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cus: 꽃피는 4월, LNG 르네상스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올해 전세계 LNG선 발주량 사상최대 전망
국내 조선사, 2년 연속 수주 1위 기대
선가 오름세도 지속...수익성 개선에 호재 될 듯
올해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규모가 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LNG선
수요 증가로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선가
흐름과 함께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LNG선 발주량은
100척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카타르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늘어나는 LNG 수요에 맞춰 운반선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제공 = 대우조선해양

우선 당장 이달부터 시작해 올여름까지 대형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모잠비크 LNG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국 애너다코페트롤리엄은 LNG선 16척을 2분기 내에 발주할 계획이다. 미국 엑손모빌의
모잠비크 로부마 LNG프로젝트에 투입되는 LNG선 15척 발주도 7월 예정이어서 올 여름에만 30척
이상의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북극해 야말 프로젝트 관련 쇄빙LNG운반선 10~15척 가량도 2분기 내 발주가 예상된다. 최대
60척에 달하는 카타르 LNG선 발주도 다가오고 있다. 연내에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최근 수 주 내에 조선사들을 대규모 LNG선 발주를
위한 입찰에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LNG선 발주는 모잠비크·러시아·카타르 물량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
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LNG 수입량을 2030년까지 늘릴 계획인 가운데
LNG선 수요도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전 세계 LNG선 발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선업계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6척 중 66척을 수주했다.
지난 1분기 조선 3사는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13척 중 11척을 따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7척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3척, 1척을 기록했다. 2분기부터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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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발주를 기대하면 지난해 7년만에 전세계
선박 발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한 국내 조선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선 발주가 증가하면서 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만4000㎥급 기준 LNG선
신조선가는 지난해 2월 1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억9000만원대에
달한다. 선가 인상으로 조선업 활성화는 물론 각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올해 예상되는 LNG운반선 발주/ 제공 = 이베스트투자증권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국내 조선사가
현재 LNG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4.9.,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