 실적 없음 

•Shipping 

•인수기지 

 국내업체 실적 多 

원천 액화기술 부재로 FEED, EPC(원도급) 분야 진입 제약 

■ 라이선스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선진 EPC업체간 카르텔로 인해 진입장벽 높음 

■ 탐사 및 개발 단계부터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나, 수익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의 리스크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 요구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시장의 참여기업 

전통적으로 LNG 기업은 Major IOC, IOC, NOC, the others로 구분   

7 sisters라고 불리는 Major IOC와 생산국의 국영기업인 NOC의 과점형태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Network 현황 

현재 운영 중 이거나 건설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 

109개 프로젝트에 115개 기업이 참여 1326개의 연결관계  

Source : BG Group (2014)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Network 기술적(descriptive) 분석 

기존 기업분류체계에 현지 기반의 민간기업과 아시아의 기업을 포함 

연간 생산량 기준 상위 40개 기업 재 분류 

● Major IOC ● IOC 

● NOC 

● Asian Company 
● Private Company based on nation 

원의 크기: MTPA 
화살표 방향: 참여→주도 
선의 굵기: 관계 지속성 

Network Density=0.124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Network 구조적 특징분석 

3개 집단의 25개 기업이 77% 생산량을 차지 

Major IOC사는 NOC 및 현지기업들과 긴밀한 관계유지 
Qartar Petroleum / 카타르 

Shell / 미국 

Wood side / 호주 

Petronas / 말레이시아 

BG / 영국 Total / 프랑스 

Network Density=0.143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Network 구조적 특징분석 

후발 IOC 사 중 3개 기업은 일부 NOC 및 현지기업과 관계 유지 

이외 기업은 Major IOC 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 

Apache / 미국 Eni / 이탈리아 GDF Suez 프랑스 

Network Density=0.046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Network 구조적 특징분석 

아시아 기업들은 NOC 및 현지기업들과 적극적인 관계 유지 

일부 일본기업은 프로젝트를 주도하나 대다수 단순 참여형태  

Mitsubishi / 일본 Kogas / 한국 PetroChina / 중국 

Network Density=0.086 



2. LNG 시장의 현황 및 특성 

LNG Network 구조적 특징분석 

일본기업은 Major IOC 기업과 강한 유대관계 

한국기업은 Major사가 주도하는 사업에는 참여 미흡  

Kogas / 한국 

Mitsubishi / 일본 

PetroChina / 중국 

Kogas / 한국 

Mitsui/ 일본 





3. LNG 플랜트 해외사업모델 

1) LNG 플랜트 해외사업모델 

• 개발지분과 운영지분을 구분한 단계별 GATE 구성으로 사업과정에 맞는 구조적 분석가능 

• KSMR 및 FPSO의 기술을 통한 CAPEX 및 OPEX 변화에 따른 변화 반영하도록 구성 중 

•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원가능 

• 연세대학교 & 중앙대학교 &한길

IT 공동 개발 중 

• 모델 개발을 위해 Major oil 

company 전문가 인터뷰 

• 시장조사 전문기관 협업(PFC 

Energy) 

•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

스공사 및 에너지 기업 담당자들

과 지속적인 인터뷰 



3. LNG 플랜트 해외사업모델 

2) 모델 사용결과 예시 

BENEFIT 

COST 
= X 

개발참여도 

운영참여도 

총 개발비용 

총 개발이익 

X 액화기술 특성 

■ 사업환경, 국가리스크, 가스전 특성 등을 반영한 개발참여도와, LNG시장 전망을 반영한 

운영참여도를 통해 사업참여의 적정지분 및 성공가능성을 검토 

■ 액화기술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 변동폭 제시, 목표수익에 따른 적정 운영참여도 제시 

개발참여도 

운
영

참
여

도
 

B/C=1.1 

B/C=1 

B/C=1.2 

Scenario B 

Scenario A 

Scenario C 

예시 ■ 민감도분석을 통해 사업환경, 

의사결정요소 등의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차이를 제시 

■ 각종 사업환경,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대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추후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4. 맺음말 

해외사업모델 활용 방안 

22 22 

■ 액화플랜트 운영사업 

참여도에 대한 독립적인 

Go/No-go 의사결정 
■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도에 대한 독립적인 

Go/No-go 의사결정 

■ 개발 및 운영 단계와 

사업 타당성을 고려한 

종합 의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