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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화제품 대중수출 추이

□ 물량․금액 지속적 증가

 o 물량은 매년 증가세를 지속, 2006년 1천만톤을 돌파한 이후  

작년에는 1,2,00만톤에 달함 (품목별 수출액은 붙임 자료 참

조)

 o 금액 역시 2006년 1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작년에는 150억

달러에 육박

 o 최근 유화제품의 대중수출 단가 상승률이 물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다만 작년 이후 물량, 금액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를 보

이고 있음

< 유화제품 대중 수출추이 >

(단위 : 톤, 백만불)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물량

(증감률)

8,945,250

(9.4)

9,867,114

(10.3)

10,541,487

(6.8)

12,067,644

(14.5)

12,078,448

(0.1)

1,203,152

(35.9)

금액

(증감률)

7,901

(51.8)

9,688

(22.6)

11,311

(16.8)

13,965

(23.5)

14,908

(6.8)

835

(-22.4)

비중* 3.1 3.4 3.5 3.8 3.5 3.9

 주 : 1. MTI코드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유화제품의 수출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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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제품의 국별 수출비중 추이

 o 2000년 말 국내 유화제품 수출의 중국시장 비중은 38%였으

나 2004년 이후 45%를 상회, 수출물량의 절반 가량을 중국시

장에 의존하고 있음

 o 중국을 제외한 일본, 홍콩, 대만, 미국 등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모두 5% 내외에 그치고 있음

 o 세계 유화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대중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국별 수출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 43.7 46.4 46.5 46.9 48.4 46.4

일본 5.5 5.5 5.4 5.1 4.0 5.0

홍콩 5.9 5.5 6.0 5.9 5.1 4.4

인도 1.3 1.3 1.8 1.5 1.8 2.4

대만 7.0 7.2 6.5 7.6 7.2 5.6

미국 3.0 3.6 4.8 4.3 3.8 4.1

 주 : MTI코드 21(석유화학제품)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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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중국 유화제품 시장동향

☐ 수요급증과 설비증설

 o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2000년 이후 유화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급증, 2000～2006년간 연평균 수요증가율이 

13%에 달함

 o 중국은 60% 수준인 유화제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설비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능력 확대규모가 수요 

확대규모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한편 Tecnon에 따르면 2006년 에틸렌 생산력 기준으로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규모는 870만톤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2006년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순위>

(단위: 만톤, %)

구분 세계 1.미국 2.중국 3.일본 4.사우디 5.한국 6.독일

생산력 11,255 2,493 870 760 710 620 529

점유율 100 22.1 7.7 6.8 6.3 5.5 4.7

 출처: Tecnon (영국의 국제 석유화학 전문지)

 o 국제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로 2008년 중국의 

에틸렌 생산량은 1,026만톤으로 전년대비 2.8% 감소 

 o 업계의 관측에 의하면 2010년 생산능력은 1,78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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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한국 유화제품 경쟁력 현황

 o 원가경쟁력 열위, 납기경쟁력 우위

  - 사우디 등 중동국가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저렴한 

에탄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부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에 비해 원가가 30%에 불과

  -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송거리도 가장 먼 상황

  - 반면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납기는 15일 정도로 중동 

및 유럽지역 업체들의 3개월에 비해 훨씬 짧음

  - 현재 제품 가격은 중동산에 맞춰서 조정하는 상황이며 

상반기 중 중동산 제품의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시장상황 호전

 o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중국내 시장상황이  

금년초 일시적으로 호전

 o 용제의 경우 작년 말 중국내 가동률이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바닥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 왔던 수요업체들이 가동을 위해 

제품 구입에 나서면서 금년초 30～40% 수준으로 회복

 o 합성수지의 경우에도 금년 초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요업체들이 일정부분 재고를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운 상황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시장 상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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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잇단 수입규제 움직임

 o 한국산 T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정

  - 중국정부는 작년 12월 한국산 TPA(테레프탈산, 합성섬유의 

주요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

  - 조사대상은 2007. 10. 1～2008. 9. 30 사이에 수입된 

삼성석유화학 등 한국 6개사 제품으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양측 조율과정 등을 거쳐 덤핑 

피해가 인정될 경우 연간 28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TPA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우려

 o PE, PP 제품에도 반덤핑 문제 제기

  - 작년 12월초 중국 양대 석유화학기업인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가 중국 관계기관을 통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서한을 보내 PE(폴리에틸렌) 및 

PP(폴리프로필렌)에 대한 반덤핑 문제를 제기

  - 아직 반덤핑 제소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제품인 이 두 품목에 대한 반덤핑 판전이 내려질 경우 

대중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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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중국 유화제품시장 전망

 □ 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o 다국적 석유화학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증설투자에 

나섰던 중동 국가들이 조만간 제품출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간 지속됐던 석유화학산업의 경기호황 

국면은 마감될 것으로 보임

 o 이와 함께 그동안 급성장세를 보였던 중국의 유화제품 수요 

또한 세계경기 침체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o 이에 따라 글로벌 유력 공급업체들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중국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화제품 시장은 약세를 지속할 전망

□ 한국 유화제품의 대중수출 전망

 o 원가경쟁력이 뛰어난 중동산 제품의 중국시장 출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유화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o 특히 중국의 유화제품 수요마저 둔화될 경우 중국 시장을 

놓고 세계 유화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붙임 : 1. 최근 주요 유화제품 대중수출 현황 1부

         2. 최근 중국 유화제품 가격동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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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최근 주요 유화제품 대중수출 현황

 (단위 : 천불, 괄호안은 증감률)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기초유분

에틸렌 500,511 (610.5) 627,952 (25.5) 23,533 (-40.7)

프로필렌 370,583 (105.0) 359,200 (-3.1) 24,794 (62.6)

부타디엔 56,424 (33.3) 129,712 (129.9) 4,477 (-4.2)

벤젠 166,911 (-15.3) 239,568 (43.5) 23,722 (62.0)

톨루엔 249,202 (-16.0) 158,446 (-36.4) 18,778 (196.1)

혼합크실렌 514,814 (166.1) 191,481 (-62.8) 1,784 (-86.8)

석유화학 

중간원료

오토크실렌 105,401 (122.8) 230,103 (118.3) 10,263 (1,340)

파라크실렌 1,145,294 (40.4) 1,114,779 (-2.7) 45,193 (-17.4)

스틸렌 1,447,692 (28.4) 1,515,763 (4.7) 47,331 (-68.5)

이염화에탄 29,947 (88.8) 22,150 (-26.0) 153 (-87.4)

염화비닐모노머 81,237 (-1.7) 60,717 (-25.3) 4,115 (-36.3)

초산비닐 15,657 (1.0) 13,857 (-11.5) 665 (-62.9)

석유화학 

합성원료

에틸렌글리콜 278,136 (9.8) 353,112 (27.0) 23,974 (-11.4)

텔레프탈산 2,369,445 (1.0) 2,804,083 (18.3) 142,908 (-32.1)

텔레프탈산디메틸 2,502 (950.0) 3,609 (44.3) 139 (-79.1)

아크릴로니트닐 212,387 (-0.8) 152,610 (-28.1) 3,931 (-48.5)

카프로락탐 94,602 (96.5) 67,817 (-28.3) 1,918 (-65.4)

합성수지

저밀도에틸렌 266,222 (-6.3) 287,697 (8.1) 40,088 (137.7)

고밀도에틸렌 720,866 (0.5) 938,965 (30.3) 72,838 (8.5)

에틸렌초산비닐 134,578 (18.3) 168,328 (25.1) 10,631 (10.7)

폴리프로필렌 1,089,546 (13.1) 1,322,329 (21.4) 78,690 (-11.6)

폴리스티렌 244,885 (26.0) 268,869 (9.8) 12,046 (-43.9)

ABS수지 788,922 (18.1) 829,580 (6.5) 42,525 (-41.8)

염화비닐수지 89,799 (-10.8) 110,782 (23.4) 24,068 (221.5)

폴리메탄아크릴산

메틸
119,650 (27.5) 123,304 (3.1) 6,630 (-33.2)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4,119 (-2.0) 5,119 (24.3) 362 (-6.5)

실리콘수지 78,763 (8.7) 81,119 (3.0) 5,119 (-23.8)

아세탈수지 32,799 (-3.6) 33,163 (1.1) 1,429 (-53.6)

에폭시수지 98,271 (26.1) 107,329 (9.2) 4,707 (-41.5)

폴리카보네이트 236,014 (42.2) 291,603 (23.6) 14,704 (-27.9)

폴리에스테르수지 50,602 (12.4) 62,133 (22.8) 2,999 (-37.9)

폴리아미드수지 96,560 (1.9) 142,220 (47.3) 3,978 (-69.4)

기타합성수지 521,479 (52.9) 520,526 (7.5) 26,662 (-37.6)

SNR-L 50,950 (3.0) 28,604 (-43.9) 325 (-93.0)

SBR 179,159 (5.2) 211,694 (18.2) 10,583 (-22.5)

폴리부타디엔고무 129,740 (103.4) 131,646 (1.5) 12,203 (39.7)

부틸고무 1,789 (-43.2) 1,892 (5.8) 123 (-7.8)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32,763 (83.2) 48,058 (46.7) 1,460 (-67.1)

기타석유

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1,207,737 (22.1) 917,548 (-24.0) 68,35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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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국 주요 유화제품 가격 동향

☐ 유화원료 (벤젠, 톨루엔, 스티렌, 프로필렌)

  o 주요 유화원료 가격은 전반적으로 ‘08년 6월 이후 대폭 
하락했다가 ’08년 11월부터 안정세를 보임

<화동지역 주요 유화 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0

5000

10000

1500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1 09.2

벤젠 톨루엔 스티렌 프로필렌

출처: http://china.chemnet.com/

☐ 합성수지 (PE, PVC, PP, PS, ABS)

  o 합성수지 가격도 ‘08년 초에 비해 대폭 하락

<상해시장 합성수지 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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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ina.chem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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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섬유 원료 (TPA, SD, AN)

  o 작년 초에 비해 TPA는 37.7%, SD는 60.0%, AN은 32.0% 

각각 대폭 하락

<상해시장 합성섬유 원료 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1 09.2

tpa sd an

출처: http://china.chemnet.com/

☐ 합성고무 (SBR, BR)

  o ‘08년 연초에 비해 SBR은 41.5%, BR은 45.3% 대폭 하락

<상해시장 합성고무 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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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ina.chem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