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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브론 고르곤 LNG 첫 수출 카고 일본으로 출항 
쉐브론의 아시아 LNG 사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 

 
캘리포니아 주 샌 라몬, 2016년 3월 20일– 쉐브론(NYSE: CVX)은 고르곤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첫 

번째 액화천연가스(LNG) 카고가 서호주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배로우(Barrow) 섬에서 출항했다고 오늘 밝혔다. 
첫 수출 카고는 일본에 공급되며, 쉐브론의 주요 고객사인 중부전력(Chubu Electric Power)에 인도될 예정이다. 

쉐브론 미드스트림 & 개발 수석 부사장인 마이크 워스(Mike Wirth)는 "고르곤 프로젝트의 첫번째 LNG 
카고 수출은 쉐브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에게 안정적인 LNG를 공급하는 공급사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운영될 프로젝트의 수익 창출 시작을 의미하므로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LNG는 아시아 전역의 필수적인 발전 연료이며, 천연가스는 쉐브론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쉐브론의 호주 프로젝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며, 쉐브론 호주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지분으로 고르곤과 휘트스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의 8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고객과의 매매 계약서 및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공급된다.  

이번 LNG 카고는 쉐브론의 최첨단 LNG 선박인 아시아 엑셀런스호(Asia Excellence)로 운반될 
예정이다.  쉐브론 해운(Chevron Shipping Company)은 선도적인 LNG 공급사로 성장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운영 선단에 신규 LNG 선박 6대를 추가하는 등 최근 쉐브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선 및 선단 현대화 
프로그램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고르곤 프로젝트는 서호주 북서쪽 연안 80마일 (130km)과 136마일(220km) 사이의 그레이터 고르곤 
(Greater Gorgon) 지역 내에 위치한 고르곤과 잔츠-이오 (Jansz-Io) 가스전에서 공급된다.  이 프로젝트는 
배로우 섬에 위치한 15.6 MTPA LNG 액화 공장, 이산화탄소해저주입 프로젝트와 호주 내 가스 발전소를 
포함하며, 이는 하루 300 테라줄에 달하는 가스를 서호주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쉐브론이 운영하는 고르곤 프로젝트는 쉐브론 호주법인 (47.3%), 엑슨모빌 (25%), 쉘 (25%), 
오사카가스 (1.25%), 도쿄가스 (1%), 중부전력 (0.417%)의 합작 투자로 이루어졌다. 

쉐브론은 세계 일류의 통합에너지 기업으로, 전 세계의 쉐브론 자회사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 전반에 진출 해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제조 및 운송, 수송 연료와 윤활류의 정제, 마케팅 및 
배송, 석유화학제품과 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 전력 및 지열에너지 생산을 포함하여, 쉐브론은 회사 운영 
전반에서 사업적 가치를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라몬에 위치하며, 
쉐브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hevr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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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 "면책" 조항 목적의 전향적 정보 관련 주의성 진술 
 
 
본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항목 중 일부는 쉐브론에 대한 전향적 진술이다. "예상", "기대", "의도", "계획", "목표", 
"예측", "기획", "생각", "추구", "예정", "추정", "일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예산", "전망", 
"일정대로", "진행 중"과 같은 단어 또는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전향적 진술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진술은 경영진의 현재 예상, 추정 및 예측에 기초하며, 향후 실적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특정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며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전향적 진술과 현저하게 다른 실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수요 및 공급의 변화, 예상 비용 절감과 지출 절감을 실현하는 회사의 능력, 경쟁사의 활동,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저유가 기간 동안 회사 공급업체, 거래처, 파트너 및 지분 제휴사의 운영 결과 및 재무 상태, 
운영과 개발 활동 점유율에 따른 자금 투자에 대한 회사 합작 파트너의 무능력 또는 실패, 기존 및 향후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예상 순 생산량 달성의 잠재적 실패, 계획된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또는 착수 시 잠재적 지연, 전쟁, 사고, 정치적 사건, 사회불안, 심각한 기상 상황, 사이버 위협과 테러행위로 
인한 회사의 운영, 순 생산 또는 제조 시설이나 배달/운송 네트워크의 잠재적 혼란 또는 중단, 기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적 또는 인간적 원인, 호주의 경제, 규제 및 정치적 환경 변화, 정부에서 의무화한 판매, 
매각, 자본 재구성, 산업별 세금 및 재정 측면에서의 변화 또는 회사 운영 범위에 대한 제한, 미국달러 대비 
외환 흐름, 기업의 유동성 및 채권 시장 접근에 대한 물질적 감축, 일반적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 세계 
에너지 산업 운영에 내재된 위험과 위해를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포함한다. 독자는 본 
보도자료 배포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전향적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쉐브론은 새로운 정보, 향후 사건 또는 기타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향적 진술을 공개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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