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테리토리 지질 조사

호주 노던테리토리 광물 및 에너지 투자 기회
이안 스크림저 (Ian Scrimgeour)
전무 이사,
노던테리토리 지질 조사

노던테리토리의 자원 산업
•

조업 중인 7 개의 메이저 광산

•

2015/16년도 광물 생산 총액:
$30억 5천만 달러

•

메이저 LNG 수출 기업 (Darwin
LNG, 2018년에 시작하는 Ichthys
LNG와 함께) – 생산 역량: 12
Mtpa

2015/16년 NT 광물 생산비중 및 톤수

0.5 Mt Zn-Pb
정광

2200t U3O8

아연-납

우라늄
8.3 Mt bauxite

보크사이트
망간
금
5.5 Mt Mn

17.5 t Au

인프라
남북 인프라 중심축
• 철도 (다윈-애들레이드)
• 하이웨이
• 가스 파이프라인

호주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한국행 항구
가스 및 철도 네트워크를 호주의 동부
해안까지 연결할 가능성
호주 북부 개발 정책 – 호주 정부로부터
인프라 건설용으로 A$50억 달러 특별 대출

투자를 구하는 신흥 프로젝트들의 견고한 파이프라인
•

2007-2011년의 탐사 붐이 새로운 발견 및 자원
파악으로 결실

•

28건의 광산 프로젝트가 현재 타당성조사,
인가 혹은 건설 과정에 있음

•

대다수가 장기 프로젝트임 (광산 수명 20년
이상)

•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생산물: 구리, 인산,
바나듐, 희토류, 금, 아연, 칼륨, 텅스텐, 우라늄

•

중소 기업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해 노력 중

투자 유치 중인 프로젝트
NT 정부가 한국의 투자를 구하는 광물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였고,
여기에는 17건의 후기 단계 프로젝트 및
다수의 초기 단계 탐사 프로젝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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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석유 및 가스
칼륨
바나듐
티타늄
텅스텐
몰리브덴

모든 정보가 USB에서 가능함

바나듐-티타늄-철
TNG Ltd – Mount Peake
•

160 Mt @ 0.28% V2O5 , 5.3% TiO2, 23% Fe

•

고철질암에 들어있는 바나듐 자철석

•

철도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인접

•

특허 받은 습식제련 기술을 통한 V2O5, Fe2O3 및 TiO2 의 잠재적 생산

2015년 7월 최종 타당성조사 (DFS) 발표:
•

세전 내부수익률: 41%

•

생산 전 자본 비용: A$9억 7,000만 달러

•

광산수명 순현금흐름 견적: A$116억 달러

•

운영 현금흐름: A$136억 달러

•

초기 17년의 프로젝트 수명

•

3 Mtpa에서 6 Mtpa로 증가

•

다윈에 제련소 예정

Mount Peake에 한국 참여

• 한국의 주요 페로바나듐 그룹인 Woojin Ind. Co. Ltd와 구속력 있는 광산 수명
오프테이크 계약 체결
• WOOJIN과 구속력 있는 광산 수명 기간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 현대 제철 및 POSCO와 MoU 체결

구리 – 호주 중부
KGL Resources Ltd – Jervois Cu-Ag-Pb-Zn-Au
•

30.5 Mt @ 1.07% Cu, 23.0 g/t Ag

•

327,000t 함유 Cu, 22.6 Moz Ag, 190,000t 함유 Pb-Zn

•

12km 광물화된 지대

•

광화작용 지대 시추: 지표로부터 800m 이상

새로 발견된 Rockface 광상의
고급 광체

14m @ 8.89% Cu, 38.5g/t Ag, 0.38g/t Au
9.4m @ 11.53% Cu, 56.6g/t Ag, 0.87 g/t Au

금-아연-은-납
PNX Metals Ltd - Hayes Creek 프로젝트

철도와 직접 맞닿은 위치에 있는 괴상의 고급
다금속 황화물 광상
• 4.1 Mt @ 4.35% Zn, 1.81 g/t Au, 124 g/t Ag, 0.91%
Pb, 0.25% Cu
• 2017년 중반에 완성될 Hayes Creek 사전타당성
연구

리튬
Core Exploration - Finniss 리튬 프로젝트
Grants 최초 자원 전망
1.8 Mt @1.5%Li2O
• Core에서 NT의 최대 리튬 사용권 위치 보유
• 항구 및 기반시설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
• 고품질 6% 리티아 휘석 농축물 생산 가능성
기타 탐사업체로는 Liontown Resources 및
Kingston Resources포함

호주의 노던테리토리
• 개발 친화적인 정부, 규제의 안정성
• 신흥 광산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및 관련 인프라
• 높은 전망의 셰일 가스 및 석유
기회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무료 지구과학 데이터
•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NT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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