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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정유기업들은 석유화학사업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정유사업보다 높아 석유화학 상공정 부문
으로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정유기업들도 국내 석유화학 상공정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이 에틸렌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 국내 에틸렌시장에서 수출의존도 심화와 원
료 확보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에틸렌 수요는 향후에도 연평균 4%
수준을 유지하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입수요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생
산 규모가 확대된다면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 석유화
학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원료를 수입 및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제품 물성
향상을 통해 신규 수입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대하
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수입수요 확
보를 위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제재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국가산단 및 연계 항만에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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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8년 초에 국내 정유기업인 GS칼텍스는 합

산업단지에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작사인 미국 쉐브론(Chevron)과 협의하여 전남

정유기업들이 국내 석유화학 상공정(upstream)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약 2조원 규모의 석유화

에 신규 진입하면 생산능력은 현재보다 증가할 전

학제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망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전체 공

에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는 GS칼텍스의 생산시

급량 증가와 기존 에틸렌 생산업체들의 원료조달

설은 에틸렌 70만톤, 폴리에틸렌 50만톤을 생산

방식 변화로 정리할 수 있다. 협소한 내수시장 규

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생산시설은 국내

모를 고려할 때, 신규 진입한 정유기업과 기존 석

석유화학산업 내 대부분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화학기업 모두 추가적인 수입수요를 발굴하지

나프타 이외에도 정유공정에서 생산되는 액화석

않는다면 에틸렌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유가스(LPG)나 부생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불가피하다. 한편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은 정유사

있는 복합원료분해시설(Mixed Feedstock Crack-

들로부터 공급받던 원료(나프타)를 해외로부터

ing center; MFC)을 도입하는 특징이 있다.

별도로 조달하거나 원료 구성을 다변화하는 전략

GS칼텍스는 MFC와 기존 정유제품 생산설비의

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원료 및 제품의 수출입

연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원료조달의 안정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국가산단과 항만시설 인프

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

라도 확충되어야 한다.

화 및 수익변동성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GS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정유사가 에틸렌 제품을

칼텍스의 사례 이외에도 최근 국내 정유사가 석유

신규 생산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발생

화학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

할 수 있는 이슈들을 예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한 현대케

먼저 국내 에틸렌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유

미칼을 설립하고 2016년 11월부터 대산산업단지

기업의 화학시장 진입 목적과 유형을 분석한다.

내 혼합 자일렌 생산설비를 증설하였다. S-Oil도 5

이후에 정유기업의 석유화학시장 진입에 따른 영

조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연간 150만톤을 생

향을 계측하고 발생 가능한 이슈와 시사점을 도

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울산 온산국가

출한다.

2. 국내 에틸렌시장 현황
에틸렌(ethylene)은 세계 화학시장에서 유기화

합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초재료로서 석유정

2 0 1 8 1 2

57

정유기업의 에틸렌시장 진입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그림 1> 에틸렌 계통도

<표 1> 전후방산업
후방업종

해당 업종

전방업종

정유

에틸렌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유도품 포함)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2018, 석유화학제품 계통도.

제품 제조업에서 생산된 나프타(naphtha)를 원료

로 확대되었다. 에틸렌은 국제유가와 연동성이

로 사용한다. 분해센터(Naphtha Cracking Center;

높은 나프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생산원가 중

NCC)에서 나프타를 사용하여 에틸렌 제품을 생

원료비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비용구조를 갖고

산하며, 이는 합성수지(LDPE/HDPE), 합섬원료,

있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국제유가 변화 방향과 유

합성고무(EPDM)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따라

사한 추세를 보인다. 2015년 하반기에 국제유가

서 국내 에틸렌 제조업의 후방업종은 정유제품 제

가 급락한 시점부터 제품가격과 국제유가의 차인

조업이고 전방업종은 좁게 석유화학 3대 유도품

제품마진이 확대되며 에틸렌 생산업체의 영업이

을 포함하는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종이고 넓게

익이 증가해왔고 생산시설의 가동률 증가, 생산

는 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까지 포함한다.

설비 증설투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에틸렌 제품에 대한 수요와 생산

에틸렌 제품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세계 최대의 화

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토목, 생활용품 등

학제품 수입국인 중국이 점진적으로 석유화학 기

다양한 수요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초유분 분야에서 자급률을 높여온 추세 속에서도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 따르면 세계 에

국산 에틸렌 제품의 생산과 수출규모는 지속적으

틸렌시장도 2021년까지 연평균 3%대의 지속적인

<그림 2> 국내 에틸렌시장 주요 지표 추세
생산 및 내수

에틸렌 가격 및 국제유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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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생산과 내수, 에틸렌 가격은 한국석유화학협회, 국제유가는 페트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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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에틸렌 수요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세계
아시아
-한국
-중국
-아세안
-인도
-일본
유럽
북미
중동

2015
135.8
63.0
4.5
36.8
7.6
7.0
4.7
21.1
34.2
9.4

2021
161.8
80.3
4.7
49.9
9.2
9.1
4.8
22.1
37.7
11.5

증가율(%)
3.0
4.1
0.4
5.2
3.4
4.5
0.4
0.8
1.6
3.3

<그림 3> 세계 에틸렌시장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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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경제산업성(2017), 「세계의 석유화학제품의 이후의 수
급동향」.

2018

2019

2020

2021

생산능력

성장률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

에틸렌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은 아시아시

러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들이 자국

장이며, 대규모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내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증

과 인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

설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

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경기사이클(2000년대

문에 수요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생산능력이 증가

이후로 1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업 경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세계 에틸렌시장 내 초과공

기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 수요

급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3. 정유기업의 석유화학시장 진입 현상1)
최근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 정유기업들이 석

복되고 있으나,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유화학 상공정 시장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

기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1)

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로 인해 2014년 이전까지 정유기업들이 적극적으

세계 석유시장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불안정해지

로 추진하던 심해유전 발굴, 셰일가스 개발 프로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젝트 등도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후로 OPEC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발 석유화학 범용제품 수요규모가 지속적

산유국들의 공급조절 전략으로 유가는 점차 회

으로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기능성 고부가
가치 화학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

1) 임지수(2018), 「세계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투자 확대, 어떻게 볼 것인
가」의 내용을 요약

후에도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LPG) 수요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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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

원료를 분해하는 설비를 보유하는 형태이다. 정

유사들은 새로운 투자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

유설비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분해하여 기초유분

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석유화학시장을 선택

을 생산하는 공정을 갖춤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

하였다.

는데 목적이 있는 투자 전략이다. 글로벌 선도 정

정유기업의 화학시장 진입형태는 매출액에서

유사인 BP, Total, Shell과 아시아 지역의 생산국

화학부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세 가지로

(한국, 아세안, 인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셋

구분된다. 첫째, 화학부문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째, ‘화학사업 수직계열화형’은 부분참여형에 유

5% 미만으로 가장 낮은 ‘정유중심형’은 정유사가

도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춤으로써 정

일부 방향족을 생산하는 형태로 중동, 러시아, 남

유사가 주도적으로 화학사업을 통합하는 후방통

미 등 주요 산유국 정유사의 투자전략과 관련성이

합(forward integration)적 특징이 나타난다. 화학

높다. 둘째, 화학부문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15%

사업의 매출액 비중은 15% 이상으로 한국의 SK와

미만인 ‘화학사업 부분참여형’은 기존 정유설비와

대만 기업 등 일부 기업만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

<표 3> 정유사의 화학시장 진입 형태
정유 중심

화학사업 부분참여

화학사업 수직계열화

사업구조

·정유설비 단독
·정유설비+BTX

·정유설비+분해센터

·정유설비+분해센터+PX

화학사업 비중

·5% 미만

·5~15%

·15% 이상

사례

·산유국 정유사

·BP, Total, Shell
·한국, 아세안, 인도

·(韓) SK
·(臺) 포모사

자료 : 임지수(2018), 「세계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투자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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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금까지 국내 화학시장에 투자 계획을 발

프타분해센터를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한 화학산

표한 정유기업들은 기존 정유제품 생산설비에 나

업 부분참여 형태로 파악된다.

4. 정유기업의 에틸렌 시장진입에 따른 영향
국내 에틸렌시장 내 판매량과 가격 및 기타 시

수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함수의

장변수들(합성수지 가격, KOSPI지수, 국제유가)

특성인 가격에 대해 각각 우하향(右下向), 우상향

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에틸렌 제품의

(右上向)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2)

수요와 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자료는 한국석

이 밖에도 에틸렌 수요량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유화학협회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에

호전될수록 증가하며 에틸렌이 중간재로 사용된

틸렌 제품의 생산량과 제품가격 등과 관련된 월별

합성수지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데이터를 사용했다. 국내 에틸렌 수요와 공급함

났다. 에틸렌 공급량은 원재료인 국제유가가 하
락할수록, 합성수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2) 국내 에틸렌 수요와 공급함수는 에틸렌 판매량 , 에틸렌 가격
다른 설명변수들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및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틸렌 수요, 공급함수는 선
형 로그형태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에틸렌 가격에


이때,
수요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는 에틸렌이 핵심 중간재로 사용되는 합
성수지 가격, 국내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다변하는 코스피지수를 선정했
으며, 공급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로는 합성수지 가격과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과 연동성이 높은 국제유가를 선정했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의 계절성을 고려하기 위해 분기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
석의 편의를 위해 수요와 공급함수는 모두 선형로그형태를 가정하였으
며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했다.

대한 추정치는 각각 수요, 공급함수의 가격탄력
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틸렌 가격이 1% 상승하
면 에틸렌 수요량은 0.13%만큼 감소하는 반면 에
틸렌 공급량은 113%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석유화학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표 4> 에틸렌 수급함수 추정 결과
설명변수
에틸렌 가격
합성수지 가격
코스피 지수
국제 유가
2분기
3분기
4분기

수요
추정치
-0.130**
-0.058*
0.510***
-0.042**
0.016
-0.027

공급
p값
0.017
0.078
0.000
0.014
0.372
0.136

추정치
1.137***
0.631***
-0.631***
0.015
0.053
0.086**

p값
0.000
0.000
0.000
0.719
0.200
0.045

자료 : *, *, *** 는 각각 오차수준 10%, 5%, 1%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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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중간재이면서 범용제품인 에틸렌의 특성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내수증가율

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2.4%에 그쳤다. 협소한 내수규모를 고려할 때,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기업들은

정유사의 신규 진입으로 에틸렌 공급량이 증가하

신규 기업의 생산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산

면 국내 에틸렌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대두된

량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기존 생산량보다 축소

다. 첫째, 국내 에틸렌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면

된 생산수준을 유지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공

에틸렌 가격이 하락하고, 에틸렌을 중간재로 사

3)

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유기

용하여 석유화학 유도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업이 2022년 이후부터 에틸렌 제품을 본격적으로

업체는 생산비 부담이 경감되어 범용제품 시장에

생산하면 국내 에틸렌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요에 변화가 없다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로 인

수 있다. 둘째, 에틸렌 생산능력이 증가하면 우리

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는 에틸렌 추가수요 확보

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현행보다 심

와 원재료 조달 및 물동량 증가에 필요한 인프라

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정유사들의 석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화학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 2022년에

일반적으로 에틸렌 수요증가율은 세계 경제성

는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1,300만톤

장률과 유사한 수준(3~4%)으로 증가함에도 불구

(아시아 2위)까지 증가한다. 내수증가의 한계를
고려하면 국산 에틸렌 제품의 신규 수요시장을 발
굴해야 하는 이슈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신규 수

3)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조용원, 남상욱(출간 예정)에서 인용.

<표 5> 미국과 중국의 에틸렌 증설 프로젝트
단위 : 천MT

미국

중국

증설 시기

회사명

생산능력

2017

·Chevron Phillips
·Dow Chemical
·ExxonMobile
·Occidental Chemical

1,500
1,500
1,500
544

2018

·Formosa
·Sasol

1,590
1,500

회사명
·SNCG
·CNOOC-Shell

생산능력
450
1.000

2019

·Shandong Yuhuang Chemical
·SP Chemical
·Sinopec Wuhan

400
600
300

2020

·Zhejiang Petrochemical

1.400

2021 이후

·Sinopec
·Hengli
·Zhejiang Petrochemical
·기타

800
1,500
1,400
6,100

자료 : 화학저널(2018), 「에틸렌 1300만톤 시래 도래 셰일과 정면 승부한다」, ChemLOCUS,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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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석유화학 전용부두 사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는 3개의 NCC업체(YNCC, LG화학, 롯데케미칼)가 에틸렌을 생산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원재료인 나프타를 GS칼텍스와 수입에 의존하여 조달하고 있다.
여수산단 전체 3개 NCC업체의 나프타 수입량은 연간 800만톤이며, GS칼텍스에서 구매하
는 규모는 490만톤이다. 현재 3개 NCC업체들의 연간 생산량 증가분을 고려할 때, 2022년
에 GS칼텍스가 에틸렌 생산을 위해 자사에서 생산한 나프타를 전량 사용한다면 기존 3개
업체는 연간 1,000만톤 이상을 전량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수광양항 내에서 나프
타를 주로 수입하는 부두는 사포1부두이며, 연간 하역능력은 900만톤이다. GS칼텍스가 에
틸렌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2022년부터는 기존 3개 NCC업체가 필요로 하는 나프타 규모
가 사포 1부두의 하역능력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체선율(滯船率)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
로 우려된다. 2017년 현재 사포(통합)부두의 평균 체선율은 21.9%로 여수광양항의 평균 체
선율(4.3%)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석유화학 전용부두(사포 1부두)의 체선율은 사포
(통합)부두보다 높은 38%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사포 1부두만을 기준으로
도 연간 7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GS칼텍스가 에틸렌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2022년 이후로는 나프타 물동량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포부
두의 체선율은 현재보다 상승함에 따라 기존 석유화학업체들의 원료 조달의 적시성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여수광양항 부두별 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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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평균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내부자료.

요시장 발굴은 동아시아 에틸렌시장을 둘러싼 미

가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안정화되면서 나프타

국과 중국 화학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략과 밀접한

기반 에틸렌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시 확보되는

관련이 있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

2022년까지 다롄, 광둥 지역을 비롯한 중국 내 7

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非나프타(석탄, 천연

개 지역에서 NCC 증설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

가스, 메탄 등) 원료를 사용한 에틸렌 생산설비 증

상된다. 또한 현재는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인해

설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제유

미국산 에틸렌 제품이 동아시아시장으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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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후 교역환경 변화

에틸렌 생산업체들에 원료를 공급해왔으나, 석유

에 따라 미국발 공급량이 증가할 우려도 상존한

화학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에틸렌 생산업체들은

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에틸렌시장에서 중국,

수입산 원료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원료조달의

미국발 제품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프타를 대량 수입 및 저

비투자 증가분만큼 추가적인 수입수요를 확보할

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항만에 추가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여

정유사의 에틸렌시장 진입에 따른 또 다른 이
슈는 인프라 부족문제이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수광양항과 대산항 내 석유화학 전용부두를 추가
건설하려는 수요가 조사되었다.

5. 시사점
글로벌 정유기업들은 석유화학부문 사업의 수

력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익률과 안정성이 정유사업보다 높아 석유화학 상

향후 계획된 국내 설비증설 계획 규모를 재검토

공정 부문으로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추

하고 생산설비도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NCC보다

세 속에서 GS칼텍스나 S-Oil 등 정유업체들은 국

는 非나프타 원료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원료분해

내 석유화학시장으로의 사업확대 전략을 추진하

(MFC)설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에틸렌 공정

글로벌 선도 화학사들도 석유화학 상공정 부문

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를 국내 석유화학사들에 공

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및 원료다양

급하는 구조였으나, 정유사들이 석유화학부문 사

성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존

업을 확대하면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할 수 있기

석유화학사들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효

때문에 기존 석유화학사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

율화 부문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글로

할 수 있다. 정유사들이 에틸렌을 본격적으로 생

벌 시장에서 친환경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

산하기 시작하는 2022년 이후에 국내 석유화학산

가하고 정책기조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업에는 추가 수입수요 확보와 원료 및 물동량 증

친환경성을 강조하거나 물성(物性) 및 그레이드

대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 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가 향상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차별화 전략

과잉공급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

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내 정유사 및 기존 석유화학사들은 신규 수입수

산업의 주력 제품도 중저가 범용제품군에서 고급

요를 발굴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 수출시장에서

등급 범용제품군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

한다.4) 한편 정부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수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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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확보를 위해 신흥국 시장(중국, 인도)을 중심으

학사들은 나프타 부두 증설에 공감하고 투자할 의

로 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제재와 같은 비

향을 밝히고 있으나, 부두시설 이외에 필요한 제

4)

반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원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확보를 위

고 있다. 따라서 부두 증설을 위한 비용은 민간에

해 여수국가산단 및 대산산업단지 내 기존 석유화

서 부담하더라도 수심 및 항로 폭을 확보하기 위

관세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제반 준설비용은 항만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4) 예를 들면 기술추격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BR, SBR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SSBR, EPDM 등 친환경 타이어에 사용가능한 제
품으로 전환

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항만기본계
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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