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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폴리올레핀(이하 PO)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 육성정책에 의해 울산, 여수에 납

사 크래커(이하 NCC)와 downstream으로 폴리프로필렌(이하 PP), 폴리에틸렌(이하 PE)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말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해 왔다. 1990년대 초 삼

성과 현대 중심으로 충남 대산에 제 3 석유화학 단지가 건설되면서 PO 생산도 급격히 늘어나 본격적인 수출산

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같은 시기인 1990년 초부터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개방과 경제발전도 급격히 이루어져서 주로 생필품과 자동차, 가전 용도인 PO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PO 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에도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몇 년간 세계의 석유화학은 큰 변혁기를 겪고 있다. 미국 셰일 가스/오일 생산

의 본격화 및 중국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하락, 중동과 미국의 에탄 크래커(이하 ECC) 신증설, 중동 산

유국들의 석유화학 진출 가속화 및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석탄화학 계열 공장의 건설, 또 그로 인한 자급률 

상승 등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납사에 의존하는 한국 석유화학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석유화학 현황과 외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한국 PO 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살

펴 보고자 한다.

2. 한국 PO 생산 Capacity

2015년 한국의 PO 생산 능력은 950만 톤 정도로 세계 PO 총 생산능력 1억 7,300만 톤의 약 5.5%로 세계 4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PE는 515만 톤으로 세계 4위, PP는 436만 톤으로 세계 5위이다. 본고에서 PO라 함은 

HDPE, LLDPE, LDPE, EVA, PP 및 POE 등을 말하며 homo와 copolymer를 전부 포함한다. 

2015년 기준, PE는 국내 수요 227만 톤의 약 7.3%인 17만 톤을, PP는 국내 수요 157만 톤의 약 1.9%인 3만 톤

을 수입함으로써 대부분 국내 생산 분으로 자급하고 있다. 반면 PE는 국내 생산량의 약 57%인 277만 톤을, PP

는 약 63%인 251만 톤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PE는 전체 수출량의 47%, PP는 38%를 중국에 의존함으로 인해 중국 경기 및 자급률에 따라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그림 1, 2). 더구나 내수의 플라스틱 완제품 산업도 대부분 수출산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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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기업별 PO 생산 Capacity1 (천톤/년)

구분
롯데
케미칼

LG
화학

한화
토탈

SK
대한
유화

한화
케미칼

폴리
미래

대림
산업

효성
GS

칼텍스
합계

Capa

PE 1,050 1,076 695 620* 530 802 - 450 - - 5,223

PP 1,100 380 717 390 470 - 700 - 320 180 4,257

합계 2,150 1,456 1,412 1,010 1,000 802 700 450 320 180 9,480

* SABIC과 SK 합작사인 SSNC capacity 230천 톤 포함.
PE는 SK 9만 톤, LG 9만 톤의 POE 포함.

그림 2. 국가별 PP 수출 현황 (2015년).1그림 1. 국가별 PE 수출 현황 (2015년).1

국제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내수도 민감하게 줄어들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구조이다. 또 대부분 크래커로부터 PO 

공장까지 수직 계열화 되어있는 연속공정이라 PO의 수익성이 

나빠도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중지하는것이 용이하지 않다.

한국의 PO 생산 기업은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9개사이며, 이 중 5개사는 PE와 PP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

나, 2개사는 PE만, 3개사는 PP만 생산하고 있다(표 1). 일본

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업계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서 PO 생산은 일본 수요 대비 약 120% 정도로 밸런스가 잡

혀 있고 업체들간의 통합으로 PO 업체 수도 합리적으로 줄

어들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업체간의 협력이나 통합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일부 경쟁력이 없는 공

장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Upstream/에틸렌, 프로필렌, 부텐

PO는 범용성 수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업스트림인 크래커

와 분리해서 투자를 검토할 수 없는 complex형 산업으로 투

자 규모도 큰 편이다. 에틸렌(이하 C2)이나 프로필렌(이하 

C3)을 100% 구매해서 PP나 PE공장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또 크래커를 투자하는 경우 잉여의 C2, C3로 PP나 PE의 

수급상황이 나빠도 공장을 건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위공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90년대만 해도 단위공장

의 규모가 5~10만 톤/년 정도였으나 최근의 PP, LLDPE의 

경제성 있는 단위공장 규모는 한 라인에 40만 톤/년 이상이

고 HDPE와 LDPE/EVA의 경우 한 라인에 25~30만 톤/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PE와 PP는 원가의 70% 이상이 C2, C3 등 원료 비용이다. 

따라서 PO의 경제성은 원료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저가의 C2, C3 수급이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

소가 되고 있다.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수입하거나 정유공

장에서 공급받은 납사를 크래커에서 열분해하여 생산한 C2, 

C3, C4, C5 및 aromatics 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국의 C2 생산량은 2015년 약 840만 톤/년으로 세계 4위이다.

C2, C3의 공급원으로는 그림 3의 석유화학산업 계통도에

서와 같이 전통 천연가스(셰일가스 포함), 원유(컨덴세이트 

및 셰일오일 포함) 및 석탄이 주요 3대 공급원이다. 중동과 

미국은 ECC가 주이고 유럽, 동북아시아는 NCC가 주 공법

이다. 중국은 NCC 위주에서 최근 석탄화학에 기반한 CTO/ 

MTO 기술에 의한 공장 증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듯이 각 원료로부터 분류되어 만들어

지는 최종 생성물의 조성은 feedstock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다. ECC의 경우 C3가 거의 생성 되지 않는다. 따라서 C3부

족을 해결하기 위해 C3를 생산하기 위한 on-purpose technology

가 개발되어 공장 건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기

술은 metathesis, MTP와 PDH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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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석유화학산업 계통도.

표 2. 원료별 제품 생산 비중2

원료 설비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기타

원유 납사 NCC 33.5 19.1 12.2 17.6 17.6

천연가스

에탄 ECC 79.6 2.0 2.4 2.8 13.2

프로판
NCC 45.0 15.0 3.0 9.0 28.0

PDH 0.0 82.2 17.8

* NCC : Naphtha Cracking Center, ECC : Ethane Cracking Center, PDH : Propane Dehydrogenation

이 원료에 대한 것은 PO산업의 수익성에 아주 중요한 문

제이므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1 천연가스/셰일가스

천연가스나 셰일가스에서 분리해 낸 에탄을 크래킹하여 

C2를 생산하는 ECC는 현재 C2 공급원 중 가장 원가 경쟁력

이 높은 공정으로서 주로 중동과 북미 지역에 많이 지어져 

있다.

중동국가들은 2000년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오일 머니의 

축적으로 단순 오일 수출에서 벗어나 다운스트림인 석유화

학산업에 진출하는 정책을 수립, 공장 건설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M&A 전략도 구사하여 세계 곳곳의 석유화학 업체들

의 인수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값 싼 천연가스를 활

용한 ECC 콤플렉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지난 10년간 

약 2,000만 톤 이상의 C2가 증설되어 2015년 기준 3,000만 

톤 이상의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 2015년 기준 중동의 C2 생

산은 90% 정도가 천연가스 기반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납

사이다.

2~3년 전 유가 100 달러/배럴 이상일 때에는 중동지역 ECC

로 생산된 C2 원가는 동북아 NCC에서 생산된 C2의 30% 정

도였다. 이에 따라 PO 공장들도 대거 증설되었고 원가경쟁

력이 우수한 중동 증설 물량은 유럽/아시아로 대거 유입되

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입 중 중동산 PE는 2009년 20%에서 

2013년 50%로, PP는 2009년 10%에서 2012년 35%로 대폭 

증가하였다. 아직 범용제품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ECC 생산 capacity도 저가의 셰일가

스를 활용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가스는 특성상 운송과 저장

이 용이하지 않아 산지 근처에 다운스트림 공장들을 건설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셰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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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자료 : EIA).3

그림 5.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자료 : EIA).3

(US$/bbl)

* 1950-1983 Arabian Light, 1984-2015 Brent

그림 6. 글로벌 유가 추이.

그림 7. 최근 글로벌 유가 추이.

스를 본격적으로 상업생산하기 시작해 2009년, 최대 천연가

스 수입국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으로 등극하였으며 2010년에는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셰

일가스 생산량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일 평균 400억 ft3 이상으로 미국 총 천연가스 생산량 약 800

억 ft3
/일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그림 4). 

저가의 셰일가스를 활용하여 북미 지역 크래커의 에탄 원

료 비중은 2011년 65%에서 2020년 80% 이상으로 지속 확대

될 전망이며, 또한 낮은 C2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PE, EG, 

PVC 등의 C2 계열의 증설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

고 싼 전기 발전단가로 북미산 PVC는 경쟁력이 한층 더 강

화될 것이다. 

3.2 원유/셰일오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원유에서 생산된 납

사를 크래킹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을 생산하는 

NCC를 주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일 평균 약 450만 배럴로 미국 총 원유 생산량 약 

940만 배럴/일의 45% 이상을 차지했다(그림 5). 셰일오일의 

증가에 따라 미국 내 원유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6년 

1월에 1975년 2월부터 시행되었던 원유 수출 규제조치가 40

년만에 해제되어 2016년 6월 원유수출이 일 평균 66만 2,000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는 국제적인 원유 공급 

과잉을 초래하여 2014년 6월 배럴당 105달러이었던 국제 원

유가가 단지 7개월 만인 2015년 1월에 배럴당 46달러 까지 

급속히 하락하고, 2016년 1월에는 배럴당 31달러까지 하락

했다가 7월 현재는 배럴당 46달러 정도이다(그림 6, 7). 중국

과 세계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고 세일가스/오일의 

생산 증가와 석탄화학 등 대체 원료의 등장으로 특별한 사건

이 없는 한, 향후 몇 년간은 유가가 30~80달러/배럴 사이에

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NCC

에 의존하는 석유화학업체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유가

가 낮을수록 납사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3 석탄화학

석탄을 가스화시켜 합성가스를 얻고 합성가스로부터 C2, 

C3, BTX, EG,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석

탄화학이라 한다.

석탄화학은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보유한 중국에서 상용

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저개발 지역인 서북부 내륙 지역

에 석탄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데 지방 정부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의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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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다. 석탄화학은 대량의 물이 필요하고 분진 등 환

경문제로 중국 내부의 반대도 많이 있지만 서부내륙 개발에 

대안이 없고 이미 투자 건설 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아 일정은 

지연되더라도 대부분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으로부터 올레핀을 생산하는 공정을 CTO(coal to 

olefins)라고 하며, 석탄을 가스화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메탄올로 전환하고, 이것을 다시 올레핀으로 전환 

하는 일괄된 공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석탄에서 출발하지 않

고 외부에서 조달한 메탄올(주로 천연가스 기반)로부터 올레

핀을 생산하는 공정도 있는데 이를 MTO(methanol to 

olefins) 공정이라 한다. 값 싼 석탄에서 출발한 CTO가 메탄

올에서 출발한 MTO 보다 원가경쟁력이 우수하다. MTO 공

장들은 액체인 메탄올의 수입,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CTO/MTO는 앞으로 중

국의 올레핀 신증설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C2 생산량 

기준 2015년 210만 톤에서 2020년 700만 톤 이상으로 약 3.3

배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 에틸렌 생산량 중 CTO/MTO 생

산비중으로는 2015년 14%에서 2020년 25%까지 증가할 전

망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NCC에 의

한 C2 생산이 60% 이상으로 예측이 된다.

3.4 On-purpose 프로필렌

중동 및 북미의 ECC 기반 석유화학 공장의 대폭 증설로 

인해 C3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최근 On- 

purpose 프로필렌 기술인 PDH(propane dehydrogenation), 

MTP(methanol to propylene)와 metathesis 기술이 개발되

어 증설이 확대되고 있다. PDH는 촉매를 활용하여 고온에

서 프로판을 탈수소화하는 기술이고 MTP는 프로필렌만을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MTO 기술의 일종이며 metathesis는 

올레핀들간의 interconversion 기술로 에틸렌과 노말부텐으

로부터 C3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2016년 전 세계 C3 생산량

은 약 1억 2천만 톤 정도로 예상되며 이 중 On-purpose C3 

생산량 비중은 14%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20% 정도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납사 대비 저렴한 프로판 가격으로 미국이 PDH를 

견인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PDH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아시아의 PDH Capa는 2016년 660만 톤에서 

2020년 1,1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서는 효성이 30만 톤/년 규모로 2015년 하반기에, SK가스와 

사우디아라비아 APC(Advanced Petrochemical Company) 

사, 쿠웨이트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사

의 3자 합작법인인 SK어드밴스드(Advanced)가 2016년 상

반기에 60만 톤/년 규모의 PDH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 중이

다. 특히 중국의 PDH Capa는 2016년 4백만 톤에서 2020년 

85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는 당

분간 C3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이러한 On-purpose 프로필렌 제조기술의 확산으로 최근

의 C3 가격은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C3 가격

이 2014년 톤당 1,300달러에서 2015년 800달러이하로 급격

히 하락한 것은 PDH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기술

로 생산된 C3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각 단지 별로 관련 공장/설비의 최적화 상태, 유가, 프

로판의 가격, 수급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4. 한국 PO 기술 현황

PO의 3대 핵심기술은 공정, 촉매 및 제품 설계 기술이라 

하겠다.

국내 PO의 제조공정은 거의 대부분 외국 기술선에서 

licensing 받아 제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서 자체 

공정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자체공정을 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볼 때 

세계를 상대로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기술 도입한 공

정을 있는 그대로 운영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공장의 수명

은 평균 30년 이상이다. 그 동안 고객과 시장 그리고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여 간다. 기술 도입한 공정이지만 그 공정을 이

해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공정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

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아

직 노력할 점이 많다.

PO에 있어서 촉매기술은 아주 중요하다. 촉매는 공장의 

안정가동과 생산성 그리고 특화제품 개발에 필수 요소이다. 

공정특성에 맞고 특화된 물성을 발현하는 촉매개발과 제품

의 설계기술의 조합은 공장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을 기술 도입하면 촉매는 패키지로 같이 

들여오거나 외국 전문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게 된다. 

PE, PP는 지글러나타(ZN) 계열의 촉매를 주로 사용하고 POE

의 경우 메탈로센 촉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촉매 

기술은 지난 20여 년의 연구개발 효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SK와 LG가 자체기술로 메탈로센 촉매를 개발하여 

POE 공장에 적용하고 있고 한화토탈도 오래 전부터 ZN 촉

매를 개발하여 PP, PE 공장에 적용하고 있다. 

메탈로센 촉매를 LLDPE에 적용, 필름의 물성이 크게 개

선된 제품이 일부 출시되고 있으나 일반 필름에 비해 수익성

은 높지 않다. 메탈로센을 PP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

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에는 큰 이점이 없는 편이고 지글러나타와 메탈로센의 스윙 

생산이 용이치 않아 적용은 미미한 편이다. 현재로서는 메탈

로센 촉매의 경우 POE를 제외한 분야는 큰 전망이 없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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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 Block PP와 CSPP 비교.그림 8. PP 촉매 개발 과정.

PE의 경우 국내 많은 회사에서 자체기술로 촉매 개발하여 

적용 중인 반면, PP의 경우 개발이 더 어려워서 자체 촉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Basell, Mitsui, Toho 

등 외부 전문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화토탈은 지난 25년

간 PP 촉매 개발에 집중하여 여러 가지 특화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촉매 군을 보유하고 있고 대산 단지 내에 촉매공장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8에서 PP 촉매의 개발 과정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이 촉매활성과 입체규칙도를 향상하는데 집중한 반

면, 2000년대 이후는 분자량분포 조절과 친환경 소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1996년 초 수소 반응성이 높고 분자량분포도 

넓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계를 개발하였다. 이

후 여러 가지 특화 촉매를 개발하여 왔고 최근에는 PP 내부 

전자공여체로 사용중인 프탈레이트 성분에 대한 유럽의 규

제가 추진되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non-phthalate 촉매를 

개발, 2013년 상업화 하였고, 이 촉매를 적용한 PP 소재는 유

아용 제품, 식품포장 용기/필름, 메디컬 용도 등의 친환경이 

요구되는 분야에 확대 중이며 유럽시장 진출도 기대되고 있다.

촉매와 공정을 잘 조합한 제품 설계 기술은 PO 산업 경쟁

력의 핵심이다. 시장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적합한 

촉매를 선정하고 제품 디자인 기술을 활용,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중국, 중동

의 제품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

겠다. 한국은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자재 등 전방 산업들이 

잘 발달해 있어 이들 최종 사용자들과 잘 협력하면 제품의 

가치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다.

PO는 이중결합이 없고 C와 H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정

적인 물질로서 recycle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재료이다. 따라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대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150 kg이고 이 중 PP가 80 kg 정도로서 전체 플

라스틱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앞으로 자동차 PP 소재는 

부품의 박막화 및 저 비중에 의한 연비 향상, 무도장 소재 개

발에 의한 원가절감, 내 scratch/내 오염 등의 표면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원료 maker에서는 강성이 높

고 고유동 및 flow mark free의 base PP 소재개발을 target

으로 분자량분포가 넓고, 수소 반응성이 높은 촉매개발에 집

중하고 있으며 또한 filler 및 엘라스토머 최적화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PP에 filler 및 특수 첨가제를 컴파운딩하여 고부가화한 

복합PP는 한화토탈, GS 칼텍스, 롯데케미칼, 현대 EP, 대하 

등 국내 주요 5개사에서 상업화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만 

톤이 넘는 규모이다. 복합PP 분야는 기술 개발과 최종 사용

자와의 협업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자

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해서 해외 진출하

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처럼 앞으로 PO의 한계를 뛰어 넘는 특성을 지닌 새로

운 PO들이 등장할 것이다. 강성과 내열성이 Enpla 수준에 

접근하거나 반대로 PVC 수준의 FM을 지닌 soft PP도 가능

할 것이다.

한화토탈은 이처럼 새로운 PP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다. 한 예로서 고충격 PP 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무 분산

상의 크기는 2~5 마이크론 범위여서 빛의 산란에 의해 불투

명하다. 한화토탈은 반응기에서 고무 분산상을 100 나노 이

하의 크기로 합성함으로써 빛의 산란을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내 충격성이 우수한 CSPP(Clear & Super Impact PP)을 개발

하여 투명 및 충격, 내 백화 특성이 요구되는 의료용, 식품용, 

IT 분야의 film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이 요구되

는 PVC deco sheet 및 전선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그림 9).

5. 환경 분석 및 예상되는 문제점

중국과 세계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모든 산업 분

야가 어려운 가운데 세계화 및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강조

되는 동시에 각국간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도 더 늘어

날 전망이다. 한국 경제도 조선, 철강,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 

등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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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O 산업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급락한 유가로 인한 

원가 개선과 납사 석유화학의 경쟁력 향상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금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락기로 접어들어 2017년 하

반기부터 몇 년간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5.1 중국 CTO/MTO project로 중국 내 PE/PP 자급률 향상

중국 시장, 중국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변신할 것인가의 

문제는 4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PO 산업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 PO 기업에게 중국 시장은 ‘성장의 기

반’ 이자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지

난 20여년간 업계 전반에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약 40개 이상의 석유화학 공장 신증설

을 추진중으로 향후 4~5년내 C2 약 7백만 톤, C3 약 1,000만 

톤 이상의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이 중 대부분이 PE, PP 공

장과 같이 건설되고 있다. 중국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겠지만 

C3 계열은 증설량이 수요증가를 넘어서서 심각한 공급과잉

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PE 자급률은 2020년 까지 

6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외부로부터 수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PP 자급률은 2011년 

72%에서 2020년에는 90% 이상로 전망되어 중국으로의 수

출이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석유화학편람 자

료에 의하면 실제로 2015년 중국으로의 PE 수출은 전년 대

비 1% 감소한 반면 PP 수출은 6%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중국의 CTO, PDH 기반 설비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PP자급률이 90%에 달하더라도 PTA와 같이 심각

한 영향을 곧바로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P는 PTA

와 달리 등급도 많고 특화제품도 많기 때문이다. 당분간 중국

산 PP는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되어 내수 및 잉여물량은 수

출하고 특화제품의 PP는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중국은 중동과 달라 빠른 시간 안

에 특화제품의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PP

는 2017년 이후 3~4년간 아주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으로 전

망된다.

5.2 국내 PO 증설

국내에서는 효성이 작년 하반기에 완공한 연산 30만 톤 규

모의 PDH 공장에서 생산되는 C3를 이용하는 연산 20만 톤 

규모의 PP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S-Oil은 정유업에서 석유

화학 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연산 40만 톤 규모의 

PP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LG화학은 대산에 

POE 20만 톤 증설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 까지

만 해도 POE 생산이 미미하였으나 SK가 연간 23만 톤 규모

의 대형 공장을 가동하였고 LG화학도 증설이 완료되면 국내 

POE 생산 Capa는 약 50만 톤/년을 상회하게 된다. 2015년 

기준 세계 POE 수요는 약 110만 톤 정도이다. 세계 시장의 

major인 Exxon, Dow, Mitsui의 공급 Capa를 볼 때, 수요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당분간 POE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에서 전략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나 현재의 당면한 조선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분간 규

모의 증설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겠다. 향후 3~5

년간 국내의 PO는 약 100만 톤 이상이 신규로 생산이 될 것

으로 추정된다. 

5.3 유가 상승에 의한 NCC 경쟁력 하락 가능성

한국의 주요 C2 생산 공정인 NCC의 C2 제조원가는 ECC

나 CTO/MTO와 다르게 유가에 의한 변동이 매우 커서 유

가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심한 편이다. 

중동 지역은 저렴한 자원(에탄가스)을 기반으로 C2 제조

원가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북미의 ECC

도 NCC 보다 경쟁력이 높은 편이며 중국의 MTO가 가장 경

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

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NCC 기반의 에틸렌 cash cost는 약 

500달러 수준으로 ECC 기반의 에틸렌 cash cost 보다는 높

지만 중국의 CTO 수준에 근접한다. 그러나 cash cost는 제

조원가에 감가상각비와 고정비를 제외한 원가이므로 NCC 

대비 투자비가 높은 CTO의 경우 실질적인 제조원가가 높으

므로 원가 측면에서 NCC가 다소 우세하다. 그리고 ECC 대

비 NCC는 생산되는 제품의 다양성으로 원가 측면 이외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유가가 이전처럼 상승할 시 NCC의 원

가 경쟁력은 다시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셰일가스를 주요 원료로 

하는 북미의 ECC가 약 1,000만 톤, 중국의 CTO/MTO가 약 

6백만 톤 증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 원료

를 기반으로 한 설비 투자가 향후에도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에서 보듯이 향후 몇 년간 유가는 30~8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NCC 기반의 한국 PO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

가적인 유가 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공정상 한계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의식 

또한 필요하다. 한 예로서 태양전지 봉지재로 사용되는 EVA 

제품의 경우 세계적으로 autoclave 공정에서 VA 함량 33% 

제품으로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었다. 고압 공정인 EVA의 경

우 autoclave와 tubular 공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autoclave 

공법은 EVA를 VA 함량 40%까지 생산할 수 있고 tu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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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의 국제유가 전망4 (단위 : 달러/배럴)

발표 기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IHS (’16.3)

48.7

38 47 57 66 77

Morgan Stanley (’16.2) 30 40 70 85 90

HSBC (’16.1) 45 60 75 - -

Barclays (’16.2) 40 55 70 70 -

Goldman Sachs (’15.12) 50 65 65 60 55

※ WTI 기준, WTI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 Brent 기준 적용

표 4. 한중 FTA에 따른 관세율 변화

구분 제품 발효 전 관세율 발효 후 관세율 비고

수출

HDPE 6.5 6.0
5년동안 매년 8%씩 
단계적으로 하락

LD 6.5 6.0

EVA 6.5 6.0

LLD 6.5 6.5
양허 제외

PP 6.0 6.0

수입 HDPE/LD/EVA/LLD/PP 6.5 0 즉시 철폐

그림 10. Tubular EVA 공정 vs. Autoclave EVA 공정.

공법은 VA를 20%이상 생산하기 힘들다는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autoclave 공법은 크기를 10만 톤/년 이상 짓기가 힘

들고 gel 등의 품질문제가 있다. 반면 tubular 공법은 규모의 

제한이 없고 또 투명도나 가교도, gel 등 제반 품질 특성도 더 

좋다. 한화토탈에서는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tubular 

공법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2013년 태양전지 봉지재용 28% 

EVA를 상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 10). Tubular 공법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의 autoclave 공정 제품 대비 투명성과 

수축특성이 우수하여 상업화 이후 4년 만에 전세계 태양전지 

봉지재의 40%의 market share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15년 

25만 톤/년 규모의 제 2 공장도 가동을 시작하였다.

5.4 한/중국 FTA

표 4에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PE/PP 관세율을 나타내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중국으

로 수출시 LLD와 PP는 현행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HD/LD/EVA는 5년 후에는 기존 6.5%에서 6%로 낮춰지게 

된다. 반면 중국에서 국내로의 수입 관세율은 HD/LD/ 

EVA/LLD/PP 모두 기존 6.5%에서 0%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수출시 관세율 하락폭이 크지 않아 수출에는 큰 

이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수입시 관세는 없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급률이 높은 저가의 중국산 PP 범용

제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고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PO 산업은 단지 PE, PP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수출 산

업 중 비중이 다섯번째로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달

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5 중동 국가의 석유화학 강화

중동 지역은 저렴한 자원(에탄가스)을 기반으로 에틸렌 

제조원가 경쟁력에서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장기 저유가 기조로 신증설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2018년 이후에는 신증설이 연간 50만 

톤 이하로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으나 유가 변동과 시장 환경 변화의 변수는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중동 업체의 증설 현황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6 미국 셰일가스 기반 PE의 아시아 유입

파나마 정부는 지난 6월 26일 9년간의 확장 공사를 마치고 

파나마 운하 개통식을 개최했다. 기존 파나마 운하는 길이 

295 m, 폭 32 m의 파나막스(Panamax)급 선박만 지나갈 수 

있었으나 새 파나마 운하는 길이 366 m, 폭 49 m의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확장 전에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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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본 석유화학 기업의 포트폴리오(매출액 비중, 각 사 공개자료
참조).

그림 12. 한화토탈의 주요 차별화제품.

5,000개 이내를 실은 배만 통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물류 비용이 감소함에 따

라 PO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

수한 가격 경쟁력을 지닌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PE의 아시

아로의 유입 증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 대책에 대한 제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PO 산업은 앞으로 여러 가

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각 사에서 고민하고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문제이고 또 그 대책들은 사별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노력으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2015년, C2 생산 기준 세계 4위 그리고 PO 

약 950만 톤/년 생산으로 역시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 중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대단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격변하는 환경 변화 속

에서 같은 성장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초부터 석유화학에서 스페셜티로 

방향을 수정하여 왔다(그림 11). PO 회사들간 통폐합으로 회

사 수도 줄고 전문화와 대형화가 이루어 졌으며, 오래된 설비

들은 폐기하여 현재 일본의 PO는 내수 대비 생산이 약 120% 

이내로 균형이 잡혀 있다. 이러한 전략이 꼭 맞는 방향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 조정은 시간이 아주 오

래 걸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본과 같이 산술적이고 합

리적인 기업간의 구조조정은 기업간의 입장이 다른 한국에

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여건상 대규모 bulk한 

투자는 아주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각 

석유화학 단지 내의 사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해

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PO 산업은 국내에서 규모를 키우

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스페셜티 비중을 올리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여기서 스페셜티는 원가 중에 원료의존도가 낮은 

제품으로 유가나 납사가의 영향을 덜 받는 제품을 의미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다품종이고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값 싼 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도 가능한 옵션의 하나이

다. 한화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천연가스 기반의 해외 기지 

구축을 추진하였다. 한화케미칼은 사우디에 Sipchem과 에

탄 가스 기반의 EVA/LDPE 20만 톤 공장을 2014년 7월 완

공하여 가동 중이고 롯데케미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르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천연가스 기반의 HDPE 38만 톤, PP 8

만 톤 공장을 2016년 4월 완공하여 가동 중이다. 해외 ECC 

JV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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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 외에 동남

아, 인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화제품을 개발한다면 미국, 유럽도 충

분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도 PO 생

산량과 산업의 구조를 볼 때 중요한 고부가 제품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 또한 SK 종합화학이 중국 Sinopec과 합작하여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지은 연산 250만 톤 규모의 NCC 공장

이나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 TITAN을 인수하고 NCC를 

증설하는 사례처럼 성장성이 있는 국가에 해외 생산 기지를 

짓는 것도 좋은 대안 중 하나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최대 장점은 공장 안정가동 및 원가

경쟁력이다. 한국의 공장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후방산업의 

발전으로 가동률을 95%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과 중국

의 공장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편이다. 이러한 안전

가동의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대형 안전환

경 사고도 없어야 하겠다. 석유화학산업은 규모나 매출액 대

비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인건비 비

중이 낮은 편이다. 때문에 중국의 석유화학과도 공장 안정가

동과 제품의 품질만 확보되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술력과 차별화 제품 개발이다. 제품설계와 

촉매기술로 기존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별화 제

품의 개발은 참으로 중요하다. PE, PP는 PTA, PX 등 monomer 

제품과 달리 수많은 grade가 존재하고 특화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도 상위 30% 정도

의 기술력만 확보하면 생존이 가능하다. 기존의 PE, PP의 한

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PE, PP의 설계와 생산은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니다. 

한화토탈은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차별화 제품을 개발해

왔다. 그림 12는 한화토탈의 주요 차별화제품 개발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 PO 생산이 1,000만 톤에 가깝고 그 중 

600만 톤을 수출해야 한다 하더라도 전세계 생산량의 5% 미

만이기 때문에 100% 차별화를 위한 목표로 기술개발 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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