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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석유화학제품 가격 동향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01. 원유, 납사, 에틸렌
원

유

▢ 금주 국제유가는 이라크 유전 공격, ② 백신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③ ECB 통화정책수단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1$/Bbl(2.9%↑) 상승한 50.47$/Bbl 기록 (Dubai 기준)
− ① 9일 이라크 Kirkuk 북부 소규모 유전인 Khabbaz 유전 내 2개 유정에서 테러공격으로 30분 간격으로 폭발이 발생해 화재 발생
(Khabbaz 유전 전체 생산량은 2.5만b/d 규모이며 폭발이 발생한 2개 유정 생산은 2천b/d 미만임)
− ② 영국이 8일 Pfizer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Johnson&Johnson이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내년 1월 발표될 것
으로 기대
− ③ 유럽중앙은행(ECB)은 코로나19대응 채권매입프로그램 규모를 1.85조 유로($2.2조)로 5천억 유로($6,057억) 확대했으며
프로그램 기한도 '22년 3월로 9개월 연장

납

사

▢ 금주 납사 가격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19$/MT(4.4%↑) 상승한 449$/MT을 기록

에 틸 렌
▢ SEA : 전주대비 변동없음(911$/MT 기록)
▢ NEA : 전주대비 10$/MT (1.0%) 하락한 971$/MT 기록
− 원료인 납사 가격 강세(19$/MT(4.4%↑))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 역내 생산 설비의 재가동 소식과 역외 물량 도입 소식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 설비 정보
▢ (참고) 가격 요인 작성 기준
- 원유 : Dubai
- 납사 : CFR Japan
- 기초유분 / 중간원료 / 합섬원료 / 합성수지 : CFR NE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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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Idemitsu Kosan, Tokuyama 소재 NCC 설비(690천톤/년) 10월 말 2달간의 정기보수를 마치고 가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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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석유화학제품

L D P E

H D P E

P

P

▢ 전주대비 변동없음(1,401$/MT 기록)

▢ 전주대비 변동없음(981$/MT 기록)

▢ 전주대비 5$/MT (0.5%) 하락한 1,106$/MT 기록

− 원료인 에틸렌(10$/MT(1.0%↑))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보합

− 원료인 에틸렌(10$/MT(1.0%↑))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보합

− 원료인 프로필렌(5$/MT (0.5%↓))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 의료, 일회용품 등의 수요 호조와 지난 미국 허리케인의 여
파 및 선박 부족, 운임 상승의 영향으로 역내 제품 유입 감
소하며 2015.5 이후 최고가 유지하며 가격 보합

− 선박 부족에 따른 운임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
회용품, 의료용 수요 호조세 및 생산설비 가동 차질의 영향
으로 가격 호조세 유지

−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역내 시장참여자
들의 관망세로 가격 하락

▢ 설비 정보

▢ 설비 정보

▢ 설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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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Zhejiang Petroleum & Chemical, Zhejiang 소재 HD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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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450천톤/년)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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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lu Petrochemical, Zibo 소재 HDPE 설비(250천톤/
년)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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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MT (3.0%) 하락한 912$/MT 기록

▢ (GPPS)

전주대비 변동없음(1,381$/MT 기록)

− 원료인 벤젠(8$/MT (1.3%↑))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 벤젠 : 8$/MT(1.3%↑) / 에틸렌 : 10$/MT(1.0%↑)

▢ (H IP S )

전주대비 50$/MT (3.1%) 하락한 1,551$/MT 기록

− 1월부터 시황 악화를 예상한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세와 다운
스트림인 PS, EPS 가동률 하락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 원료인 SM(28$/MT(3.0%↓))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 여전히 타이트한 수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료인 SM 가격
하락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차이로 거래량 감소하며
가격 약보합

A

B

S

▢ 전주대비 100$/MT (4.4%) 하락한 2,191$/MT 기록
− 원료 가격은 혼조세를 보임
* AN : 50$/MT (3.1%) 상승
* BD : 50$/MT (3.8%) 하락
* SM : 28$/MT (3.0%) 하락
− 여전히 타이트한 수급상황과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가격 상승분을 반납하며

▢ 설비 정보

가격 하락

− 중국 Sinopec Baling, Yuyang 소재, SM 설비(120천톤/년) 11월 15
일부터 2주간 정기보수로 가동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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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T (1.0%) 상승한 595$/MT 기록
− 원료인 납사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납사: 19$/MT (4.4%↑), isomer-MX: 2$/MT (0.4%↑)
− 방향족 계열 생산 설비의 전반적 가동률 감축과 다운스트림인
PTA의 신규 생산 설비 가동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T P A

E

▢ 전주대비 5$/MT (1.1%) 상승한 471$/MT 기록

G

▢ 전주대비 4$/MT (0.8%) 상승한 500$/MT 기록

− 원료인 P-X 가격 강세(6$/MT (1.0%↑))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원료인 에틸렌(10$/MT(1.0%↑))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21년 1분기 예정된 대규모 설비 증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
선물가와 운임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 재고 수준 하락과 60%대의 낮은 가동률의 영향으로 가격 상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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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