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씨스켐닷컴(www.cischem.com)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유료 컨텐츠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 Tel (02-322-0144~5), Fax(02-322-0147), cischem@cischem.com,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5-15호 

구분 분량(A4기준) 게재내용 

유화제품시황 반장-1장 석유화학제품(기초유분, 중간원료, 합성수지, 솔벤트 등)의 시황을 주단위로 분석, 게재 

주간스팟가격 제한없음 석유화학제품의 국제 스팟가격을 매주 지역별로 테이블 정리 

Commodity Price 제한없음 Commodity Price(Monthly) : Energy, Sugar, Vegetable Oil and Protein Meal, Agricultural 

Raw Materials, Metals, Fertilizers 

신증설·프로세스 반장-1장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플랜트 신증설 프로젝트현황 조사 분석 

석유화학동향 1-10장 석유화학제품 시장 현황과 전망, 환경규제 현황 등에 대한 동향 분석 

정밀·무기화학동향 1-2장 정밀화학 및 스페셜티 화학제품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Oil·Natural Gas·Coal 1장 세계의 Oil, Natural Gas, Coal 시황에 대한 동향 분석  

Shipping 1장 세계의 Shipping 시황에 대한 동향 분석 

경영·M&A 1장 세계의 화학기업들의 경영, 영업, 투자, M&A 등에 대한 동향 분석 

통계자료 1-2장 국가별 화학산업 현황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가격, 신증설에 대한 통계를 테이블로 제공 

프로파일 1장 석유화학제품의 용도, 수요, 가격, 프로세스, 생산업체별 생산능력, 전망 등을 간략히 정리 

스페셜리포트 5-30장 화학제품 시장에 대한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 

기술동향 1-3장 세계적인 화학기술의 흐름 파악과 신기술에 대한 장단점 분석 

유료켄텐츠 

(회원제공) 

케미칼리포트(월간지)  4-10장 1994년 4월에 창간된 화학산업 전문잡지(월간지) 

화학물질검색  CAS Number 및 Chemical Name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성 무료켄텐츠 

(무료제공) 화학산업뉴스, 중국HSCode받기, 중국수출입실적, 기업등록·검색, 공개자료, 석유화학계통도, 석유화학원단위, CAS Number, 수출입코드, 

관세율, UNSPSC Code, 화학제품사전, 관련법령, 고분자용어, 화학제조업체, 플라스틱업체 

시장보고서 약 200-400쪽 사이트 회원과는 별도로 판매되는 상품 : 생분해성 수지(Biodegradable Polymers), 합성수지, 

Sulfur Chemicals, PET Value Chain, 산화방지제, 난연제, 특수섬유, PCB/반도체패키지, 

계면활성제, 특수필름, 접착제/실란트, 고무, 폴리우레탄, 도료, 가소제 등) 

별도구매 

화학단행본  CPMW(CD), 화학제품계통도, 중국제조업체디렉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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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품시황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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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스팟가격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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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Price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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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프로세스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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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동향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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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무기화학동향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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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Natural Gas·Coal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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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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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M&A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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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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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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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샬리포트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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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실제 예) 

 14



Chemical Report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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