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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개요.Ⅰ
산업의 정의 및 분류1.

석유화학산업은 원유의 정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납사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

되는 에탄 및 를 원료로 하여 올레핀계 및 방향족계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LPG ,

를 다시 중간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 등의 유도품을 생산하,

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및 합성수지 및 기(20119), (20301)

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으로 구분된다(20302) .1)

표< 1> 석유화학산업의 분류

산 업 세 분 류 표준산업분류

석 유 화 학 계 기 초 화 학 물 질 20111
기 타 기 초 유 기 화 학 물 질 20119
합 성 고 무 20301
합 성 수 지 및 기 타 플 라 스 틱 20302

자료 통계청：

산업의 특징2.
석유화학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본집약적 장치산. ,

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생산시설의. ,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중간원료와 유도품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산

라인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투자비용의 회수에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고정비가 항상 소요됨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 기업경영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요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업 간 증.

설경쟁으로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다 둘째 기초소재산업이다 석유화학제품은 합성섬유 포장재 등의 생활. , . ,

용품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의 내외장재 타이어 건축자재와 같은 산업용품의 소, , , ,․
재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은 이러한 수요산업의 경기.

1) 석유화학산업의 수급실적을 나타낼 때는 대 유도품인 합성수지3 (HDPE, LDPE, PS, PP, PC,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 의 개 제품에 한정하PVC, ABS), (AN, CPLM, TPA, DMT, EG) (SBR, BR) 14

기도 한다 특히 통상 석유화학산업 범주에는 표준산업분류 중의 기타 플라스틱 물질을 제. 20302
외하기도 한다.



한국의 산업 석유화학2008 :

산은경제연구소 2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셋째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 , .

은 산업의 특성상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석

유자원에서 파생된 제품을 기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제조공정을 거치면.

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이 불가피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상 비중3.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 말을 기준으로 각각 및 에 불과하다 이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2006 0.3% 0.9% .

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기

업들의 고용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생산액 및 부가가.

치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 말 기준 각각 및 에 달해 비2006 4.9% 2.5%

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년 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외환1998 4.9% ,

위기 이후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침체로 인한

업황부진으로 년에는 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년 이후 세계 석유화2002 4.3% . 2003

학경기의 회복과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기의 호조로 그 비중이 다시

로 상승하였다4.9% .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년 말 기준2006

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설비증설의 마7.5% . 1990

무리로 수출여력이 높아지면서 처음 대로 올라선 후 년 중 줄곧4% 2000 02 5.7～ ～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내수부진에 따른 업체들의 수출마케팅 강화와 대5.8% .

중국 수출여건의 호조로 년에 처음으로 대에 진입하였으며 년 이후에2003 6% 2005

는 를 상회하게 되었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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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제조업상 비중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개( )

제 조 업(A)
석유화학(B)
B/A (%)

112,662
213
0.2

113,310
218
0.2

117,205
257
0.2

119,181
322
0.3

1.8
14.8

종사자수
천명( )

제 조 업(A)
석유화학(B)
B/A (%)

2,735
24
0.9

2,798
24
0.9

2,866
n.a
n.a

2,911
25
0.9

2.1
1.4

생 산 액
십억원( )

제 조 업(A)
석유화학(B)
B/A (%)

677,371
31,418
4.6

788,633
40,950
5.2

848,484
n.a
n.a

909,067
44,325
4.9

10.3
12.2

부가가치
십억원( )

제 조 업(A)
석유화학(B)
B/A (%)

255,813
8,365
3.3

301,863
10,438
3.5

312,792
n.a
n.a

326,844
8,313
2.5

8.5
0.2△

수 출 액
백만달러( )

제 조 업(A)
석유화학(B)
B/A (%)

188,527
11,917
6.3

246,960
17,015
6.9

280,194
20,811
7.4

320,376
24,099
7.5

19.3
26.5

주 년 석유화학의 종사자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2005 , ․
자료미비로 이용이 불가능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보고서 전국편 각년도: 1) , ( ) ,『 ․ 』
한국무역협회2) (www.kita.net)

경쟁력 결정요인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은 크게 원가구조에 의한 가격경쟁력과 품질 및

원천기술 확보와 같은 비가격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가격경쟁력,

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유화학산업. 1970

은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선진국 중심의 산업이었으나 년대 이후에는 선진국, 1980

의 석유화학산업이 점차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의 산업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은 유럽미국 및 일본에서 우. ․
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석.

유화학산업의 기술력은 점차 보편화되었고 자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산업에 진,

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석유화학제품의 범용화는 품질에 따른 비가격경쟁력의 중요성을 크게 약

화시켰다 대신 공정효율화에 의한 원가절감 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

략하는 가격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에 비해 비가격경쟁력은.

범용제품에 국한된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미래,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전략 측면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재 석유.

화학산업은 점차 성숙 산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 석유화학기업들은 새,

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해 첨단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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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제품개발은 주로 복합화유기신소재 개발기술에 집중되고 있는데 동. ,․
분야의 경쟁력은 미래 석유화학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동향.Ⅱ
산업환경1.

가 사상 최장의 경기 호황국면 지속.
세계 석유화학 경기는 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완만한 회복국면을 나타내다2000

가 년 이후 급속한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하였다 당초에는 이러한 경기상승2003 .

국면이 년을 기점으로 점차 소멸되고 점진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2006

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상승 국면은 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 2008 .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기상승 국면이 무려 년이상 지속된 것으로서 일반적으8

로 저점 통과 후 고점까지 약 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4

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호황국면이 장기간 지속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중국 석유화학시장의 수입수요 급증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수입 급증은 이미 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1990

만 년 이후의 수입 급증은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 2000

다 이러한 수입수요 급증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것으로 중국 경.

제는 년 이후 년 연속 를 상회하는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2003 5 10% .

그러나 이러한 장기호황의 끝자락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08

년 분기부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석유화학 경기도 급격3/4

히 냉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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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사이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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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 제품의 영업이익률 기준임(EBIT)：
자료 CMAI：

중국의 경제 성장은 서부대개발이나 도시화의 진전과 같은 개발수요와 함

께 올림픽 세계박람회의 개최와 같은 국가적 행사의 준비 등에 따른 내수,

확대와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수출‘ ’

호조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를 포함한 석. , ,

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년 동안 연평균2004 07～

증가율은 에 달하였다11.2% .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년 기준으로 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부족분은 전량 수입2007 62.3% ,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당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

한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 설비증설 등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

지만 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내수대비 생산의 과부족 물량은 몇 년간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실제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부족분은. 2004

년 백만 에서 년에는 백만 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한 상24.5 M/T 2007 25.7 M/T

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수출시장으로 부

상하였으며 단일시장의 수요확대가 세계 석유화학 경기를 견인하는 매우 이,

례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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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

단위 천( M/T, %)：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생 산 25,065 30,185 35,512 42,466 19.2
내 수 49,598 55,901 60,813 68,192 11.2
과 부 족 24,533△ 25,716△ 25,301△ 25,726△ -
자 급 률 50.5 54.0 58.4 62.3 -

자료 CNCIC, KITA：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능력이 비교적 장기

간 정체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능력 정체는.

유럽 및 미국의 선진시장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럽 및 미국의 선진시장은 이미 년대 이후 산업의 성숙화 선진1980 ,

국 시장의 수요 정체 및 고비용 구조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유럽 및 북미시장의 설비능력은 상당기간 정체상태에 머물.

렀고 다국적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 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을 위해

를 통한 대형화와 함께 생산원가가 저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투M&A

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해외투자의 대상으로 산유국이 밀집해.

있는 중동지역을 선택하였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정체는

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에 기인하였다 한국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1997 . , ,

로 한 아시아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자국의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의 여

파로 신규 설비투자에 나서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공급능력은 년대 초2000

반까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밖에 아시아 석유화학시장의 또 다.

른 대표주자인 일본의 경우도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시․
행하여 중국 시장 등을 겨냥한 설비증설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아시아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은 상당기간 확대되지 않는 추세를 나타냈

다.

나 중동 증설투자의 마무리 임박.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년대 초반 유럽 및 미국의 다국적 석유화학기업1980

들의 해외투자 전략에 따라 그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년대에 접어. 1990

들면서 석유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한계를 느낀 중동국가들이

새로운 산업성장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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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중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즉 다국적 석유화.

학기업의 해외투자 전략과 중동국가들의 산업육성 전략의 이해관계가 부합하

면서 중동지역은 세계적인 석유화학 공급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

다.

이러한 가능성은 곧 현실화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시작되었고 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전 세계 에틸, 2000

렌 증설투자의 약 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50% .

따라 다수의 전망기관들은 이미 년 초반부터 중동 지역의 설비투자가 마2000

무리되고 양산체제에 접어들 경우 세계 석유화학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

고 예상하여 왔다 그러나 설비투자 비용의 급증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

확대 등에 따라 중동지역의 설비투자 완료시점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는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장기 호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잦은 증설투자 지연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물량출회가

제품별로 년 말과 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2008 2009

있다 특히 출하되는 제품의 규모가 막대한 수준으로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수.

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탄 베이스 설비를 가동하고 있어 공정상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틸렌의 경우 관련 제품출하가.

년 상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년 중 중동지역의2009 2008 11～

에틸렌 신규 공급량은 약 백만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10 M/T .

년 기준 전 세계 에틸렌 수요량 백만 의 에 해당하는 막대한2007 116 M/T 8.6%

규모로 에틸렌 및 에틸렌 관련 유도품의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플렌 및 관련 유도품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동지역의 프로필렌.

증설투자는 년을 기점으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년 하반기부터 해2008 2008

당 제품 시장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동의 프로필렌 생산능력은.

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2008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중동지역의 프로플렌 생산능력은 년 백만. 2007 3

에 불과했으나 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백만 에 이를 것으로M/T 2009 7 M/T

예상되며 년에는 백만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12 11 M/T .

이에 따라 중동지역은 에틸렌에 이어 프로필렌 제품시장에서도 세계적인 공

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올레핀계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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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동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에틸렌 단위 천 프로필렌 단위 천( : M/T) ( : M/T)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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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ecnon 자료: Tecnon

다 고유가에 따른 수익환경 변화.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은 유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나타낸

다 원재료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원재료.

비는 곧 유가에 연동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년까지는 고유가가 오히려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2007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완전히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품가격.

상승분이 원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는 유화제품

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물량의 확대는 중동지역

의 증설투자 지연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은 년 말의 가격 저점기를 기준으로2001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어 년 말 기준 제품별 가격이 저점대비2007 1.

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유화학산업의 제품 마진을 나타내는5 3 .～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 역시 년 중 톤당 달러에서 년- 2002 03 211.7 2004 08～ ～

중에는 달러로 상승하여 국제 유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444.8

화학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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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유화제품 국제가격 및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추이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① ②

자료: Data stream 자료: Data stream

그러나 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석유화학 제품수요가 부2008

진을 보임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가가 배럴당.

달러에 달하고 납사의 국제가격 역시 년 월에 톤당 달러140 2008 7, 8 1,000

를 상회하였다 평균 달러의 고가에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월정. 900 1,000 3～

도의 시차를 두고 유입되는 시점인 년 분기에는 납사 가격이 톤당2008 4/4

달러 이하로 하락하였다 극심한 수요부진으로 제품판매 자체가 급격히300 .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 석유화학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

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결국 업체들은 대규모 재고차손과 환차손의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결국 년 월 이후 납사 에틸렌 스프레드는 한 때 달러 이하로 하락2008 9 - 100

하였다 고가에 구입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 한 원가상승 판매부진에 따른. ,

대규모 역마진 자금난으로 당분간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당분간 석유화학 경기의 하강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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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국제유가 및 납사 가격 추이

국제유가 두바이유 추이 납사 가격 추이( ) (C&F Japan)① ②

자료 자료: Data Stream : Data Stream

수급동향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석유화학 경기는 년 저점을 통과하여 점진적2000

인 상승국면에 진입한 이후 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2003 .

또한 년 이후 경기 하강국면에 진입하리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년 상반2006 2008

기까지 장기 호황국면을 유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

역의 수요 확대와 중동지역의 설비투자 지연이라는 수급여건의 개선이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년 중 세계 에틸렌 수급추이를 살펴보면 생산능력은 중동지역의 공격2003 07 ,～

적인 설비증설에 힘입어 연평균 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수요는 동 기간 중3.1%

연평균 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요 증가율이 생산능력 증가율을 상회4.4% 1.3%p

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에틸렌 설비 가동률은 년 에서 년. 2003 88.2% 2004 92.9%

로 상승한 이 후 지속적으로 대를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92% .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설비가 개월이 소요되는 주기적인 정기점검2 3～

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 화재 정전 등의 영향으로 가,

동중단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동률이 를 상90%

회한다는 것은 거의 완전 가동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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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 에틸렌 수급추이
단위 천( : M/T, %)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03 ’05～ ’05 ’07～
생산

능력

아 시 아 30,753 31,143 33,534 35,104 37,691 4.4 6.0
중 동 9,412 9,982 12,597 12,829 13,064 15.7 1.8

세 계 110,956 112,663 119,494 121,351 125,140 3.8 2.3
수 요 97,906 104,610 110,111 112,048 116,172 6.1 2.7
가 동 률 88.2 92.9 92.2 92.3 92.8 - -

자료 :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한편 년의 시기를 년을 기점으로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2003 07 2005～

최근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장기 호황국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년 동안은 중동지역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연평균 의 높은 증2003 05 15.7%～

가율을 기록하여 전 세계 석유화학 신규투자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장기간 정체되어 전 세계 생산능력은 같은 기간

증가에 그쳤다3.8% .

이에 비해 수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시장의 높은 수입수요 증가세

에 힘입어 연평균 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생산능력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6.1% .

이러한 수요우위 현상이 결국 년 이후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급격한 경기 상승2003

을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년 동안은 에틸렌 수요 증가세가 연평균 로 이전 기간에 비2005 07 2.7%～

해 둔화되었다 이러한 수요 둔화는 년 중 발표된 대부분의 석유화학 경기 전. 2004

망에서 년 이후의 경기 하락세를 예상한 중요한 이유였다 중국의 석유화학2006 .

제품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겠으나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수입수요 증가세

가 다소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덧붙여 중동지역의 지속적 설비투자로

인해 공급규모의 큰 폭 확대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국의 생산능력 증가율은 연평균 를 기록하였고 전 세계6.0%

수요 증가율 역시 로 하락하여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하였다 문제는 중동의2.7% .

생산능력 증가율이 예상과 달리 연평균 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는 것이1.8%

다.

중동의 생산능력 증가율 둔화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이란의 투자 지연

에 기인한 것인데 그 결과 년 이후 세계 석유화학 경기 하강의 직접적 원인, 2006

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동의 설비완료 시기가 약 년 늦추어 지는 상황이2 3～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의 증가율 둔화

가 더 크게 나타나 세계 석유화학 경기의 상승국면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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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년 분기부터 시작된 경기급랭으로 중국 등의 수요가 급격히. 2008 3/4

위축되면서 생산과잉 상태로 급변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산감축이 경쟁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황.Ⅲ

시장 및 업계 구조1.
가 대기업 중심의 과점적 경쟁시장.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년 말 기준 국내 석유화2006『 』․
학산업에서는 총 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운322 .

스트림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비교적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면 기초원료 중간원→

료 대 유도품으로 이어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부문은 대기업 중심의3→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년 말 기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2007

주요 제품별 업계구조를 보면 중간원료인 및 프로필렌을 제외한 주요 제품별BTX

업체 수는 약 개사로 이루어져 있다2 9 .～ 2)

그러나 이러한 과점적 구조는 년 말에 나타난 외환위기 이후에 형성되었으1997

며 그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경쟁강도가 높았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년대, . 1980

말까지는 정부에 의해 시장 진입이 일정부분 제한됨으로써 제품별로 개 기업2 3～

이 시장을 형성하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년대 초반부터. 1990

본격적인 투자 자유화조치가 시행되면서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시장진

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각 석유화학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하여 설비.

증설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년에 들어서는 설비과잉 문제와 함께 업체들1996

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동시에 야기되었다.

이러한 경쟁강도의 심화 현상은 결국 년 말의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1997

정의 시행과 년까지 이어진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침체가 맞물리면서 훨씬 약1999

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자제하기 시작하였고 일.

부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참여업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시장은 각 업체 간 경쟁이 완화되고 과점적 경2000

2) 년 말 기준 는 개사 프로필렌은 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2007 BTX 12 , 12 ,
원료의 특성상 정유업체 화섬업체 및 합성수지 업체들이 수직계열화를 위해 각 제품생,
산에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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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시장의 형태를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5> 주요 석유화학제품별 생산업체 수

단위 개( : )
에틸렌 LDPE HDPE PP PS ABS PVC TPA EG (S)BR
8 5 7 9 6 4 2 6 4 2

주 년 말 기준임: 2007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편람: , , 2008『 』

나 산업 구조조정 가시화 전망.
외환위기 직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주도의 산업합리화 방안에 따라 현대석

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및 케미칼, KP 3 )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현대석.

유화학 및 삼성종합화학은 년대 초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 심화를 가져1990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양사의 구조조정은 빅딜을 통한 통합법인의 출범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먼저 삼성종합화학의 경우 프랑스의 다국적 기.

업인 토탈사와의 합작법인 형태로 구조조정 절차가 완결되었고 현대석유화학 및,

케미칼은 화학 및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기업에 매각되었다KP LG .

이러한 구조조정의 일단락은 석유화학 구조개편의 당초 취지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석유화학 경기 상승에 따라. ,

업황이 호전되는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오히려 대형 업체의 출현 가능성을 열었다

는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화학 및 호남. LG

석유화학은 주요 제품군에서 를 상회하는 시장 지위를 형성하게 되었다30% .

3) 케미칼은 고합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 사의 합섬원료 사업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KP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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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대석유화학 인수 전후 화학LG ․호남석유화학 양사의

생산능력 및 점유율 변화
단위 천( : M/T, %)

에틸렌 SM LDPE HDPE PP EG
국 내 생 산 능 력 5,755 2,602 1,702 2,035 2,863 885
인 수

이 전

생산능력 720 500 156 680 380 400
점 유 율 12.5 19.2 9.2 33.4 13.3 45.2

인 수

이 후

생산능력 1,770 890 591 900 880 775
점 유 율 30.8 34.2 34.7 44.2 30.7 87.6

주 년 말 기준임: 2004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편람: , , 2005. 7『 』

문제는 이 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 논의가 중단되었다

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호전에 따라 각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별다른 유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세계 석유화학.

경기의 상승국면이 기대이상으로 장기화되자 오히려 그동안 미루어왔던 설비투자

를 공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예상외로 장기호황 국면의 지속으로 구조조정이 연기되어 왔으나 년 하반기2008

이후 경기급랭을 계기로 생산과잉 상태에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불황이 지속

되면 등 산업재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증설투자 외국M&A . ,

의 업체에 비해 영세한 생산시설 규모 중동 등의 대규모 시설확충 및 양산단계,

돌입 장기호황 뒤의 경기 침체국면 급진전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일단 구조조정이,

촉발되면 산업재편이 예상보다 강도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급동향2.
가 생산의 완만한 증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은 년 중 연평균 의 증가율을 기록하여2003 07 2.9%～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지속적인 호조에도 불.

구하고 생산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이 장

기화되었고 생산능력의 증가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년 이. 2005

후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다소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시행하였지만 대부분,

대 유도품이 아닌 중간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도품 부문의 투자 역시 대규3

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생산능력 증가의 효과가 년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2007

않았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수출과 내수 출하를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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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역시 완만한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내 석유.

화학산업은 전통적으로 내수중심의 시장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내수시장

에 먼저 제품을 출하하고 남은 여력을 수출하는 상황이었다.4 ) 따라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때에는 생산 여력분을 수출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정한 가동률을 유지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여건이 호조를 나타냄에 따2003

라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내수와 수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의 내수시장은 년 이후 전반적으로 위. 2003

축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년 이후에는 수출비율2005

이 를 상회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50% .

표< 7> 국내 석유화학산업 수급추이
단위 천( : M/T, %)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공 급

생 산 16,737 17,286 18,154 18,161 18,779 2.9
합성수지 9,865 9,993 10,287 10,354 10,746 2.2
합섬원료 6,423 6,845 7,393 7,272 7,350 3.4
합성고무 449 448 474 535 683 11.1

수 입 1,179 1,002 931 897 842 8.1△
합성수지 135 96 142 155 135 0.0
합섬원료 1,009 875 755 694 662 10.0△
합성고무 35 31 34 48 45 6.5

합 계 17,916 18,289 19,084 19,058 19,621 2.3

수 요

내 수 10,204 9,955 9,700 9,379 9,482 1.8△
합성수지 4,673 4,630 4,601 4,678 4,799 0.7
합섬원료 5,314 5,107 4,866 4,445 4,421 4.5△
합성고무 217 218 232 256 262 4.8

수 출 7,712 8,334 9,384 9,679 10,021 6.8
합성수지 5,327 5,458 5,828 5,831 6,041 3.2
합섬원료 2,118 2,614 3,281 3,521 3,519 13.5
합성고무 268 262 276 327 461 14.5

수출비율 46.1 48.2 51.7 53.3 53.4
주 수출비율 수출 생산: = ( / ) × 100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편람: , , 2008『 』

나 수출 호조 내수 부진의 양극화 현상 심화. -
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급구조는 년 이후 지속되어 온 내수와2003 2000

4)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하하는 이유는 국내 석유

화학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수출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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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내수 및 수출 추이를 보면. ,

년 중 내수는 연평균 축소된 반면 수출은 연평균 의 증가를 기2003 07 1.8% , 6.8%～

록하였다.

내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내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수요산업의 석유

화학제품 수요가 정체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 유도품 중에서는 수요산업인. 3

화섬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로 인해 업황이 악화된 합섬원료가 연평균 감4.5%

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황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종을 수, ․
요산업으로 하는 합성수지 역시 건설업의 업황부진 영향으로 연평균 의 보합0.7%

세에 그쳤다 다만 합성고무는 주요 수요산업인 타이어업종의 업황 호조로 인해.

연평균 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었다4.8% .

그림< 5>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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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편람 각호: , ,『 』

이에 비해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여건의 개선으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각 업체들이 내수부진의 장기화에 따라 수출 마케팅에 주력하면.

서 수출비율이 년에는 까지 상승하였다 부문별로는 중국시장에서의 경2007 53.4% .

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합성수지의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에 그친 반면 합3.2% ,

섬원료는 중국 합섬원료 시장의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에 힘입어 연평균 의13.5%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 합성고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합성고무.

역시 연평균 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14.5% .

다 중국 의존도 심화.
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된 반면 수출 여건은 호조세를2000

나타내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를 상회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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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의 환경변화가 국내 업체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년 말 기준 국내 석유화학 수출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였으나 년 말2000 38.1% 2004

에는 그 비중이 증가한 에 달해 수출물량의 약 절반가량을 중국시장11.4%p 49.5%

에 의존하였다 이후 년과 년에는 그 비중이 대로 다소 하락하기도 하. 2005 2006 46%

였으나 년에는 로 다시 상승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2007 48.5%

향력은 절대적인 상황이다 현재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높은 상태라고 하겠다.

표< 8>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중 국 38.1 47.7 49.5 46.6 46.9 48.5
대 만 10.8 8.7 8.0 6.5 7.7 7.2
홍 콩 6.4 4.6 4.5 6.0 5.9 5.1
일 본 5.9 5.6 6.0 5.4 5.1 4.0

주 코드 석유화학제품 의 물량기준임: MTI 21( )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과거 중국시장의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였다 급성호흡기 증후군 이 발생하였던 년 상반기 중국 당국이 긴. (SARS) 2003 ,

축정책을 발표하였던 년 상반기 중국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수입을 억제하였2004 ,

던 년 하반기 및 년 상반기에 걸쳐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실적이 모두2003 2005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시장에 대.

한 높은 의존도는 중국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을 어렵게 함

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경영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

문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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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시장의 업황에 따른 국내 수출감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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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코드 석유화학제품 의 물량기준임: MTI 21( )

생산기반3.
가 생산능력 추이.
년대의 공격적인 설비증설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한때1990 세계 위의 에4

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석유화학 공급능력 국가로 부상하였다 현재 국.

내 석유화학산업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급속한 설비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

밀려 세계 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세계 위를 유지하고 있5 TPA 1

어 여전히 대규모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규모 증설투자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규모를 큰 폭으로 성장시키

기는 했으나 과도한 외부차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산업 구,

조조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상당기간 동안 설비투자가 정체 상.

태를 나타내는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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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석유화학제품별 생산능력 추이

단위 천대( : , %)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에 틸 렌 5,720 5,755 5,755 6,402 6,922 4.9
L D P E 1,702 1,702 1,702 1,752 1,737 0.5
H D P E 1,980 2,035 2,035 2,035 2,035 0.7
P P 2,778 2,863 2,863 2,933 2,933 1.4
P S 1,303 1,345 1,379 1,379 1,335 0.6
A B S 1,370 1,370 1,430 1,430 1,480 2.0
P V C 1,260 1,260 1,320 1,340 1,340 1.6
T P A 5,120 5,560 5,650 5,920 5,950 3.8
E G 885 885 885 885 885 0.0
B R 218 218 246 261 286 7.0

주 는 를 포함한 수치임: 1) LDPE LLDPE
연간 기준임2)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편람: , , 2008『 』

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 추이를 살펴보면 에틸렌2003 , BR, , TPA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이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을 제외하면 에틸렌. BR

및 의 연평균 생산능력 증가율 역시 를 하회하였으며TPA 5% , LDPE, HDPE, PP,

및 등의 연평균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준을 기록하여 증가율이 아주PS EG 0 2%～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내수 및 수출실적이 모두 호조를 나타낸 합성고무 제품인.

은 연평균 의 생산능력 증가율을 기록해 비교적 활발한 증설투자가 이루어BR 7.0%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 증가율은 투자자유화 조치 이2000

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인 년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1988 96 .～ 5) 그 이

유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설비규모가 이미 년대 중반에 내수시장 규모를 크1990

게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년 말 기준 국. 1998

내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은 이미 를 기록하여 이후 수출물량의 확대에도174.3% ,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생산능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에틸렌 및 대 유도품 부문의 생산능력 정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중간제품, 3

인 부타디엔 프로필렌 및 의 생산능력은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BTX .

년 동안 각 제품 생산능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부타디엔이 프로필렌2003 07 8.9% ,～

이 벤젠이 톨루엔이 자일렌이 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6.7% , 4.2% , 5.0% , 3.3%

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 제품군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

5) 년 중 주요 제품별 연평균 생산능력 증가율은 에틸렌1988 96 30.9%, HDPE 23.4%,～
LDPE 16.3%, PP 15.6%, PS 13.6%, ABS 17.5%, PVC 8.9%, TPA 25.7%, EG 23.9%, BR

등이다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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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운스트림인 대 유도품 부문의 수출업황 개선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비교3

적 채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나 설비투자 동향.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는 년 중 연평균 약 의 높은 증가율2003 08 26.3%～

을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이와 같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전의 투자 확대기에는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증설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의 설비투자는 중간원료 등 일부 수요 확대품목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설비투자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년에 걸쳐 조, 1996 97 3.2～

원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년1998 2000～

에는 연간 투자액이 조 원을 하회하는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년에는 년 만1 . 2001 4

에 설비투자가 조 원을 넘어섰으나 이 역시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1

이었다 실제로 년 중 설비투자는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2002 04 .～

그러나 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는 새로운 투자 확대기에 진2005

입하게 된다 년 설비투자 금액이 조 억 원을 기록하여 다시 조 원대. 2005 2 3,460 2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년에는 조 원에 육박하는 조 억 원의 설비투자2006 3 2 9,238

가 집행되었다 더욱이 년에는 그 규모가 조 억 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2007 3 7,703

조 원을 상회하였으며 년 투자금액은 조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3 , 2008 4 6,206

어 최근의 투자확대 경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년도에. 2009

는 투자가 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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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동기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억원( : , %)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04 ’08)～

설비능력 증가 10,484 13,765 19,415 25,532 32,546 32.8
(57.8) (58.7) (66.4) (67.7) (68.5)

합 리 화 5,065 6,206 7,187 7,530 7,709 11.1
(27.9) (26.5) (24.6) (20.0) (16.9)

공 해 방 지 517 392 269 797 356 8.9△
(2.9) (1.7) (0.9) (2.1) (0.7)

연 구 개 발 686 1,199 1,147 1,166 1,228 15.7
(3.8) (5.1) (3.9) (3.1) (2.4)

기 타 1,396 1,898 1,220 2,678 4,367 33.0
(7.7) (8.1) (4.2) (7.1) (11.5)

합 계 18,148 23,460 29,238 37,703 46,206 26.3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년은 잠정치임: 2008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 ,『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이와 같이 새로운 투자 확대기에 접어든 원인

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상. ,

승국면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수출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국내

기업들이 신규 증설투자에 대한 유인을 얻게 되었으며 둘째 외환위기 이후 설비, ,

투자의 장기 침체에 따라 대규모 현금유출을 필요로 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정체되어 있던 반면에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호조를 보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

당부분 개선되어 투자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프로필.

렌 부타디엔 를 포함한 중간원료와 폴리카보네이트 피스페놀에이 등, , BTX , BPA( )

수요 부족품목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나서게 되었다.

동기별 설비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설비능력의 증가를 위한 투자 비중이 년, 2004

에서 에는 대규모 투자확대의 영향으로 로 상승하였다 합리화투자57.8% 2008 68.5% .

는 년 에서 년에는 로 낮아졌는데 이는 투자부진이라기보다는2004 27.9% 2008 16.9%

적극적 증설투자에 의한 상대적인 비중 감소로 판단된다 공해방지 투자는 년. 2004

억 원에 달하였으나 년에는 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후변화협약517 2008 356 .

및 탄소배출권 시장의 개설 등에 따른 관심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 경기침

체의 영향으로 자금난 등이 심화됨에 따라 투자규모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확대되어 연평2004 686 2008 1,228

균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설비투자 비중은 약 에 그쳐 기대에 미치18.3% 2.4%

지 못하는 결과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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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투자 동향.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해외투자는 그 규모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

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년 건 백만 달러에 머물렀던. 2003 501 , 179.2

해외투자는 년에는 건 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금액기2007 663 , 610.5

준으로 에 이르고 있다35.9% .

석유화학산업의 해외투자가 이와 같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의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한국대비 저렴한 원재료비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주

류를 이루었으나 점진적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목적의 현지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해외투자 추이 및 중국투자 비중을 살펴보

면 명확히 드러난다 해외투자 추이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투자.

건수에 비해 투자금액 규모가 훨씬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창기 해외투자가 저렴한 노동비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나 년 이후에는 현지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2006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외투자 건당 평균 투자금액을 보면 년 천. 1 2003 357.7

달러에서 년에는 천 달러로 상승하였다2007 920.8 .

또한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년 투자건수 기준 투2003 84.9% ,

자금액 기준 에서 년에는 각각 및 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92.1% 2007 55.4% 33.5% .

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저렴한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던 초기 투자여건에 비해 최근 투자 매력도가 현저히 감소한 결과로 판단된

다.6)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 형태로 변모한 대신 중동지역으로의 해외투자 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중국은 해외투자 유치 초기에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단입주 후 년간 토지를 무상50
임대해 주었을 뿐 아니라 외자기업에 대하여 이익발생 후 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 후2 ,
년간 경감 그 이후에도 우대세율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3 50% , (15%) .

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년 월 일부터 중국기업과 동일2008 1 1
한 의 정상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종신고용제 및 일종의 퇴직금제도인 경제보상금25% ,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이 발효되어 현지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

었다 또한 중국의 높은 물가상승과 임금 수준 향상은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 유인을.
크게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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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개 천달러( : , , %)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해외투자

합 계

건 수 501 678 821 687 663 7.3
금 액 179,207 242,379 234,398 540,832 610,479 35.9

대 중 국

투 자

건 수 368 483 500 386 367 0.1△
금 액 127,082 165,548 131,902 201,365 204,228 12.6

중 국

비 중

건 수 84.9 85.7 60.9 56.2 55.4 -
금 액 92.1 70.9 56.3 37.2 33.5 -

주 :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입은행 통계표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의미함‘ ’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Data

국제경쟁력 실태4.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경쟁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시장인 중국

에서의 경쟁력 실태를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단위당 원가경쟁력에 상당.

한 영향을 주는 기업규모면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중동 대만 싱가폴 등에 비해 경, ,

쟁열위에 있으며 공장의 설비노후도 측면에서도 중동 등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조

건이다 원료 조달측면에서도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송거리도 멀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특히 중동의 경우. 원료의 조달 거리가 짧고 나프타,

대신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저렴한 에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에틸렌 제조비용

이 부탄을 원료로 하는 우리나라의 약 수준에 불과하다30% .

그림< 7> 주요 원료별 당 에틸렌 제조비용M/T

주 년 기준: 2007
자료 : C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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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격경쟁력은 일본 다음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생산설비 대.

규모 신설로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동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교우위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중국시장 경쟁력 비교

구 분

가격 경쟁력 비가격 경쟁력

원료

생산성
수송

비용

Bargain
Power

Diversity
품질( )

선발기

업이익
설비

규모

노후화

정도

중동 A A A BC AB C C
한국 C B B A A AB A
대만 C AB AB A B BC B

싱가포르 C AB AB AB C BC C
북미 C AB B B B A B
일본 C C C C B A A

서유럽 C B C C C A B
자료 석유화학산업 기초분석: KIET, " “, 2008
주 순으로 우수: A, AB, B, BC, C

경영성과.Ⅳ
성장성1.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성은 년 이후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급속한 상승에2003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매출액증가율은 석유화학경기가 최.

고조에 달했던 년 수출부문의 호조로 를 기록한 이후 년까지 견조한2004 26.1% 2007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년에는 중간원료 중심의 설비투자가 일부 완료되. 2007

면서 년 동안 수준에 그쳤던 증가율이 다시 의 두 자리 수 증가2005 06 7% 10.3%～

율을 나타내어 비교적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매출 여건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총자산증가율은 기업들의 보수적인 설비투자 기조의 유지로 인해 다

소 변동성이 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 수준은 높지 않으.

나 년에는 중국 수요 확대 품목이었던 에틸렌 등의 증설투자가 일2004 , ABS, 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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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시행되면서 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년에는 중간원료 중심의 투자12.3% 2007

완료로 다시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0.8% .

년 하반기 이후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외 수요가 동시에 부진을 보임에 따라2008

년 기간동안 성장성 지표들은 대부분 감소 혹은 횡보세를 보일 전망이다2008 10 .～

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성 추이< 13>
단위( : % )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증가율

제 조 업 5.8 19.7 3.7 8.3 9.3
석유화학 9.5 26.1 7.3 7.7 10.3

총자산증가율
제 조 업 6.7 9.2 9.2 8.4 13.5
석유화학 7.8 12.3 3.2 6.8 10.8

자기자본증가율
제 조 업 12.4 16.0 12.8 9.0 14.1
석유화학 25.5 16.0 12.9 7.5 11.6

주 제조업 및 석유화학산업 산업분류 은 대기업 기준 이하 동일 임: 1) ( D241) ( )
년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이하 동일 임2) 2007 ( )『 』

자료 한국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 ,『 』

수익성2.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석유화,

학경기의 정점이었던 년 및 년에 각각 및 의 높은 실적을 기록2004 2005 9.8% 8.5%

하였다 년 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 역시 낮은 수준은 아니며 평균적으. 2006 6.7%

로 이상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7% .

이는 수출여건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와 유화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성 확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의 절감 환율. ,

의 안정화에 따른 외환손익의 개선 등 비영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익규모가 낮아지

면서 매출액순이익률 역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안정된 실적

을 기록하였다.

다만 나프타 등 기초원료 가격이 폭등세를 보인 후 년 하반기 들어서 급락2008

하는 변동장세를 시현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규모 재고차손과 환차손을 입은

데다가 제품수요도 부진을 보여 년간 전반적으로 수익성 지표는 상당히2008 09～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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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추이
단위( : % )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자산

경상이익률

제 조 업 6.1 10.9 8.7 7.4 n.a
석 유 화 학 7.1 12.9 11.1 9.2 n.a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 조 업 8.7 9.5 7.3 6.1 5.9
석 유 화 학 7.8 9.8 8.5 6.7 7.0

매출액

순이익률

제 조 업 5.5 7.9 6.8 5.6 4.9
석 유 화 학 7.8 8.2 7.6 5.9 6.2

자료 한국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 ,『 』

안전성3.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안정성 지표는 성장성 및 수익성지표의 흐름에 따라 2004

년에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수익성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차입금규모 축소 노력으로

년 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를 유지하고 있2004 81.3% 80%

는 상황이다 유동비율은 년에 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2004 124.3%

나타냈으나 년 중 를 기록하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2007 131.4% .

이에 비해 차입금의존도는 년 에서 년 중 로 증가하였는데 이2006 20.9% 2007 24.4%

는 대규모 설비투자의 시행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년. 2008

하반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안정성 지표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5>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안전성 추이
단위( : % )

2003 2004 2005 2006 2007
부 채 비 율

제 조 업 103.0 95.3 88.3 87.2 97.8
석 유 화 학 87.2 81.3 83.6 82.5 85.1

유 동 비 율
제 조 업 107.0 116.1 123.0 120.4 121.3
석 유 화 학 101.7 124.3 111.8 116.9 131.4

차입금의존도
제 조 업 21.9 18.5 17.8 16.5 22.7
석 유 화 학 26.3 24.0 21.7 20.9 24.4

자료 한국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 ,『 』



한국의 산업 석유화학2008 :

산은경제연구소 27

전망과 발전전략.Ⅴ
산업전망1.

가 세계 석유화학산업 전망.
년 이후 전례가 없는 장기 호황국면을 유지했던 세계 석유화학경기는2000 2008

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수요둔화 조짐 등으로 점차 하강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말 금융위기가 년 하반기부터 전 세. 2008

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초소재산업인 석유화학산업 경기도 본격적인 냉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증설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

선 중국의 석유화학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동의 대규모 증설투자가 완

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차 공급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은 사실 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향후 석유화학 경기하강2004

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중국의 수입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중동의 증설투자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석유화학

경기의 상승국면이 당초 예상에 비해 장기화되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증설투자.

는 이란 등의 설비투자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년을 기점으로 시장에 직접적 영2009

향을 미치는 수준의 양산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16> 세계 에틸렌 수급 전망
단위 천( : M/T,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생 산

능 력

아 시 아 37,691 38,243 38,725 40,729 45,346 4.73
중 동 13,064 17,574 20,600 23,500 24,500 17.02

세 계 125,140 131,742 136,100 143,845 151,400 4.88
수 요 116,172 115,800 117,046 128,597 137,017 4.21
가 동 률 92.8 87.9 86.0 89.4 90.5 -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특히 년 중 대표적인 기초유분인 에틸렌의 중국 및 중동지역 생산능력2007 11～

증가율이 유가하락 등에 따른 투자 및 가동이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낮

아지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년에 본격 양산단계에 들어감, 2009 11～

으로써 각각 및 에 이를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틸렌 생산4.73%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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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평균 수요 증가율4.88%

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보면 년 동4.21% . 2008 09～

안 수요부진으로 가동률이 대로 하락하겠지만 점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에80% 2011

는 평균 가동률이 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90.5% .

나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망.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향후 경기는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하강국면 진입으로 2009

년에 다소 침체를 보인 후 년부터 약간 회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2010

인다 대규모 증설투자가 일단락되었고 중동의 증산이 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 2009

로 예상되어 대 유도품 기준 생산능력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횡보국면을 보일 것3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년 중 연평균 생산 증가율도 수준에 그. 2007 11 0.95%～

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된 모.

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전망
단위 천( : M/T,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공 급
생 산 18,779 19,123 18,931 19,390 19,500 0.95
수 입 842 782 372 510 600 8.12△

합 계 19,621 19,905 19,303 19,900 20,100 0.60
수 요

내 수 9,482 9,034 8,980 9,000 9,100 1.02△
수 출 10,021 10,871 10,323 10,900 11,000 2.36

수출비율 53.4 56.8 54.5 56.2 56.4 -
주 년 이후는 한국산업은행 추정치임: 1) 2008

내수 생산 수입 수출 수출비율 수출 생산2) = + - , = ( / ) × 100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현재 내수와 수출 등 수요부진 현상은 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의 경2011 .

우 년에 소폭 감소한 후 년부터 년까지 년 수준에서 큰 변동이2009 2010 2011 2008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은 년부터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소폭. 2009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신증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중동 국가들이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공장가동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년 이후 중동지역 신증설 공장이. 2009

어느 정도 가동되고 이들 제품이 중국시장에 얼마나 유입되는가가 변수가 될 전망

이다 중동산 석유화학제품이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국내 업체의.

수출여건 자체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올레핀계 제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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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에서의 강점 유지로 인해 수출 물량의 증가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익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07 11～

년 중 내수 및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및 를 기록할 것으로1.02% 2.36%△

전망된다.

발전전략2.
가 마케팅 및 대안시장공략 강화.
향후 몇 년간은 공급확대 경기의 하강국면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의 수요,

자 주도형 시장화가 진전될 전망이다 저 생산비를 바탕으로 한 중동산의 공.

세가 강화될수록 수요업체들의 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Bargain Power .

따라서 주문과 계약체결 체계 개선 최적기 납품 등 차별적, (Quick Delivery)

서비스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고객 성향 분석 및 자산화 고객,

성향에 따른 독창적이고 밀착적인 서비스로 비가격 경쟁력 제고 충성고객,

비중 확대 등을 추구해야 한다.

총수출의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수출 저조는 국내 석유화학 수급에 상50%

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개발 중동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 확,

대 경쟁력 취약점 보완 등을 통해 시장지위를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중동산의 중국시장 침투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내수가 중국시장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가동률 유지를 위해 연 백만 를 수출할 신 시장 개척이7 8 M/T～

요구되므로 총수요 수준 유지를 위해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국가들, ,

의 관심도가 아직 낮은 대안적 수출시장 개척도 긴요하다.

나 품질차별화 및 사업다각화.
대체적으로 범용제품을 수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

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도국시장에는 범용원료유도품고급 합성수지를 수. ․ ․
출하고 범용제품은 현지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 선진국 시장에는. PS,

등 일부 합성수지기초원료 벤젠 톨루엔 는 수출하고 고부가 가치 유도ABS ( , )․
품엔지니어링 소재는 수입하며 범용제품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
이다.

범용제품군에서 후발국과 경쟁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비 열위를 극복할

틈새시장 개척 및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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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대응하는 추종적 성향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산업의 요구를

창출하는 선도적 성향으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급제

품 특화 프로필렌계 유도품 및 방향족 사업의 강화도 절실하다, .

제품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품별R&D .

적용기술 면에서 기술군에 위치한 기술수준을 시급히 기술군으로 이中高 高

전해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사업 다각화도 요구된.

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고기능 소재 및 친환경 제품 개발 경

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산업의 고도화 정밀화 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 IT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능 등 신소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EP .7)

표< 18> 선진국 기업의 사업 다각화 사례

회 사 내 용 추진연도

Monsanto 석유화학사업 매각 제약회사- ,
인수GD Searle 1986

Dow 의약사업부문 설립- Merrel Dow 1981
농약회사 합작 설립- Dow Elanco 1989

ICI 농화학전문회사 설립- Zeneca 1993
三菱化學

범용화학설비 폐쇄- ,
인수로 의약부문 강화Welfide 2001

표< 19> 최근 선진국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소재 개발 사례

구 분 개발 품목 특 징

고기능

수 지

PE Exceed 고 밀봉성 고강도의 고급포장재- ,
Ultrason P
(Ultrason Series)

배이상 충격강도- 10
세척 살균 고온에 내성- , ,

Extem 내열성 난연소재- 310 ,℃
자동차

소 재

Ultramid TOP 300 부품에 사용 난- Online Coatable ,
연성

탄소섬유 고강도 수지, 경량성 제고-
친환경

자동차 보수용Onix HD (
수성도료 시스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7)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은 광범위한 온도 가혹한 화학적물리적 조건 기타(EP; Engineering Plastic) , ,․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환경조건에서 구조재 혹은 기능재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총칭.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건축 의류 우주항공 등에 사용되며 매년 이상 수요 증가가 예상, , , , , 10%․ ․
되는 투자 유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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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모의 경제 추구.
장치산업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쟁

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설비 규모는 향후 경쟁력 유지에 걸

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화는 비용절감 시장협상력 강화 전문화. , ,

추진 등의 차원에서 유리하여 전세계적으로 꾸준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미.

국의 상위 개 에틸렌 업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년의 에서 년10 1998 75% 2008

로 상승하였으며 서유럽의 상위 개 에틸렌 업체 생산능력 점유율은84% 10

년의 에서 년 로 상승하였다1998 79% 2008 87% .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당 생산능력은 세계 에 비해 는Top 10 ABS 60%, PP

에 불과하다 등 산업재편을 통한 국제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필13.9% . M&A

요가 있으며 현재의 대내외 여건으로 미루어 이러한 산업재편은 불가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