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분석

다운스트림 투자 본격화하는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주 동 주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djjoo@kiet.re.kr

〈요

약〉

1980년대부터 개발된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풍부한 원료에 기초한 원가경
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시설 확장을 통해 이제 세계시장의 강자로 떠올랐
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 산유국들은 그동안의 범용제품
투자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합성수지를 비롯한 다운스트림 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다. 아울러 북미와 유럽, 아시아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시
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업체들은 중동 산유국들이 지닌 경쟁우위를 인식하고 산유국
들에 대한 직접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개방정책을 통해 세계시장에 새롭게 나
서고 있는 알제리, 리비아 등의 산유국들을 잠재력 있는 협력선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1. 중동 석유화학산업, 호황 지속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시설 확장을 추진해 온 중동 석유화
학산업계가 최근에는 다운스트림 투
자와 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를 이용해 최대 전략산업으
로 육성해 온 석유화학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사업구조 고도화와 다

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탄가스에 기
반한 그동안의 기초제품 투자에서 나
아가 나프타 기반의 다운스트림 투자
에 본격 나서는 한편, 선진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합작투자 등으로 세계시장을 향한 공
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수출에 의
존하는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석유화학산업을 핵심적
인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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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카타르의 움 사이드(Umm
Said)에 연산 28만 톤 규모의 에틸렌
공장(QAPCO)이 설립된 이래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
리트연합(UAE), 바레인, 이란 등이
모두 석유화학산업에 뛰어들어 공격적
으로 시설을 확장해 왔다. 이에 따라
1985년 300만 톤에 불과했던 중동지
역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2003년에는
1,000만 톤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각 산유국들이 고유가
로 늘어난 오일달러를 대규모로 투자
하면서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확장
일로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시설들
이 완공되는 2010년이면 중동지역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3,000만 톤에 달해
세계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2002년에는 7.5%였다.
그동안 세계시장을 지배해 왔던 북
미와 유럽, 아시아 업체들은 격심한 경
쟁환경 변화로 고전하면서 인수·합병
과 사업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반면, 중동 산유국들은 에탄에 기반
한 범용제품의 원가경쟁력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왔다. 중동지역
의 최대 업체인 사우디 기간산업공사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SABIC)의 2006년 매출액은 230억 달
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순이익이 34억 달러로 전

년 동기의 23억 달러에서 45% 증가했
다고 발표하였다.1) 카타르 석유화학회
사(Qatar Petrochemical Company:
QAPCO)는 2006년 5억 9,800만 달러
의 매출액에 4억 3,800만 달러의 순이
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순이익 비
율이 무려 73.2%에 달했다.2)
중동지역 업체들이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저
렴한 생산비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
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유
를 가공한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데 반해, 중동지역 업체들은
생산비가 훨씬 싼 에탄가스를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 생산원가를 비
교해 보면 중동지역에서는 에틸렌 생
산비가 톤당 150달러 수준인 데 비해,
아시아는 400달러, 유럽은 520달러,
북미는 605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같이 저렴한 원료비의
혜택에다 규모의 경제 효과, 파이프
라인 등 인프라의 우위, 낮은 조세,
값싼 부지와 전력 등 다양한 요인들
이 중동 업체들의 경쟁력을 다른 지
역 업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
준으로 유지시켜 주고 있다.

2. 대규모 다운스트림 투자 착수
석유화학산업은 천연가스나 나프타

1) SABIC Homepage(http://www.sabic.com) Press Release, May 21 and July 17, 2007.
2) MEED, 15-21 Ju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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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
초유분을 생산하는 1차 공정과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을 생산하는 2차 공정, 그리고 다시
이를 가공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
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3차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중동지역의 석유화학산업
은 그동안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단계
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사우디아라비
아를 중심으로 2, 3차 공정에 대한 투
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해 세계 업체들
을 긴장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을 원료로
하던 초기 단계에서 에탄과 프로판
믹스를 사용하는 시기를 거쳐 최근에
는 나프타를 이용하는 시설을 신축하
고 있다. 이는 최근 에탄 수급이 타이
트해진 요인과 함께, 에탄을 원료로
추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제품이 범용
제품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보다 다
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화
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
인 아람코(Aramco)가 라비그(Rabigh)의 정유공장을 석유화학복합단
지로 확장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5
년 8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住友化
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양측이 동일
지 분 을 가 지 는 합 작 회 사 (Petro-

Rabigh)를 설립하고, 현재 하루 평균
40만 배럴의 생산능력을 지닌 정유공
장을 복합적인 석유화학단지로 확장
하는 사업이다. 2008년 말 이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130만 톤의 에틸렌, 90
만 톤의 프로필렌을 생산할 예정이
다.3)
금년 7월에는 아람코와 미국의 다
우 케미컬(Dow Chemical)이 총 260
억 달러 내외를 투자하여 라스 타누
라(Ras Tanura)의 정유공장을 복합
석유화학단지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2012년에 이 사업이 완공
되면 최첨단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의 단일석유화학 공장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공장은 에탄과 나
프타를 복합 원료로 이용해 연간 120
만 톤의 에틸렌, 40만 톤의 프로필렌,
40만 톤의 벤젠, 46만 톤의 파라크실
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 건
설을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
은 미국계 KBR에 발주되었다.4)
또한 라스 타누라의 인근에‘Plastic Conversion Park'를 구축하여 합
성수지를 중심으로 300여 종의 다운
스트림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전방산업을 육성하고,
2006년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한 사
우디 플라스틱 가공산업의 점유율을
201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린다는

3) Arab News, August 2, 2005.
4) MEED, 13 Ju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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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의 석유화학산업은
90% 이상을 국영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들도
SABIC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으로 대
규모 다운스트림 투자에 나서고 있다.
주바일(Jubail)의 석유화학공단에는
카얀(Al-Kayan), 라즈히(Al-Rajhi),
시프켐(Sipchem), 사하라(Sahara)
등의 민간기업들이 각각 수십 억 달
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90
억 달러가 투자될 카얀 프로젝트는
에탄, 프로판, 부탄을 혼합 원료로 사
용하여 연간 130만 톤의 에틸렌과 함
께 100만 톤의 EO/EG, 60만 톤의
PP, 25만 톤의 LLDPE 등 범용제품
은 물론 각종 고부가제품도 생산할
예정이다.5)
80억 달러가 투자될 시프켐 프로젝
트도 에탄과 프로판을 원료로 사용하
여 120만 톤의 에틸렌과 함께, HDPE,
PP, 비닐 아세테이트 등 각종 다운
스트림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하라도 수십 억 달러가 투자될 정
유 연계형 다운스트림 투자를 진행하
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벌이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신규 투
자의 절반 내외를 차지함에 따라 2010
년경이면 사우디의 석유화학 산업에서
민간부문의 생산능력이 2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다운스트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나라는 최대 생산국가인 사우디아라비
아이고, 여타 산유국들은 아직 업스트
림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특히 이란은 2015년까지 에틸렌 생산
능력을 현재의 두 배 이상인 700만 톤
으로 늘린다는 계획하에 서부 국경지
대를 따라 12개의 올레핀 공장과
1,63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대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산유국들도 차츰 다운
스트림 영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
다. 카타르는 라스 라판(Ras Laffan)
에 엑슨 모빌(Exxon Mobil), 셸
(Shell) 등과 합작으로 수십 억 달러
의 다운스트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동산유국 중 가장 후발주자인 오만
도 소하르(Sohar)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0월 최초의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오
만 폴리프로필렌(Oman Polypropylene : OPP)이 완공되어 상업 생
산을 개시하였다.

3. 해외 진출도 본격화
중동지역의 석유화학업체들은 그동
안 쌓아올린 막대한 수익을 이용해 해
외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5) MEED, July 5 2007 및 Saudi Kayan Homepage(http://www.saudika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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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자

중동 산유국의 주요 신규 석유화학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추정비용
(백만 달러)

알제리( A l g e r i a )
Sonatrach
Skikda 에탄 크래커

2,500

Sonatrach

1,500

Arzew 근처 2개의 비료공장

Sonatrach
Arzew 비료, 우레아 생산단지
이집트( E g y p t )
EAgrium 암모니아, 우레아 공장, Damietta
EChem
폴리에틸렌 공장, coastal road
EChem
GTO 공장, coastal road
EChem
방향족 생산단지, coastal road
오 만( O m a n )
Opic

범용 올레핀 생산단지, Sohar

사업내용

1,500

100만톤
100만톤 암모니아, 우레아
70만톤 암모니아
150만톤 암모니아, 250만톤 우레아

1,400
1,700
2,300
1,500

120만톤
75만~100만톤
75만~100만톤
50만톤 벤젠, 50만톤 크실렌

5,000~6,000 100만톤 에틸렌 크래커 및 3PE, 2PP 설비

카타르( Q a t a r )
Qafco V
New 암모니아, 우레아 공장

2,000~2,500 일산 3,500톤 우레아, 4,400톤 암모니아
70만톤 PP, 60만톤 스티렌 모노머, 20만
Honam/QP 범용 올레핀 생산단지, Mesaieed
4,000
톤 폴리스틸렌
에틸렌 크래커 및 57만톤 LLDPE, 42만
범용 올레핀 생산단지,
4,000
ExxonMobil/QP
톤 LDPE, 70만톤 EG
Ras Laffan
Shell/QP
종합 올레핀 생산단지
4,000
에틸렌 다운스트림 제품
사우디아라비아( S a u d i A r a b i a )
120만톤 에탄/나프타 스팀 크래커, 방향
족 생산단지, 40만톤 프로필렌, 40만톤
22,000~26,000 벤젠, 46만톤 파라크실렌 및 폴리올레핀
믹스, 64만톤 클로르 알칼리 시설, 25개
이상의 다운스트림 설비

Aramco/
Dow Chemical

Ras Tanura 석유화학단지
(및 정제소 업그레이드)

NCP

New 올레핀 생산단지

4,000

Ineose/Delta
Oil Company
Saudi Kayan
Petrochemical
Company

Jubail 올레핀 생산단지

2,000

Jubail 올레핀 생산단지

9,000

Sipchem

Jubail 올레핀 단지 및
암모니아 공장

8,000

Maaden

Ras al-Zour 비료 생산단지

3,000

Hol, Sara,
Midroc

Jubail 올레핀 생산단지

2,000

Al-Rajhi
Jubail 석유 화학 단지
아랍에미리트연합( U A E )
2단계 Ruwais 올레핀
Borouge
생산단지 확장
자료 : MEED, 15-21 June 2007.

4,000
4,500

130만톤 에탄 크래커 및 핵산-1, 프로필
렌, PP, PE, 폴리스틸렌, 스틸렌 등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설비
120만톤 에탄 크래커 및 PE를 포함하는
몇 개의 다운스트림 설비
130만톤 혼합원료 크래커, 100만톤
EO/EG, 25만톤 LLDPE, 60만톤 PP,
기타 10여개 다운스트림 설비
120만톤 에탄/프로판 크래커 및 bimodal
HDPE, PP, 비닐아세테이트, 폴리아크릴
로니트릴, 암모니아
45만톤 황산, 2천톤 암모니아, 300만톤
DAP, 140만톤 인산
130만톤 에탄/프로펜 크래커, 40만톤
LDPE, 30만톤 PP, 75만톤 MEG, 40만톤
ABS, 40만톤 알파 올레핀
에탄 크래커, PP, EG 설비
140만톤 에틸렌 크래커, 80만톤 PP, 54
만톤 강화PE, 75만톤 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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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국인투자에 의해 육성되어 온
중동지역 업체들이 이제는 해외투자
에 나서면서 세계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규모의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사
우디아라비아이지만, 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의 부유한 산유국 기업들
도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SABIC이 2007년 1
월 영국의 헌츠맨(Huntsman Petrochemical)을 6억 8,500만 달러에
100% 인수한 데 이어, 2007년 5월에
는 미 국 계 G E 플 라 스 틱 스 (GE
Plastics)를 116억 달러에 인수하였
다. GE 플라스틱스는 자동차, 가전제
품, 의료장비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업체의 하나이다. SABIC의
동 기업 인수는 북미와 유럽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을 강화해 다운스트림
영역에서도 사우디 기업들이 단숨에
글로벌 메이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아시아지역에서는 팽창하는 중국시
장을 겨냥해 아람코(25%)가 엑슨 모
빌(25%) 및 중국석유화공총공사
(Sinopec, 50%)와 합작으로 후지엔
지역의 정유연계형 석유화학공단 사
업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촨저
우에 위치한 일산 8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24만 배럴로 확장하고, 여
기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이용해 연산
80만 톤 규모의 에틸렌 등 각종 석유
화학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7)
이 밖에도 SABIC은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5월 베이징과
선전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SABIC은 상하이
와 홍콩에 있는 기존의 사무소에 더
해 중국 내 네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
게 되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
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서울,
도쿄, 타이페이, 자카르타, 마닐라, 호
치민시 등 모두 11곳에 사무소를 설
치하게 되었다. SABIC은 중국의 황
푸, 텐진, 칭다오 등에 새로운 저장시
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8)
한 편 , UAE의 국 영 석 유 기 업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도 자회사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를 통해 2005년 유럽의 최
대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스위스 보레
알리스(Borealis Group)의 지분을 인
수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
의 플 라 스 틱 생 산 업 체 인 AMI
(Agro-Minz Melamine International)의 지분도 50% 인수하였으며,
2007년에는 공동지주인 OMV와 합의

6) SABIC Homepage 및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 948호, 2007. 8. 6.
7) Arabian Business, 25 April 2007.
8) SABIC Homepage Press Release, 23 M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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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AMI와 보레알리스를 합병한다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 쿠웨이트도 국영 석유화학
회사인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가 다우 케미컬과
50%씩 합작으로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제조회사인 MEGlobal을 설
립하였다. 2004년 7월 설립된 동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SABIC, Dow와 함께 MEG 분야에서
세계 3위의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
되었다.

4. 애로요인 발생과 과잉투자 논쟁
중동지역의 석유화학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고, 대규모
시설확장과 사업영역 확대를 추구하
고 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애로요인
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애
로요인들의 부상과 함께 향후 전망을
두고 과잉투자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에탄가스에 기반한 기존 시설
들의 원료 부족이다. 중동지역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5%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걸
프 산유국들 중에서도 쿠웨이트, 오
만, 바레인 등은 천연가스 매장량 자
체가 많지 않고,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카타르는 가스 성분 중 에탄
함유량이 많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와 UAE에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

면서 석유화학 부문에 공급할 수 있
는 천연가스의 물량 부족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최근 각 산유국들이 신축하는 에틸
렌 크래커들이 에탄과 프로판, 부탄
등의 혼합원료를 사용하거나 나프타
연계시설로 계획되고 있는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
해 중동 석유화학산업이 누려온 원가
경쟁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으로 예
상된다. 물론 나프타를 사용하는 경우
에도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여타 지
역 국가들과 자체 조달이 가능한 중
동 산유국들은 기본적인 여건이 다르
기는 하다.
또 한 가지 주요한 애로요인은 각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플랜트
를 건설하면서 투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석유화학
분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중
동 전체에서 대규모 플랜트와 건축 수
요가 발생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
멘트 등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급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했던 플랜트
투자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어, 재원 조달과 투
자비용 회수 전망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애로요인들의 발생과 함께 대
규모 다운스트림 투자의 향후 시장전
망을 놓고 과잉투자 논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기초유분과 달리 향후
생산될 합성수지 등은 수송비가 비싸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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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동 업체들로서는 마케팅 능력도
취약한 상태이다. 또 세계 수요를 견
인하고 있는 중국시장도 2009년경부
터는 포화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
상돼, 신축 중인 중동의 시설들이 완
공되는 시점에는 세계시장이 심각한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
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규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중동 업체들의 가격경쟁
력이 절대 우세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 전망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30년 전 중동 산유국들이 석
유화학산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
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시장전망을 낙
관하고 있다.9)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급성장하고 있는 중동 석유화학산
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도
드러나고 있지만, 풍부한 원료와 자
본,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비교하기 힘든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소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다운스트림 투
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인
근의 산유국들도 추이를 보아가면서
9) MEED, 15-21 Ju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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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30년의 역
사를 가지면서 초기의 원료 공급자와
소량의 범용제품 생산자의 역할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메이저의 역할로 떠올랐다. 로컬 업체
로 간주되던 SABIC이 해외 유수업체
의 인수와 신규 투자를 통해 노하우
를 축적하고 판매망을 확대하면서
Dow, BASF, BP, Shell 등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는 메이저로 떠오른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세계 각국의 석유화학업체들은 중
동 산유국들이 지닌 기본적인 경쟁우
위를 인식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투
자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 업체
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을 놓쳐서
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중동 산유국들
의 다운스트림 제품시장 진출이 본격
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우리 업계도
영세한 플라스틱업체들의 구조조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기능성 플라
스틱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등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새로운 애로요인이 제기
되고 있는 걸프 산유국들보다 알제리,
리비아 등을 새로운 협력선으로 주목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들 국가들
은 풍부한 원료를 지니고 있지만, 이
제 막 초기단계의 개발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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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동안의 폐쇄정책에서 글로벌
경제로 나가는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정책과 제도가 불투명한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
에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기적인 호

재가 될 수도 있다. 걸프국가들보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유럽시장에 훨씬
근접한 나라들이라는 점도 매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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