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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경영여건.Ⅰ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외 수요 감소
-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시황 악화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감소,

하였으며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가격도 고점 대비 큰폭으로 하락

중동산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
- 에틸렌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의 생산 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년capa ‘08

가동이 연기되었던 생산 설비의 상당수가 년 가동 예정’09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를 크게 확대하는 추세이며 경기- capa

침체로 중국의 수출도 감소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도 줄어들 전망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변화.Ⅱ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징상의 위협요인
- 범용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수출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수준으로 매우 높은 구조50%

○경기순환주기상의 위협요인
- 경제위기 발발 시점과 석유화학 순환 상의 하강국면이 겹침에cycle

따라 여타 산업대비 침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구조조정 부진의 원인과 전망
최근 몇 년간 호황을 구가하며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함-

- 사업다각화로 경기부진에 대한 내성을 키워 구조조정이 절실한 과제가

되지 못함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 감축 등이 어려움-

- 오너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국내 독과점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정위,

심사제도



○기존 설비의 구조조정 보다는 사업다각화에 주력
- 사업 다각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기능 친환경 부품 소재 분야의 진출이 활발한 상황, , IT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현황.Ⅲ

○고기능성 소재
-기존 석유화학제품 중 특정한 물성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시킨 고강도 난연 등의 분야에 진출하여 제품 차별화PP, ABS

○친환경 소재
-지구 온난화 토양 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폴리실리콘 등 친환경소재 분야 진출,

○ 부품 소재IT ㆍ
- 휴대폰 등에 응용되는 광확산 필름 차 전지 등 석유화학LCD, LCD , 2

관련 소재 생산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Ⅴ

○전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의 재편 전망
- 유럽 미주계는고부가가치제품에집중및가격경쟁력상실기업의매각등ㆍ
- 중동 중국계는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ㆍ
있는 범용 석유화학산업에 집중

○신재생에너지 농화학 환경산업 및 기존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을, ,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필요

○사업다각화와 함께 경쟁력 상실 분야부터 병행 구조조정 추진 및 해외진출
- 사업다각화만을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등한시한다면 산업재편을 저해하고

어느순간 대규모 부실 및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품목 우선 구조조정- TPA, PS

등을 통한 대형화- M&A

가격 경쟁력 약화 품목의 생산설비 해외이전 해외합작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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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유화학산업의 경영여건.Ⅰ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외 수요 감소
-건설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악화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도 급감,

년 월 세계 자동차 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감소‘09 1 23.5%∙
년 월 미국‘09 1 NAHB∙ 1) 주택지수 로 사상 최저치 기록8

-유가 하락을 필두로 나프타 등 주요 화학제품의 가격 하락(Naphtha)

∙나프타 년 월 달러: ‘08 7 1,138 /MT 년 월'09 2 424→ 달러/MT

에틸렌:∙ 년‘08 월7 달러1,627 /MT 년'09→ 월2 달러654 /MT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기업의 수출도 감소할 전망

∙ 년'0 9 월 중국 정부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2 TPA 2) 반덤핑 조사 착수

- 년에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도‘09 감소할 전망

○중동산 저가제품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
에틸렌 계열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생산 능력 증가 추세-

∙세계에틸렌생산능력중중동비중 년 년: ‘03 9.4% ’08 15.6%→
중동∙ 프로필렌 증설 추이 년 만톤: ‘07 365 → 년 만톤’10 1 ,264

1) 전미주택건설협회

2) 합섬원료인 테레프탈산 을 말하며 주로 폴리에스터섬유 수지 필름 도료 및 엔지니어링 플라(Telephthalic Acid) , PET , ,

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수출의 가 중국지역에 집중95% 되어 있는 품목

주요 석유 화학 제품 가격 추이

자료: Data Stream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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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가동 지연되었던 생산설비의 상당부분이 년에 가동 예정‘08 ’09

∙ 년중동에틸렌증설물량은 만톤으로국내에틸렌총생산능력 만톤‘09 700 720

과 대등한 수준

- 중동산 에틸렌은 주원료가 에탄 으로 나프타 를 기초로 생산(Ethane) (Naphtha)

되는 국내 에틸렌 대비 수준의 높은 원가 경쟁력 보유1/3

에틸렌 생산 원가 비교 기준(WTI $50/bbl )

제품명 국내($/T) 중동($/T)
에틸렌 775 221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 중동 출시 물량 상당수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지역에 집중될

것으로보여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중국의 중동제품 수입 비중은 에틸렌 계열 합성수지 제품 중심으로 증가
∙에틸렌계 합성수지 중동제품 수입 비중 년 년: ‘00 15.3% ’06 23.8%→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
- 년 이후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장기 호황은 연간 대의 경제성장률을‘04 10%

기록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에서 기인

∙경제규모의 확대와 개발 수요로 중국의 수요 증가율은 년 연평균2004 ’07～
11.2% 증가하여 에틸렌 기준 세계 수요증가율의 배 수준에 이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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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합성수지 수요 기준 세계 위 백만톤 세계 수요의 를 기록‘07 1 (41.2 , 23.9%)

- 중국 내 신규 증설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이 점차 상승할 전망

∙전체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년 년: ‘05 54.4% ’11 77.0%→
∙중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년 백만톤 년 백만톤: ‘07 9.8 ’12 106.0→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쳐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이 줄어들 전망

년 대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합섬섬유 합성고무 수입량은 년‘08 3 ( , , ) ’07∙
대비 감소한 만톤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7.3% 2,510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Data Stream

(%)

42.8

67.9
61.863.2

81.1

104.9

0

20

40

60

80

100

120

에틸렌 프로필렌 방향족

05년 11년

(%)

중국 제품별 자급률 증가추이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2007.4

10.0
10.1

10.4

10.7

10.4

9.0

8.0

8.5

9.0

9.5

10.0

10.5

11.0

03 04 05 06 07 08

20,000

21,000

22,000

23,000

24,000

25,000

26,000

27,000

28,000

02 03 04 05 06 07 08

자 료 : 석 유 화 학 공 업 협 회

3대 석 유 화 학 제 품 중 국 수 입 량 추 이

(천 톤 )



- 4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변화.Ⅱ
향후국내석유화학산업의잠재적위협요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징상의 위협요인○

- 매출비중에서 기초 유분 합성수지와, 같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과 이익의 변동성이 큰 구조

- 중동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시장 잠식을 가속화하고 선진국

기업들과의 합작 등으로 기술수준도 급격히 상승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대중국 수출비중( 년 은중국의 경기‘07 48.5%)

침체시 크게 타격을 받는 구조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중국 비중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비중(% ) 38.1 47.7 49.5 46.6 46.9 48.5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경기순환주기상의 위협요인○
- 석유화학 순환 상의 하강국면 진입 시점에서의 세계적 금융위기 발발cycle

로 석유화학사업의경기침체는여타산업대비장기화될가능성이높음

- 년대들어서설비증설투자가크게증가한데다경기침체에따른가동률하락2000

까지겹치면경쟁력악화및대규모부실화로국민경제에큰부담이될가능성도

배제하기어려움

국내 주요 화학기업 분기별 영업이익 합산 추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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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부진의원인과전망□
○중국 중동과 관련된 수급요인은 전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대하여 경기침체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조정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

- 해외 기업들도 한계사업 매각 및 공장폐쇄를 통해 구조조정 진행 중

∙미국의 는 유럽Dow 및 미주 지역의 한계사업 플랜트를 폐쇄

∙일본의 미쯔이 화학도 일본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TPA

○ 경기호황 지속이후 급작스런 경기침체 국면 진입 및 장기화가 염려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

- 년 월 정부 관계자는 건설 조선에 이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구조'09 1 ,

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

- 과거 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방식과 같은 기업별1997-98

품목별 통합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현대석화 사업 에 매각 호남석유의 케미칼 인수PVC LG (‘00.11), KP (’99.12),

대림산업과 한화석화의 사업 통합NCC (’99.12)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열사간 합병 등에 그치는 등 산업재편이 부진

- 호남석유는 롯데대산유화 합병으로 에틸렌 생산능력 만톤으로 증가175

- 와 코오롱은 양사의 폴리아미드SKC 3) 필름 사업을 분리하여 세계 위3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석유화학기업 계열사간의 합병현황

그룹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효과

LG 화학LG
석유화학LG (‘06)

대산유화LG (‘07)

현금성 자산 증가 및

수직계열화 달성

롯데 호남석유 롯데대산유화(‘09)
규모의 경제 실현

에틸렌 만톤으로 국내 위( 175 2 )

코오롱 코오롱 코오롱유화(‘07)
현금흐름 개선

연간 억 수준( 300~400 )

3) 내열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필름소재로서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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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산업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사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의 호황지속으로 기업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당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함

- 대부분 주요기업이 대기업 그룹에 속하고 개별 기업 내에서도 사업다각화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생존여력을 확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로 인하여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기업오너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구조조정 진행은 미온적인 상황

기존설비구조조정보다는사업다각화에주력□
○ 대규모 장치사업의 특성상 기 투자된 고정 설비는 로 간주하여sunken cost

경기호황 도래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작용

하여 통폐합 대신 사업다각화로 활로 모색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진 석유화학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안정된
매출 및 수익을 실현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선호하는 추세

자료: 공시자료

(억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Mar-

01

Jan-

02

Nov-

02

Sep-

03

Jul-

04

May-

05

Mar-

06

Jan-

07

Nov-

07

Sep-

08

호남석유 금호석유 한화석화

국내 석유화학 기업 매출 증가 추이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03 04 05 06 07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유동자산 합계 증가 추이

(억원)

자료: 공시자료. 제일모직, 태광산업, 카프로, 대한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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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요 업체의 제품구성과 최근 영업성과‘08

회사명 주요제품 제품유형 영업이익률

화학LG 합성수지 편광판 차전지, , 2 복합적IT ↗
호남석유 PP, HDPE, EG 석유화학전업 ↘
삼성토탈 PE, PP 석유화학전업 ↘
한화석화 가성소다 염소, PVC , 응용제품 ↗
여천 NCC 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전업 ↘

자료 각사 공시자료:

○경기침체 심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약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석유화학,

이외의 기존 다각화 영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수익확보가 불투명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최근 미래의 발굴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cash cow

진출 증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최근 사업다각화는 크게 고기능소재 친환경소재, ,

부품소재 영역에 집중되고 있음IT

- 고기능소재 진출은 기존 범용성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에 대응한 틈새

시장 확보 제품, 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생존전략 차원

- 친환경 소재와 부품소재 진출은IT 미래 주력 수익원 발굴이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됨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영역과 품목

제품 품목

고기능소재 금속대체용 합성수지 고투명 필름 소재,

친환경소재 태양전지 소재 연료전지 소재 생분해성 합성수지, ,

부품소재IT 용 광학필름 편광판 차 전지LCD , , 2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현황.Ⅲ
□고기능성 소재 산업
○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짐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방식이므로 투자비용 개발기간 등 단축,



- 8 -

○ 화학은 기존 에 내열성을 보강하여 온돌파이프용 개발LG HDPE HDPE

- 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난방문화인 온돌에 착안하여 기존 의 약점인HDPE

내열성을 110℃ 높여 온돌파이프용으로 적용
- 년 전체 생산량 만톤 중 만톤이 온돌파이프용이며 중국을'07 HDPE 50 5

중심으로 매출확대

- 기존 제품 대비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중이며 수출이 를 차지10% 65%

석유화학 관련 국내 고기능성 소재 산업 현황

제품 계열 제품명 특징

Ethylene

계열

온돌파이프용 HDPE 고압력 고온에 견딜 수 있는, HDPE

초고분자량 PE 가볍고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

Propylene

계열

염색가능 PP 섬유에 염색 기능PP 첨가 후 의류에 적용

강화 PP 강성 가공성을 강화하여 박막화 경량화 가능, ,

Styrene

계열

난연 ABS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성 강화

내스크레치 ABS 외부 충격에 대한 손상 방지 강화

기타 계열
특수 컴파운드 여러 가지 고분자를 혼합하여 새로운 물성 개발

특수 섬유 가볍고 강도가 높아 자동차용 소재 등에 적용

○휴비스는 가염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개발하여 의류용으로 적용할 계획
-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합성섬유 가운데 가장 가볍고 내약품성 내마모성, ,

등도 우수하나 난염성 때문에 의류에는 적용이 어려웠음

- 가염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수분흡수율이 낮아 세탁 후 건조시간이 단축되고

열전도도가 낮고 보온성이 뛰어나 의류용으로 타 섬유 대비 경쟁력을 보유

- 년 미국의 이 가염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독일의‘06 Fiber Vision PP

국내의 휴비스도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BASF,

○삼성토탈은 고강도 폴리프로필렌 제품 개발
기존 폴리프로필렌 수지 대비 강도와 가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박막화- ,

경량화가 가능하여 자동차 가전제품에 적용,

- 가공효율을 높였고 금속을 대체할 정도의 강도를 보유하여 가격도 일반

제품대비 배 정도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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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따라 금속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

도어 등에 널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제일모직은 가전제품용 난연 를 개발ABS

- 난연 는 내화학성 내충격성 고광택 등의 장점으로 전자제품 및 자동차ABS , ,

내외장재로 주로 사용

- 발화시계속적으로연소되는단점이있어 고압의 전자제품에는 사용이 어려운

일반 와는 달리 고열이 발생하는 가전제품ABS 에 널리 응용 가능

- 일반적인 난연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인 브롬계 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각종 환경규제에도 자유로울 전망

○코오롱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배나 강도가 높은 소재며5 내열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하고 가공성도 뛰어난 아라미드 섬유 개발

- 아라미드 섬유는 나일론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나일론

섬유를 생산했던 섬유 기업들의 진입이 유리하며 나일론 섬유를 최초로

상업화했던 듀폰 데이진 등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 )美 日

-코오롱은 년에 전체 시장의 인 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08 2 .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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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재산업□
○ 지구 온난화 토양오염 배출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 , CO2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년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처에너지에 대한 수요와'08 Reach4), RoHS5)등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국내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비전으로 선포하여' '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로 높이고 관련 산업도 육성할 방침2030 11%

○동양제철화학을 선두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하여
그룹내 계열사와 형성value chain

삼성그룹과 그룹도 계열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태양광 산업에 대한- LG

v 을 형성할 예정이며 그룹 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화학원료인a lue chain

폴리실리콘 생산을 맡을 예정

폴리실리콘은- 규소의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고순도 화합물로

태양광 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생산에 있어 화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여

삼성석유화학 화학 등이 폴리실리콘 생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LG

국내 기업들의 태양광 산업 Value Chain

4) 의 약자로 유럽의 에서 연간 톤 이상 제조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EU 1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을 등록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 ’新

5) 의 약자로 유럽의 에서 시행하는 전기 전자제품에 관련된 대 유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U / 6

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제도

LG화 학 LG실 트 론 LG전 자
LG CNS

LG  솔 라 에 너 지

삼 성 석 유
삼 성 정 밀

삼 성 코 닝 정 밀
삼 성 전 자
삼 성 SD I

삼 성 물 산
에 버 랜 드

KCC 현 대 중 공 업

웅 진
폴 리 실 리 콘

웅 진 에 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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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칼텍스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SK , GS

연료전지 사업에 주목

- 연료전지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무공해 에너지이며 열효율도 타 발전기술 대비 높음

- 타 화학연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음

○ 에너지에서 주도한 에너지 저소비형 나프타 분해공법도 상용화 단계에 도달SK

촉매 공법을 이용하여 기존 열분해 방식 대비 낮은 온도에서- 100~150℃
나프타를 분해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연간 만톤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140

- 상용화 단계에 돌입하여 미국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과 전략적 제휴를KBR

맺고 기술 수출을 통한 약 억불 수준의 로얄티 수익을 예상1

○자연에서 자체적으로 분해되어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생분해성 합성
수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

- 쇼핑백 일회용품등에사용되고있으며주로, PLA6) 계통중심(Poly Lactic Acid)

으로 시장이 형성됨

- 범용 폴리에틸렌 수지 대비 제조비용이 배 원료비용이 배 정도 비싸 상용6 , 2~3

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현재는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부품 소재 산업IT ㆍ
○국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장규모가 증가하였고 범용 석유화학제품IT 대비

높은마진을얻을수있어신성장동력사업으로관심이높아짐

- 대기업은 계열사간의 으로 개발 및 판매에서 유리한value chain 구조

-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여 기존의 보유중인 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응용하는 사례가 많음

○ 와 코오롱 등은 확산필름 보호필름 등 관련 필름산업에 진입SKC , LCD

- 필름 생산에 대한 경험과 광학기술의 보유가 진입을 용이하게 함

6) 옥수수에서 추출되는 원료로 생산되며 물이나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가 잘 되어 생분해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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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과 광학 기술에 대한 강점이 있는 일본 화학기업들과 경쟁 중이나

일부 품목은 대부분 수입 중

는 자기미디어비디오테이프 사업을- SKC ( ) 통해 얻은 필름코팅 분체기술 등을,

기반으로 확산필름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일본 화학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국산화율이 낮은 다른 광확산필름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

- 전량 수입하여 사용중인 용 필름 개발 시도LCD TAC

∙편광판 전체의 지지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조 천억원1 3

이며 광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후지와코니카가시장을양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는 각각 같은 그룹내 화학기업인 제일모직과 화학이, LG LG

value 을 형성하여 편광판 사업에 진출chain LCD

- 편광판이란 자연광이 가지는 다양한 파장중 특정방향의 파장만을 통과

시켜 의LCD 화면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층 복합필름으로 전세계 시장은

년 기준 억달러이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경쟁 중'08 65

편광판은 제조 공정상 특성이 다른 개의- 4~5 필름과 화학접착제 등이 사용되어

이에 대한 화학적인 지식이 필수적임

화학은 정밀코팅기술과 박막필름가공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LG

있으며 제일모직은기존에보유중인전자재료관련기술을바탕으로에이스디지텍

이란 편광판 전문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에 진입

LCD 구조 국내 LCD 부품 소재 국산화율

자료: 업계 자료 자료: 디스플레이뱅크

제품 국산화율(%) 제품 국산화율(%)

TAC 필름 0 도광판소재 31

PVA 필름 0 프리즘필름 37

보상필름 0 보호필름 25

표면처리 0 CCFL 69

반사필름 0 확산필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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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산 필름 진출 현황LCD

영역 제품 주요재질 국내 제조사 기능

편광판

보호 이형/ PET 새한SKC , 편광판 표면 보호 탈착이후 점착성 없어야 함,

TAC TAC 7) 전량 수입 편광판 전체의 지지체 기능과 필름 보호PVA

PVA PVA 8) 전량 수입 빛의 투과율 조절

보상 TAC 전량 수입 좁은 광 시야각 문제 해결

반사판 PET SKC 도광판 하단으로 빠져나온 빛을 전면으로 반사

BLU

도광판 PMMA 9) 제일모직 광원의 점광과 선광을 면광으로 전환

확산판 PET
코오롱SKC , ,

제일모직 새한,

도광판을 통해 입사된 빛을 확산 산란시켜,

광 균일도를 증가

프리즘 PET
코오롱SKC , ,

제일모직
빛을 모아주며 정면 방향의 휘도를 향상

○ 화학은 전자와 을 형성하여 차전지 사업에 진입LG LG value chain 2

차전지란- 2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전과 역방향인 충전

과정을 통하여 회 이상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함500

전지 내부의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 전해질 분리막 등 화학제품이 사용- , , ,

되어 화학물질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화학기업의 진출에 유리

노트북 휴대폰 등 모바일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 IT 하였고 향후

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할 전망

7) 의 약자로 목재펄프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얻어진 정제셀룰로오스를 용제로 녹인 후 가공한 필름Triacetylcelloulose

8) 의 약자로 섬유원료로 공업화된 이후 투명성과 광택성이 우수하여 포장용 광학용 등에 적용Polyvinyl alcohol ,

9) 의 약자로 투명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건축내외장재에 주로 사용Polymethyl methacrylate , ,

자료: 공시자료

(억원)

LG 화학 2차전지 분기별 매출액 추이 편광판 시장 규모 추이

(억원)

자료:Displa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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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장기화로 세계 석유화학업계의 산업재편 가속화 전망
- 유럽 미주계 기업들은 범용성 석유화학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ㆍ
제품의 시장을 확대

∙ 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스타일렌 계열에 대한 매각방침을 결정BASF

∙ 는 는 인수로 경기에 민감하지Dow Rohm & Hass, BASF Ciba 않은 speciality

제품을 강화

- 중국 중동계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범용 석유화학시장의ㆍ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

∙사우디의 은 의 플라스틱 사업부 의 영국 화학사업Sabic GE , Huntsman 등을

인수하여 글로벌 메이저 화학기업으로 성장 중

신성장동력등 미래 수익원 발굴 강화-

∙ 는 자동차용으로 공급되는 폴리카보네이트를 가정Bayer Material Science

용 조명기구인 제조에도 활용LED(light-em itting diode)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농화학 환경산업 등 기존 석유화학, ,

분야와 관련된 사업다각화

- 년에도 식량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재배면적 증가 병충해 방지 등 생산성을‘08 ,

늘릴 수 있는 농화학산업에 관심이 증가

-전세계 농화학 시장규모 년 억달러 년 억달러: ‘07 362 ’1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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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abic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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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내구성과 작업성이 뛰어난 풍력발전 블레이드용 에폭시 수지를 개발Dow

- 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비하여 탄소포집기술BASF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을 채용CCS)

-석유화학 시황에 따른 사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밀화학 등 연관분야 진출

∙제일모직은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대비 내열성 내화학성 등이 개선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중

- 국내 석유화학기업간 합작 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

∙경쟁관계인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은 년도에‘08 OCU(olefin conversion

설비를 공동 투자하여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unit)

-공정효율화 원료 다변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 화학은 벤젠설비의 공정효율화로 년도 억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했으며LG ‘08 130

나프타에 대한 대체원료로 사용을 계획 중LPG

○사업다각화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구조조정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도 병행 추진이 필요함,

-중국의장기호황 사업다각화로인한, 보완 효과 등으로 타 산업대비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부실화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사업다각화와 함께 수익성이 악화되는 범용성 제품의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절실PS, TPA

T P A ,  P S  제 품 스 프 레 드 (판 매 마 진 ) 비 교

자 료 : D a ta  S t re a m

(달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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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년에 이미 설비규모가 큰 업체들은 억원 적자를 대형TPA ‘07 50~150 ,

업체들은 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며 중국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200~300

수출도 더욱 부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슈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시황 악화가PS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

- 가격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 해외 기업 인수 합병 및ㆍ
자본 투자를 통한 합작사 설립 해외 현지공장 설립확대 등도 고려,

∙한화석화는 중동지역의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중국 저장성에 억을3,600

투자하여 대규모 석유화학플랜트를 설립할 계획

-동일 그룹내 화학계열사간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재무적 안정성을

높인 후 타 기업간 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예상됨M&A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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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출입은행

(천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