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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석유화학제품 가격 동향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01. 원유, 납사, 에틸렌
원

유

▢ 금주 국제유가는 ① 사우디 제다 항 유조선 피격, ②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 ③ 미국 추가 경기부양안 협
상 진전 등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1$/Bbl(1.3%↑) 상승한 51.11$/Bbl 기록 (Dubai 기준)
− ① 사우디 SPA 통신은 에너지부 대변인 말을 인용해 14일 폭발물이 실린 보트가 사우디 Jeddah 항에서 하역 중이던 BW Rhine 유조선
에 테러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배후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하역시설이나 공급에는 영향 없는 것으로 알려짐)
− ② 미국은 14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17일 식품의약국(FDA) 자문그룹 회의에서 모더나 개발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
으며 이에 시장에서는 17~18일 FDA가 사용 승인할 것으로 기대
− ③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부양안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힘

납

사

▢ 금주 납사 가격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22$/MT(4.8%↑) 상승한 471$/MT을 기록

에 틸 렌
▢ SEA : 전주대비 20$/MT (2.2%) 상승한 931$/MT 기록
▢ NEA : 전주대비 20$/MT (2.1%) 상승한 991$/MT 기록
− 원료인 납사 가격 강세(22$/MT(4.8%↑))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음력설 연휴 이전 건설 등 전방산업 조업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제품 시황 호조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참고) 가격 요인 작성 기준
- 원유 : Dubai
- 납사 : CFR Japan
- 기초유분 / 중간원료 / 합섬원료 / 합성수지 : CFR NE Asia

▢ 설비 정보
− 일본 Eneos, Kawasaki 소재 NCC 설비(515천톤/년) 12월 초부터 긴급 설비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Zhong Tian He Chuang, Ordos 소재 MTO 설비(300천톤/년) 11월 초부터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태국 Siam Cement Group, Map Ta Phut 소재 NCC 설비(900천톤/년) 11월 2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Jiangsu Sailboat Petrochemical, Lianyungang 소재 MTO 설비(460천톤/년) 정기보수 지속으로 가동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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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석유화학제품

L D P E

H D P E

P

P

▢ 전주대비 변동없음(1,401$/MT 기록)

▢ 전주대비 30$/MT (3.1%) 하락한 951$/MT 기록

▢ 전주대비 5$/MT (0.5%) 하락한 1,101$/MT 기록

− 원료인 에틸렌(20$/MT(2.1%↑))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보합

− 원료인 에틸렌(20$/MT(2.1%↑))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 원료인 프로필렌(15$/MT (1.5%↓))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 의료, 일회용품 등의 수요 호조와 선박 부족, 운임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산 제품 역내 유입 감소하며 2015.5 이후 최
고가 유지하며 가격 보합

− 선박 부족에 따른 운임 상승에도 불구, 2021년 중국의 일회
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 예정에 따른 관망세로 가격 하
락

− 역내 설비 비정상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 설비 정보

▢ 설비 정보

▢ 설비 정보

− 중국 Shenhua Xinjiang, Xinjiang 소재 LDPE 설비(300천톤/

− 중국 PetroChina Dushanzi PC, Dushanzi 소재 HDPE 설비

− 중국 Yuntianhua, Kunming 소재 PP 설비(150천톤/년) 12월 3

− EVA 시황 호조로 LDPE/EVA swing 설비의 EVA 생산으로
LDPE 공급 감소하며 가격 강보합

년) 11월 12일부터 7일간 설비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Sinopec Maoming PC, Maoming 소재 LDPE 설비(250천
톤/년) 정기보수로 11월 27일부터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Sinopec Yanshan PC, Yanshan 소재 LDPE 설비(200천
톤/년) 정기보수로 10월 27일 정기보수를 마치고 가동 재개

(200천톤/년) 12월 16일부터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태국 Siam Cement Group Chemicals, Map Ta Phut 소재 HDPE 설
비(520천톤/년) 11월 2일부터 35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Sinopec Maoming PC, Maoming 소재 HDPE 설비(220천톤/
년) 12월 18일부터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Spread) 납사 : 수직계열화업체, (Spread) 에틸렌‧프로필렌 : 비수직계열화업체 / 단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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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1월 중순까지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Yangtz River PC, Jiangsu 소재 PP 설비(400천톤/년)
12월 3일부터 정기보수로 20일간 가동 중단
− 태국 HMC Polymers, Map Ta Phut 소재 PP 설비(360천톤/
년) 11월 30일부터 사고 발생으로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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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비 11$/MT (1.2%) 상승한 923$/MT 기록

▢ (GPPS)

전주대비 80$/MT (5.8%) 하락한 1,301$/MT 기록

− 원료인 벤젠(6$/MT (0.9%↑))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벤젠 : 6$/MT(0.9%↑) / 에틸렌 : 20$/MT(2.1%↑)

▢ (H IP S )

전주대비 60$/MT (3.9%) 하락한 1,491$/MT 기록

− 역내 생산설비 가동 차질과 운임 상승 및 선박 도착 지연 등
의 영향으로 재고 감소하며 가격 상승

− 원료인 SM(11$/MT(1.2%↑))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 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재고 비축에 부담을 느낀 구매자들의
관망세로 가격 하락

A

B

S

▢ 전주대비 30$/MT (1.4%) 하락한 2,161$/MT 기록
− 원료 가격은 혼조세를 보임
* AN : 50$/MT (3.1%) 상승
* BD : 100$/MT (7.9%) 하락
* SM : 11$/MT (1.2%) 상승
− 항구 적체, 운임 상승, 선박 부족에도 불구하고, 음력설 연
휴를 앞두고 재고 비축에 부담을 느낀 구매자들의 관망세로

▢ 설비 정보

가격 하락

− 중국 Sinopec Baling, Yuyang 소재, SM 설비(120천톤/년) 11월 15

− ABS 생산 마진은 전주대비 $27.50/mt 감소한 $724.50/mt

일부터 2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를 기록

− 중국 Sinopec Guangzhou, Guangdong 소재 SM 설비(80천톤/년)
11월부터 15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SECCO, Shanghai 소재 SM설비(700천톤/년) 11월 중 정기보
수로 가동 중단

✻ (Spread) Integrated : 수직계열화, (Spread) Nonintegrated : 비수직계열화 / 단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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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비 32$/MT (5.4%) 상승한 628$/MT 기록
− 원료인 납사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납사: 22$/MT (4.8%↑), isomer-MX: 22$/MT (4.3%↑)
− 원료인 원유 선물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다운스트림인 PTA의
대규모 생산 설비 증설 일정 영향으로 가격 상승

T P A

E

▢ 전주대비 15$/MT (3.2%) 상승한 486$/MT 기록

G

▢ 전주대비 23$/MT (4.6%) 상승한 523$/MT 기록

− 원료인 P-X 가격 강세(32$/MT (5.4%↑))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원료인 에틸렌(20$/MT(2.1%↑))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21년 1분기 예정된 대규모 설비 증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박
부족, 물류 차질에 따른 운임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선박 부족, 물류 차질에 따른 운임 상승 및 60%대의 가동률
감축의 영향으로 재고 감소하며 가격 상승

▢ 설비 정보

▢ 설비 정보

▢ 설비 정보

− 중국 Zhongjin Petrochemical, Ningbo 소재 PX 설비(1,600

− 중국 Fuhua, Fujian 소재 PTA 설비(1,500천톤/년) 12월 7일

− 중국 Tianying Petrochemical, Xinjiang 소재 EG 설비(150천톤/

천톤/년) 11월 말부터 정기보수로 2달간 가동 중단
− 중국 Sinochem Quanzhou, Quanzhou 소재 PX 설비(800천
톤/년) 12월 신규 생산 설비 가동 예정
− 오만 Oman Aromatics, Sohar 소재 PX 설비(820천톤/년) 12월
월 초 정기보수를 마치고 가동 재개

부터 25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년) 11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BP Zhuhai, Guangdong 소재 TPA 설비(1,100천톤/년)
12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비(400천톤/년) 11월 중순부터 30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중국 Zhongtai, Xinjiang 소재 PTA 설비(1,200천톤/년) 12월
10일 정기보수를 마치고 가동 재개 예정

✻ (Spread) 납사 : 수직계열화업체, (Spread) 자일렌 : 비수직계열화업체 / 단순 추정, (Spread) PX = TPA – (0.67 ×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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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Yankuang Rongxin Chem, Inner Mongolia 소재 EG 설
− 중국 Maoming Petrochem, Guangdong 소재 EG 설비(120천톤/
년) 12월부터 20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Spread) 에틸렌 = EG – ((0.80 × Ethylene)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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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이
(단위 :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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