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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터키 플라스틱 산업

생산 ․ 소비, 수급 및 무역현황

1. 생산․소비 황

□ 2002년 이후 연평균 20%의 생산 증가

○ 터키 플라스틱 산업은 비교적 신생 산업에 속하나 2002년 이후 생산능력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기준 연간 매출액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터키 국민총생산
(GNP)의 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터키의 연도별 라스틱 생산량 황

단 :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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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터키 라스틱산업 회(PAG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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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경제위기에 따른 플라스틱 소비 감소로 한때 생산이 위축되었으나, 이후 
연평균 2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

○ 2007년 기준 생산량은 4.9백만 톤으로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1.6%에 해당하며, 
유럽지역내 5위(1위 독일 11백만 톤, 4위 스페인 5.1백만 톤)를 기록함.
- 터키 플라스틱산업의 유럽내 생산량 순위: 합성섬유 2위, PVC 프로파일 3위

□ 포장업 및 건설업이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수요처

○ 국내 포장(packaging) 산업 발달과 건설시장 호황이 플라스틱 산업 성장의 바탕이 
되었으며, 최근 자동차 및 가전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산업의 수요는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

○ 포장 산업은 소요 원부자재 중 30%를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플라
스틱 소비 산업임. 터키는 플라스틱포장제품 순 수출국으로 특히 플라스틱 필름과 
식료품 포장용 PS, PET 부문 수출이 두드러지며, 주요 기업은 Polinas, Korozo, 
Naksan등임. 
- 터키 PET병 시장 성장률은 서유럽 시장 성장률의 3~4배 상회

○ 건설업에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PVC 프로파일 및 플라스틱 파이프를 활용한 (창)문 
제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Firat Plastik, Adopen, Pilsa 등이 주요 기업임. 
이 밖에도 단열재, 인테리어용 자재, 물탱크, 지붕 등을 위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있음.

○ Koҫ, Zorlu, Profilo 등 터키의 가전제품 업체들은 중소 제조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플라스틱소재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하도급도 성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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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산업의 10%를 차지하는 농업분야의 플라스틱 수요는 비닐하우스용 필름, 
관개용 파이프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터키의 주요 산업중 하나인 의류업은 각종 합성섬유를 비롯하여 신발 제조용 
PVC, EVA, TPE, PUR에 대한 수요가 많음. 

○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진출로 터키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 부문 하도급 
업체들이 고이윤을 추구하여 자동차부품용 플라스틱제품으로 생산품 변경을 추구
하고 있음. 

<표 1>                       터키 라스틱의 수요부문 분포

(2007년)

단 : 억 달러, %

수요부문 액 비 수요부문 액 비

포 장 업 60 40 의 류 업   6   4

건 설 업 33 22 자 동 차 업   6   4

기․ 자업 15 10 기 타  21  14

농 업  9  6 합 계 150 100

자료: 터키 라스틱산업 회(PAGEV)

□ 7천여 개 관련 업체 중 중소기업이 99%.

○ 2007년 기준 7,041개 업체가 플라스틱 산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중 제조업체는 
5,405개이고 나머지 1,636개는 무역업에 종사함.
- 제조업체의 68%가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 및 설비 생산이 22%, 원부

자재 생산이 7%를 차지
○ 규모면에서는 종업원 규모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며 대부분 

마르마라해(Marmara Sea)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 외국인 주주를 가진 업체는 총 128개로 이중 독일이 27개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 투자국으로 집계됨. 그 뒤를 이어 네덜란드 14개, 미국 및 프랑스 각 8개, 
이탈리아가 7개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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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터키 300  기업  라스틱 가공업체 황

(2007년)

순 업   체   명 소 재 지

 37 Firat Plastik Kauçuk San. Ve Tic. A.Ş. stanbul

100 Advansa Sasa Polyester Sanayi A.Ş. Adana

143 Naksan Plastik Sanayi Ve Ticaret A.Ş. Gaziantep

167 Artenius Türk Pet Kimyevi Mad. ve Pet Amb. San. A.Ş. Adana

194 Korozo Ambalaj San. Ve Tic. A.Ş. stanbul

219 Adopen Plastik Ve nşaat San. A.Ş. Antalya

245 Süper Film Ambalaj San. Ve Tic. A.Ş. Gaziantep

279 Dow Türkiye Kimya San. Ve Tic. Ltd. Şti. Kocaeli

294 Ege Profil Tic. Ve San. A.Ş. zmir

자료: Export Promotion Center of Turkey, 2008

2. 원재료  기계․설비 수  황

□ 국내산 부족으로 원재료의 83% 수입 의존

○ 약 90%의 플라스틱 원료가 열가소성플라스틱(thermoplastics)으로 터키 최대 석유
화학기업인 PETKIM이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그간 투자 부족으로 수요 증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PETKIM의 시장 점유율: 1990년 67% → 2006년 20%

○ 증가하는 플라스틱제품 수요 및 생산능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내 원재료 공급으로 
인해 원재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 원재료 수입의존도는 83%에 
달함.  
- ABS, EPC, GPPS, HIPPS, LLDPE, PET의 경우 터키내 생산이 전혀 없음.
- PP의 수입의존도가 90%로 가장 높으며, HDPE 83%, PVC 82%, LDPE 3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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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합체(Polymer)별 소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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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터키 라스틱산업 회(PAGEV)

□ 원재료 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상

○ 터키 플라스틱산업의 원재료 수요에 대한 전망치는 발표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터키 플라스틱산업협회 발표: 2009년 6.5백만톤 → 2014년 13.0백만톤 
- 駐터키 프랑스상무관 발표: 2010년 6백만톤 → 2015년 10.0백만톤 

○ 한편, 동 업계에서는 PETKIM의 민영화1)가 완료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그간 지연
되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류 수입 증가세

○ 2007년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용 기계류의 터키내 생산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성장하였으나,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2002~06년간 플라스틱 가공기계 수입의 3배 증가

1) 2007년 12월, 터키 정부는 SOCAR(아제르바이잔)-Turcas(터키)-Injaz(사우디아라비아) 3개국 컨소시엄의 
PETKIM 지분 51% 매입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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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라스틱  고무가공용 기계류 수  황

단 : 백만 달러

2006 2007 증가율

국내 생산 124 144 16.1%

수 출  62  72 16.1%

수 입 320 440 37.5%

국내 소비 382 512 34.0%

자료: 터키 라스틱산업 회(PAGEV)

○ 터키는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용 기계류를 주로 독일에서 수입(총수입액 37.9%)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EU로부터의 수입이 68%를 차지하여 1위이고, 아시아는 
2위(총수입액 22%)를 차지함. 
- 아시아지역 주요 수입상대국(총수입액 중 비중): 중국(8.1%), 일본(7.6%), 대만

(5.4%)
○ 한편,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용 

기계류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꾸준히 수출되고 있음. 주요 수출국은 이란(총수출액 
13.5%)이며, 지역별로는 중동(총수출액 33%)에 집중되어 있음. 

3. 수출입 황

□ 원재료 적자, 제품 흑자 구조

○ 터키 플라스틱산업은 전체적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플라스틱 제품관련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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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터키 라스틱 산업 수출입 황

단 : 억 달러

2006 2007

수출 수입 상품수지 수출 수입 상품수지

원  재  료  4 53 -49  5 68 -63

제 품 22 15   7 29 18  11

합 계 26 68 -42 34 86 -52

주: 제품 수출액은 터키 외무역청(Undersecretariat of Foreign Trade)자료 인용

자료: 터키 라스틱산업 회(PAGEV)

○ 또한, 자동차, 가전제품 및 포장산업을 통한 간접수출 규모는 2006년 35억 달러, 
2007년 40억 달러로 추정되어 플라스틱 제품의 직접수출보다 훨씬 큰 규모임. 

□ 주요 교역상대지역은 유럽 및 아시아

○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수출지역은 유럽으로 총 수출액의 51%(러시아 등 EU 
비회원국 27%, EU 회원국 24%)를 차지하며, 아시아가 2위로 30%를 차지함.  

○ 플라스틱 원재료의 주요 수입지역 역시 유럽으로 총 수입액의 42%(러시아 등 EU 
비회원국, EU 회원국 각각 21%)를 차지하며, 아시아가 2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함.  

< 참 고 >

○ 터키의 플라스틱 원재료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의 대 터키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급증하고 있음. 

단 :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1~8.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218 37.2 359 64.6 298 25.2

주: 고무  라스틱 제조업 련 한국의  터키 직 투자 실 은 없음. 

【구 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