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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회보

알버타 천연 가스 섹터에 호재:
캐나다 & 대한민국.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도달하다
2014년 3월 11일 서울에서, 캐나다의 하퍼 수상과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대한민국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CKFTA) 체결 조건에 최종
도달했다고 발표 했다.

백그라운드 & 의미
CKFTA는 캐나다가 아시아국가와 한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이고, 앞으로
캐나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관문 역할을 한다. 1
한국은 자유 무역 협정의 확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다. 2 CKFTA는 캐나다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략적 거점을 두고 인근 주변국으로 투자와
교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간의 깊은 상업 상호
작용으로 캐나다 국적 회사들이 한국 재벌(한국 대기업)과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그 지역에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더 나은 위치가 되도록

1

Canda-Korea Free Trade Agreement: Creating Jobs and Opportunities for Canadians Final Agreement Summary,
(2014) online: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korea-coree/index.aspx> [CKFTA Summary].
2

Lee Richardson, Study of the Canada-Korea Free Trade Negotiations: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March 2008, 39th Parliament, 2nd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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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캐나다 회사들이 글로벌 공급 체인 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며 이는 캐나다 국제 정책 우선 순위이다. 3
대한민국은 현재 캐나다에게 7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국이고,
캐나다 산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주요 시장이다. CKFTA가 캐나다사업의
활동영역을 증대하여 캐나다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32% , 캐나다
경제를 $17억불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런 것은 캐나다한국무역간 실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폭넓은 여러 조치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길고 험난한 길 - 캐나다 대한민국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제목의 이전 맥밀런(McMillan)
불리틴(bulletin)에 그 개요가 잘 설명되어 있다.
이 공지는 CKFTA가 앨버타의 천연 가스 산업을 보유 할 수 있다는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석
캐나다 천연 자원 부문은 CKFTA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천연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 액화 천연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 두 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다.

5

연료 유형별로 한국의 총 일차 에너지 소비의 약 17 %를

6

차지한다. 어떤 운영 LNG 수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는 현재 한국에
LNG를 수출하지 않는다.

7

하지만, 6개의 제시된 시설들이 있고, 그 중

5개는 영국 콜롬비아에 있다. 8 CKFTA에서 LNG 의 현재 3 %의 관세가

3

Ibid.

4

CKFTA Summary, supra note 1.

5

South Korea-Alberta Relations, (2012) online: Alberta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ww.international.alberta.ca> [Korea/Alberta Relations].

6

South Korea is a major energy importer, (January 17, 2013) onlin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ks>.
7

Canadian LNG Projects, (November 15, 2013) online: Natural Resources Canada
<https://www.nrcan.gc.ca/energy/natural-gas/5683> [Canadian LNG].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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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고, 그것은 캐나다 수출업체에게 한국용 물품에 대한 면세를 주는
것이다.

9

알버타의 천연 가스 분야는 한국 시장에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2
년, 알버타 상품을 세계 전반으로 약 950억달러를 수출했다. 알버타의
에너지 부문은 전체의 73 %를 차지한다. 미국은 알버타의 원유 및 천연
가스 수출의 99 %를 차지한다. 알버타 정부는 미국의 국내 에너지 공급의
성장은 알버타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0 이것은 2012년 미국에 수출한 알버타 에너지 제품의 가격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수출한 동일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한
합리적인 우려이다. 11 미국이 셰일 가스 추출을 하는 등 미국 내 자체
에너지 생산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CKFT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알버타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알버타의 천연 가스 수요 감소 및 수익을 단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본 리포트 제출을 지원한다:
1) 한국은 이미 알버타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수출 시장과 무역과 투자의 중요한
대상이다. 13 한국이 가진LNG에 대한 강한 수요와 업무의 제거는 알버타의
천연 가스 생산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은
아시아 LNG수출 계획 관련 8~11개 프로젝트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14
2) CKFTA는 알버타에게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문을 제공한다.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 (CAPP) 회장인 데이브 콜리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유와

9

CKFTA Summary, supra note 1.

10

Alberta’s International Strategy 2013: Building Markets, (2013) online: Alberta Government
<http://international.alberta.ca/documents/ABInternationalStrategy2013.pdf> [Alberta 2013].

11

Ibid.

12

Ibid.

13

Korea/Alberta Relations, supra note 10.

14

Toh Han Shih, “Canadian Exports of LNG to Asia seen as Enormous Opportunity”, (January 23, 2014) online:
<http://www.scmp.com/business/commodities/article/1411567/canadian-exports-lng-asia-seen-enormous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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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등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성장을...
캐나다의 석유와 천연 가스 제품에 대한 시장을 다양화하는 것은 캐나다가
석유와 가스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게하고 자원에 대한 완전한 값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15 CKFTA는 아시아 전역 유사한 협정을
추구하는 캐나다 정부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향후 25 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의 예상 성장의 30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포함하여.

16

3) CKFTA는 알버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회를 창출한다.
한국 기업은 이미 캐나다의 에너지 부문에 투자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 년 12 월, 한국 가스 공사의 (KOGAS) 자회사인 캐나다
한국 가스 공사는 3천만 달러를 들여 MGM 에너지 공사 주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20 %의 지분을 인수했다. 더우기, 2010 년 8 월, 한국 기반 STX
에너지(주)는 15억2천만불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천연 가스 필드를
구입했다. 17 이러한 투자는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투자에 있어서 한국의
관심을 드러낸다.
CKFTA의 투자분야는 양자 간 투자에 대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수립하여 한국 투자의 상승 추세를 촉진 할 것이다. CKFTA는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이 캐나다 기업보다 덜 차별 대우받도록 하는 투자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18 더우기, CKFT는 다음과 같은 안전 장치를 제공한다: (1)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없는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2) 차별적 처우에 대한
보호; (3) 독립적인 국제 투자자 - 국가 분쟁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 이 모든
것들은 투자 안전 지역으로서 알버타의 이미 형성된 명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19

15

Travis Davies, Oil and Gas Industry Encourages Canada-Asia Free Trade Talks, (March 25, 2012) online: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cedures <http://www.capp.ca/aboutUs/mediaCentre/NewsReleases/Pages/canada-asiafree-trade-talks.aspx>.

16

Ibid.

17

Korea/Alberta Relations, supra note 5.

18

CKFTA Summary, supra note 1.

19

Ibid.

McMillan LLP  mcmillan.ca

Page 5

결언
CKFTA 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로 캐나다의 관계를 재정의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다. CKFTA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CKFTA는 알버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새로운
법적인 해결 과제를 야기 할 것이고, 이는 CKFTA의 목표를지지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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