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요 LNG 터미널구축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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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LNG Canada 프로젝트
□ 마침내 닻 올리는 초대형 서부 LNG 사업...‘LNG Canada 프로젝트’ 착공 눈앞
◦ ‘LNG Canada’ ’18년 10월 1일(월) ‘최종투자결정(FID)’ 전격 발표
- (사업개요) BC 북동부-Kitimat항 LNG 수출 터미널 건설사업
- (참여기업) 5개 기업 컨소시엄 구성
☞ Shell(40%), Petronas(25%), PetroChina(15%), Mitsubishi(15%), KOGAS(5%)

- (사업규모) 총 400억 달러 투자 → 단일 사업으로는 캐나다 역대 최대 규모 사업
☞ 주요사업 : ➀Coastal GasLink 파이프라인 건설(BC 북동부~Kitimat, 670km)
➁Kitimat항 LNG 터미널 건설(액화설비 및 저장시설 포함)

- (추진일정) EPC 업체선정(’18년 4월) → 최종투자결정(’18년 10월) → 건설 착공(’19년 초)
→ 완공 및 가동(’24년 중)
☞ EPC 선정업체: JGC(日)-Fluor(美) 컨소시엄 → LNG 터미널 설계 및 건설 총괄 수행

- (기대효과) 건설인력 1만명 + 전임 운영인력 950명 + (40년간) 220억 달러 정부수입 창출
☞ 220억 달러 정부수입은 지역 의료, 교육, 보육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 재투자 예정
<LNG Canada 프로젝트 위치>

<LNG Canada 프로젝트 조감도>

◦ 전문가 분석
- 加 LNG 산업 투자신뢰 제고에 긍정적 영향 → 점진적 가격인상 효과 기대
- 2020년 이후 가스수요 증가 예상 → 추가 LNG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
☞ ‘17년 중국 LNG 소비량 전년대비 15.3% 증가 → ’18년 1분기 LNG 수입량 59% 증가
☞ 중국 LNG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의 탈석탄 에너지 정책

❷Goldboro LNG 프로젝트
□ 캐나다 동부 LNG 수출터미널 프로젝트 추진 급물살
◦ 사업개요
- 프로젝트: Goldboro LNG 수출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 주사업자: Pieridae Energy社
- 건설장소: 핼리팩스(노바스코샤 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거리
- 공사비용: U$70~100억 예상(생산규모: 일일 최대 8억 입방피트)
- 구축설비: LNG 선박, 저장탱크, 도로, 접안설비 등 → 파이프라인은 기존 인프라 활용
구성

세부사양

LNG 선박
기타 시설

140,000 – 250,000 m3
3 x 230,000 m3
도로, 정박시설, 공사부두

파이프라인

기존 Maritimes & Northeast Pipeline 등 활용

스토리지 탱크

- 수출루트: 앨버타 천연가스 생산 → Goldboro LNG 터미널 → 유럽(독일 등)
☞ 수출 터미널 천연가스 공급원: 加 앨버타(50%) + 美 펜실베이니아(50%)

- 진행일정: 올해 건설 착수 → 2023년 가동개시
◦ 진행현황
- Pieridae Energy, 연방정부 16억 달러 기금 지원요청 → 2019년 1분기 최종
투자 결정 예정
- 가스 파이프라인(앨버타→Goldboro 터미널) 관련 TransCanada와 협의 중
- 독일 에너지기업 Uniper SE社와 생산량 50% 20년 장기구매계약 체결 완료
→ 이탈리아 등 유럽 에너지기업과 추가 장기공급계약 추진 중
<Goldboro 터미널 위치>

<Maritimes & Northeast 파이프라인>

❸Kwispaa LNG 프로젝트
□ 세계 최초 연안형 LNG 수출터미널 건설사업...현대중공업 EMC 업체 선정
◦ Kwispaa LNG 터미널 프로젝트
- (사업개요) 세계 최초 연안형 LNG 설비를 이용한 LNG 수출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 (건설장소) Sarita Bay(밴쿠버 아일랜드)
프로젝트

위치

규모(mntpa)

발주기업

Kwispaa LNG

Sarita Bay
(Vancouver Island)

24.0

Steelhead LNG Corp

◦ 프로젝트 추진현황
- (1차 EPC 선정) 올해 1월 현대중공업이 연안형 LNG 생산설비(At-Shore LNG)
2기의 EPC 업체로 선정(5억 달러 규모)
- (2차 EPC 선정) 현재 최종 후보업체 4곳 선정 완료 → 삼성중공업 포함
☞ 2차 EPC 업무범위 : 내륙 LNG 터미널 기반시설(저장소, 전력시설 등) 공사

- (향후 일정) 현재 캐나다 환경청에서 ‘환경평가’ 진행 중 → 2020년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FID) → 2024년 1단계 시설 완공 전망
■ 현대중공업, Kwispaa LNG 프로젝트 핵심설비 건조사업 수주
- (사업내용) 연안형 LNG 설비(At-Shore LNG) 2기의 디자인 및 건조
Ü ASLNG 1기 사양: 선체 길이 340m x 폭 60m(5개 스토리지 탱크 탑재)

- (사업규모) 5억 달러
- (향후일정) 선체 디자인 착수(2019년) → 선체 건조 완료(2024년)

❹차기 유망 LNG 프로젝트
□ 친환경 에너지 수요증가...서부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훈풍
◦ 서부 LNG 터미널 프로젝트
- 2019년 1월 현재 총 22개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정부승인 획득 →
업계 전문가 분석 결과 이중 2개 프로젝트가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차기 유망 LNG 터미널 프로젝트>
프로젝트

위치

규모(mntpa)

참여기업

Woodfibre LNG

Squamish

2.1

Pacific Oil&Gas

Kitimat LNG

Kitimat

10.0

Chevron, Woodside Energy

❶Woodfibre LNG 프로젝트
- 2018년 3월 환경평가 및 기본설계(Front End Engineering Design, FEED) 완료
- 2019년 EPC 업체 선정을 마치고 터미널 착공 예정 → 2025년 가동 예정

❷Kitimat LNG 프로젝트
- 현재 지방/연방정부 환경평가 완료 후 기본설계(FEED) 단계
- 아울러 최종 투자결정을 위해 Petronas社 사업참여 논의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