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172014. 1. 17.

연세대학교
한 승 헌 교수한 승 헌 교수
장우식 박사과정



목 차

11 연구개요연구개요 및및 연구필요성연구필요성연구개요연구개요 및및 연구필요성연구필요성11 연구개요연구개요 및및 연구필요성연구필요성연구개요연구개요 및및 연구필요성연구필요성

22 연구수행연구수행 주체주체 구성구성 및및 연구연구 목표목표연구수행연구수행 주체주체 구성구성 및및 연구연구 목표목표

33 연구성과연구성과(1)(1) :: 비즈니스비즈니스 모델모델 구성구성연구성과연구성과(1)(1) :: 비즈니스비즈니스 모델모델 구성구성

22 연구수행연구수행 주체주체 구성구성 및및 연구연구 목표목표연구수행연구수행 주체주체 구성구성 및및 연구연구 목표목표

33 연구성과연구성과(1)(1)   비즈니스비즈니스 모델모델 구성구성연구성과연구성과(1)(1)   비즈니스비즈니스 모델모델 구성구성

44 연구성과연구성과(2)(2) : GATE: GATE별별 상세설명상세설명연구성과연구성과(2)(2) : GATE: GATE별별 상세설명상세설명

55 모델모델 활용활용 및및 상용화상용화 방안방안모델모델 활용활용 및및 상용화상용화 방안방안

44 연구성과연구성과(2)(2) : GATE: GATE별별 상세설명상세설명연구성과연구성과(2)(2) : GATE: GATE별별 상세설명상세설명

55 모델모델 활용활용 및및 상용화상용화 방안방안모델모델 활용활용 및및 상용화상용화 방안방안





1. 연구 개요 및 연구필요성

LNG시장 특성과 해외진출 현황

• 2013년 기준, LNG는

전체 에너지 량의전체 에너지공급량의 5% 

를 차지

• 2030년까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2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5%

것으로 예상됨.

(최대 : 49%, 고성

장:37%)장:37%)
Source : PFC energy 2013



1. 연구 개요 및 연구필요성

LNG시장 특성과 해외진출 현황

 LNG 수요 전망 및 국가별 LNG Ga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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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1. 연구 개요 및 연구필요성

해외사업 모델의 필요성

Screening study Feasibility 
study Pre-FEED FEED EPC Operation

기회관점의 리스크 평가 관리관점의 리스크 평가 및 업데이트

거시적인 사업성평가 진행• 거시적인 사업성평가 진행

•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

• 지나친 안정전략은 자칫 사업기회를

• 전략이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관점에서의 리스크 평가

• 앞서 도출된 리스크 전략을 바탕으로지나친 안정전략은 자칫 사업기회를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평가는 가스사업의 경제성 관

점에만 집중됨

앞서 도출된 리스크 전략을 바탕으로

상세 리스크인자 평가

• 사업진행에 따라 리스크 결과를 업데

이트하는 관점으로 진행됨점에만 집중됨

• 국가리스크, 사업환경 리스크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트하는 관점으로 진행됨



1. 연구 개요 및 연구필요성

LNG시장 특성과 해외진출 현황

원천 액화기술 부재로 FEED, EPC(원도급) 분야 진입 제약원천 액화기술 부재로 FEED, EPC(원도급) 분야 진입 제약

탐사탐사 가스전가스전 개발개발 액화플랜트액화플랜트 수송수송 / / 판매판매

• 검토

• Pre-FEED

• 생산설비

• 배관

• 라이선스

원천기술 없음

• Shipping

• 인수기지

• FEED 국내업체 실적 多 • FEED

실적 없음

• EPC

원도급 실적 없음

국내업체 실적 多

원도급 실적 없음

■ 라이선스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선진 EPC업체간 공조로 진입장벽 높음■ 라이선스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선진 EPC업체간 공조로 진입장벽 높음

■ 탐사단계에서 액화플랜트 사업에 적용할 라이선스가 조기 결정되는 특성

■ 원천기술과 사업추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의 동시 개발 필요



1. 연구 개요 및 연구필요성

해외사업 모델의 필요성

원천기술 확보 기반의 한국형 LNG플랜트의 해외진출 실행전략 수립 필요원천기술 확보 기반의 한국형 LNG플랜트의 해외진출 실행전략 수립 필요

요소기술요소기술 개발개발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Contract

대상 기술 선정

시장 여건, 국내기술 경쟁력을 고려한 프로젝트 추진전략/사업모델 개발

Project
Development 

Strategy

WhatWhat (Product)(Product)

WhereWhere (Target)(Target)

• 대상 기술 선정

• 기술 경쟁력 분석

• 시장 현황 및 진입조건 분석
WhereWhere (Target)(Target)

HowHow (Method)(Method)

• 진입 지역/국가 결정

• 진입 전략 시나리오

• 실행 타당성 분석행 당성





1. 연구수행 주체 구성 및 연구 목표

연구기관 간 업무분장

시장 및 기술분석, 전략수립 / 사업성 평가솔루션 개발 / 종합 솔루션 개발시장 및 기술분석, 전략수립 / 사업성 평가솔루션 개발 / 종합 솔루션 개발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 가스시장 (공급/수요/가격) 분석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 사업성 평가 솔루션 개발

• KSMR 기술경쟁력 및 경쟁기술 분석

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 가스전 현황 및 조성 분석

• 주요국 진출여건 및 국가리스크 분석

• 사업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 도출

KSMR 기술경쟁력 및 경쟁기술 분석

• 해외사업모델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사업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 도출

• 사업성 평가 영향요인 도출

•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추진전략 수립
• 해외사업모델 실무 적용성/활용성 분석

한길아이티한길아이티

해외사업모델 실무 적용성/활용성 분석

• 종합 솔루션 개발





1. 해외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성

1) 비즈니스모델 구성안

모델구성 검토자료

• 가스전 개발회사• 가스전 개발회사
British Petroleum, Shell, etc.

• 시장조사 전문기관
BMI, IHS (Global Insight)

• 가스공사 담당자 인터뷰
LNG사업기술팀, 전략사업팀,
해외배관사업팀, 연구개발원

• 기타 전문자료

개발지분과 운영지분을 구분한 단계별 GATE 구성으로 사업과정에 맞는 구조적 분석가능

• 기타 전문자료
Oil & Gas Financial Journal 외

• 개발지분과 운영지분을 구분한 단계별 GATE 구성으로 사업과정에 맞는 구조적 분석가능

• KSMR을 포함한 다양한 액화기술의 적용가능성 검토가 가능

• GATE 모듈별 구성으로 추후 개발될 FPSO 기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GATE 모듈별 구성으로 추후 개발될 FPSO 기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1. 해외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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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도 예시 ■ 민감도분석을 통해 사업환경, 

의사결정요소 등의 변화에 따른

운
영

참
여

B/C=1.1

Scenario B

Scenario A

의사결정요소 등의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모델 차이를 제시

■ 각종 사업환경, 시장환경 변화에

B/C=1

B/C=1.2Scenario C
따른 대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추후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개발참여도





2. GATE 1: 개발참여도 결정

1) GATE 1A. 사업환경 평가 – 고려 영역

■ 가스의 경제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업환경 검토를 통한 리스크 수준 진단 또한 중요■ 가스의 경제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업환경 검토를 통한 리스크 수준 진단 또한 중요

■ 정치제도적 성숙도가 낮은 자원보유국의 경우 저평가될 우려가 존재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출국별 환경검토기준의 확립 필요

GI BMI PFC 평가요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영역을 구성함

가스전 보유국 사업수행 안정성

■ GI, BMI, PFC 평가요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영역을 구성함

가스전 보유국 정치∙제도
거시적 안정성

일반적일반적 사업수행사업수행 안정성안정성

LNGLNG산업산업 사업수행사업수행 안정안정성성

상류영역 기대보상

하류영역 기대보상하류영역 기대보상

사업추진 여건

• 정치∙제도의 성숙도 및 안정성
• 정부효율성 및 부패수준 등

• 신규기업 설립 및 행정 편의성
• 재산 및 투자의 보호
• 세금 및 계약관리 등

• LNG 산업정책 및 투자전망
• 민간기업 진출 및 활동현황
• 발주국 의무공급비율 등



2. GATE 1: 개발참여도 결정

1) GATE 1A. 사업환경 평가 – 지표구성 및 평가

■ GI BMI PFC의 에너지시장 평가기준 및 KOGAS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지표선정(29개)■ GI, BMI, PFC의 에너지시장 평가기준 및 KOGAS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지표선정(29개)

■ 정량적 평가 제공을 위한 100점 기준의 세부 평가방법 설정

■ 점수산정 기준은 가정사항을 일부 포함

정치∙제도
안정성

∙ 민권 및 언론자유도
∙ 정치적 안정성

∙ 정부의 효율성
∙ 법,규제의 완성도 등 6개

World Bank : (-)2.5 ~ (+)2.5
100점 만점 환산

사업수행
안정성

상류영역

∙ 기업의 설립
∙ 건설 인허가

∙ 금융 근접성
∙ 투자자 보호

∙ 계약 이행
∙ 부채 해결 등 10개

∙ 발주국 ∙ 상류 비정부 ∙ 상류 비정부

World Bank : 0 ~ 100
점수 그대로 반영

Interval Scale 설정상류영역
기대보상

하류영역

∙ 발주국
가스매장량

∙ 상류 비정부
소유자산 비율

∙ 상류 비정부
소유기업 비율 총 3개

∙ 발주국
의 공급 비율

∙ 하류 비정부
유자산 비율

∙ 하류 비정부
유기업 비율 총 개

Interval Scale 설정
(100점 만점)

Interval Scale 설정
점 만점기대보상

사업추진
여건

의무공급 비율 소유자산 비율 소유기업 비율 총 3개

∙ 발주국 재정투자계획
∙ 발주국 가스 관리구조

∙ 생산물/수익회수 가능성
∙ 정치/행정적 안정성 등 7개

(100점 만점)

Interval Scale 설정
(100점 만점)여건 발주국 가 관리구 정치/행정적 안정성 등 개 ( 점 만점)



2. GATE 1: 개발참여도 결정

2) GATE 1B. 가스전 특성 분석

■ 탐사사업단계에서는 극소수의 정보만으로■ 탐사사업단계에서는 극소수의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이 진행

■ 사전조사 정보와 지질학적 유사성 평가 등의

자료는 불확실성 높음

GATE 1A: 사업환경 분석

GATE 1B: 가스전특성분석

라이선스제공형

지분참여형여
도

결
정

자료는 불확실성 높음

■ 정치·경제·사업수행 리스크가 고려되어야

하며, 재무적 평가는 전체 의사결정의 일부분

G :가스전특성분석

GATE 1C: KOGAS 전략검토

지분참여형

사업개발형
개

발
참

여

참여자 신뢰
정치적 변동가스 발견 가능성

가스전 규모 시장 상황
가스전 종합평가탐사 경험

사업 추진력

가 발견 가능성

기존 평가방식

• 가스전 관련 기술성
평가(예측) 정보 위주

• 가스전 규모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형 평가 요소

• 사업 참여자 평가
• 가스전 보유국 평가

판매가능성 평가

사업 지속가능성 평가

• 가스전 특성
• 참여자 안정성

사업(수행)안정성판매 이익만 반영 • 판매가능성 평가 • 사업(수행)안정성



2. GATE 1: 개발참여도 결정

2) GATE 1B. 가스전 특성 분석

가스전 특성 참여자 안정성 사업(수행) 안정성

참여자

안정성

가스전

특성
• 예상 매장량

• 가스 회수율 및 열량

• NGL/Condensate 비율

• IOC/NOC 리스크

• 투자자 리스크
(우호적/자체조달
자금 비중 등)

• 운영사/참여사의 개발사
업 수행 경험

• 가스전 보유국가 리스크

• 전문성 확보 리스크 사업

안정성

• 인프라 리스크
(가스전 깊이, On-
shore 까지 거리 등)

자금 비중 등)

• 탐사 참여자 리스크
(탐사성공률, 협력
경험 등)

• 전문성 확보 리스크
(탐사 및 시추경험 등)

• 판매 리스크
(해상운송 가능여부, 주
요판매처 수요 등)

가스전 사업 지속가능성
탐사초기 기술성평가 참여자 신뢰성 및

탐사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추진 안정성 및
주요참여자 전문성 평가

■ 가스전 사업에 대한 정보 중 획득 및 분석 가능성 고려

대규모의 금융조달 장기간의 리워드 (20년 이상 소요) 높은 탐사 실패확률(가스■ 대규모의 금융조달, 장기간의 리워드 (20년 이상 소요), 높은 탐사 실패확률(가스

발견확률 10% 수준)을 고려한 지표 설정

■ 가스전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한 주요 리스크 고려



2. GATE 1: 개발참여도 결정

4) GATE 1C – 참여지분 최종 결정

GATE 1B: 가스전특성 분석

라이선스제공형

지분참여형여
도

결
정

GATE 1A: 사업환경 분석  KOGAS 투자관리체계
(KOGAS 투자 프로세스 개선, 2013.1.11)

투자계획G : 가스전특성 분석

GATE 1C: KOGAS 전략검토

지분참여형

사업개발형
개

발
참

여 투자계획
수립

투자대상확정
사업별투자전략
투자계획확정

■ 가스공사 내부 전략 및 외부적 요인을

투자사업
선정

투자계획확정

투자우선
순위 조정

 모델의 특징

제시하여 탄력적 의사결정 지원

■ Gate 2와 3의 결과에 따라 Gate 1C에서

선택적 Feedback 가능 투자사업

자금여건분석
투자사업분석
투자우선순위조정

실무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경영위/이사회

■ Gate 1A, 1B의 통합결론 및 정성적

의사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참여도의

최종 의사결정 지원

투자사업
Review

사업현황분석
위험요인분석최종 의사결정 지원
주요이슈분석
종합보고서





3. GATE 2 : 사업성 추산 및 액화기술 검토

LCC 기반의 경제성 분석 모델

1) (예비)경제성 분석모델 개요

Present Value

Revenue

C h Fl

Discounting

LCC 기반의 경제성 분석 모델

Present Value
of Total Revenue

Cash Flow

Gas Sales Revenue

???
[FS]

Planning

FS
F-E-P-Con-C ------------- Running (O&M)  ------------ Disposal

R.V

D.C

Time/LC
Present Value
of Total Expense

CAPEX OPEX
Cash Flow

※ 비용, 수입 및 위험 자료를 통한 경제성 분석
- 비용(CAPEX + OPEX)과 수입(시장 및 광구)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Expense
Discounting

비용(CAPEX + OPEX)과 수입(시장 및 광구)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각 비용 및 수입자료에 위험요소 대입



3. GATE 2 : 사업성 추산 및 액화기술 검토

2) (예비)경제성 평가모델 기본 구조도

Investment / Income
Cash Flow

Assumptions Input Process / Calculation Output

CAPEX
(총투자비)

Statement
(손익계산서)

Cash Flow 
(현금흐름표)

OPEX
(운영비용)

Assumptions
(기본가정)

• 순현재가치(NPV)

Financing
(재원조달)

• Investment 
/ CAPEX
(총 투자비)

• OPEX
(운영비용)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Balance 
Sheet 

(재무상태표)

• 사업수익률(IRR)
• ROE, ROI, FI ROI
• 부채상환계수(DSCR)
• 기타

Revenue

(운영비용)
• Financing

(재원조달)
•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 RevenueRevenue
(운영수입) (운영수입)



3. GATE 2 : 사업성 추산 및 액화기술 검토

육상 Plant/FPSO 선정검토

GATE 2A: 액화기술 검토 및 선정

3) GATE 2 세부항목

DB1

육상 / 선정검

육상 (LNG 
Plant)

액화기술 검토

해상 (LNG 
FPSO)

액화기술 선정
NO

GATE 2B: 경제성 평가 모델링

Planning CommissioningProcurementEngineering Construction Running (O&M)

CAPEX
REVENUE

Running (O&M)

비용항목 수입항목

OPEX

비용/수입 항목 분석

DB2
위험요인/시나리오

FS Modeling

s
h
 

o
w개

Input

• 총투자비
• 운영비용

Process/Calculation

p
ti
o
n Income Statement

• Investment/CAPEX

Output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비용 편익비, 회수기간, 부채상환비율경제성 평가 지표

C
a

Fl
o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요

운영비용
• 재원조달
• 감가상각비
• 운영수입A

s
s
u
m

p

Investment/CAPEX
• OPEX
• Financing
• Depreciation
• Revenue Balance Sheet

DB3

GATE 2C: 자료입력 및 경제성 평가

자료 입력 Model Running 경제성 평가 및 의사결정

A

B

NPV: ??, B/C: ??, 
IRR: ??, PP: ??, ROE: ??, 

DSCR: ??
NPV: ??, B/C: ??, 

IRR: ??, PP: ??, ROE: ??, 

Promoting

Considering

순현재가치 도출 회수기간 도출

B/C 도출

사업단 자료

중앙대학교 자료

연세대학교 자료
자기자본이익률 도출 B

C

DSCR: ??
NPV: ??, B/C: ??, 

IRR: ??, PP: ??, ROE: ??, 
DSCR: ??

g

Renouncing내부수익률 도출

중앙대학교 자료

기타 자료
부채상환비율 도출





4. GATE 3: 운영참여도 결정

1) GATE 3의 개요

GATE 3A: LNG 수급전망 Tolling

도
결

정

■ LNG 시장전망을 통해 운영단계에서의

적정 운영지분 참여수준을 결정

■ 주요 수요국의 수급전망 및 소비전망을GATE 3B: LNG 소비전망

GATE 3C: 가격변동 전망

Transfer Pricing

Integrated운
영

참
여

도 ■ 주요 수요국의 수급전망 및 소비전망을

분석하여 유망시장 선정, 공급안정성

검토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운영 참여도 결정시 KOGAS 전략 및
Gate 1, 

Gate 2 반영

■ 운영 참여도 결정시, KOGAS 전략 및

예비사업성 분석결과 고려

■ 탐사사업의 참여도와 운영사업의

탐사참여도

예비 사업타당성

가스공사 내부 전략

참여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 고려

■ 운영참여도 결정시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가 공사 내부 전략 직관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



4. GATE 3: 운영참여도 결정

2) GATE 3 수행 프로세스

T lli 가스공사

Gate 2  
사업타당성

Gate 1 
지분율

Tolling

• 운영지분
= 0

가스공사
전략

국내
LNG Gap

운영참여도
최종결정GATE 3 : 운영참여

환경 분석

Transfer Pricing

• 운영지분
> 국내도입

LNG Gap 환경 분석
Integrated

• 운영지분
= 국내도입

의사결정자
경험/직관= 국내도입

■ 국내의 LNG Gap / GATE 1의 지분율 을 운영참여도에 활용 가능

■ 가격변동성, 해외판매 가능성의 분석을 통해 운영참여 환경 분석

경험/직관

■ GATE 1 의 지분율, GATE 2 의 사업타당성, 가스공사의 전략 검토를 통해 직관과 경험을

반영한 의사결정이 가능

GATE 1과 연계한 운영참여도의 결정을 통해 최종적인 사업구조 결정 가능■ GATE 1과 연계한 운영참여도의 결정을 통해 최종적인 사업구조 결정 가능





5. 모델 활용 및 상용화 방안

기업 특성 별 활용 방안

공기업 민간기업

• 자원 공급에서 자원 개발기

활용
방안

• 자원 공급에서 자원 개발기
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BM 
제시

• 해외 도시가스사업 진출 가

• 신시장 개척
• 에너지공기업과의 연계 강화

를 통한 장기적 수익원 확보
탐사개발 초기단계에서 국내

방안 해외 도시가스사업 진출 가
능성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검토

• 탐사개발 초기단계에서 국내
기업의 협력적 참여 촉진

상용화 방안

■ 공기업 및 국내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비즈니스 모델로 확대 개발
-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 기업의 총괄적인 역량평가 기법 개발
- 역량기반의 해외사업 최적 협력구조 결정방안 제시역량기반의 해외사업 최적 협력구조 결정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