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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49년 이후의 중국석유화학산업 발전 역사는 어렵고 힘든, 한 편의 

창업 역사였다. 건국초기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겨우 12만 톤으로, 원유 

사용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11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중국의 석유

화학산업의 역사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사상해방, 사실과 진

실 추구로 연이어 大慶, 勝利 등지에서 유전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1978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1억 톤을 초과하였다. 1억 톤 

원유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 국무원은 1983년 초

에 “중앙집권적인 지도, 총괄적인 계획, 통합적인 관리”의 원칙에 따

라 중국 석유화학총공사를 설립하였고, 기존에 석유 공업부, 화학공업부, 

방직부, 경공업부 등 3대 부문의 소속이었던 정유, 화학공업, 화학섬유, 

화학비료기업들을 석유화학총공사로 귀속시키고, 체제를 내부지도자, 조

항 분할, 분산 관리 형태로 개선하였다. 이때부터 석유화학산업은 개척, 

진흥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본 논문은 연대 구분에 따라, 중국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화학

공업의 발전 상황, 중국정부의 석유화학의 단계별 개혁 정책에 대해 서

술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바

탕으로, 한·중 양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상황을 비교하고, 한·중 양

국의 석유화학기업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중국석유화학, 한국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 발전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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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원료”를 생산하는 중공업과 “생활원료”를 생

산하는 경공업으로 한 나라의 공업, 농업, 국방 및 국민경제 발전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195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건국(1949년) 이후 현재까지 석유공업기술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생산량 제고, 품종 다양화 등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건국 이래 석유화학 산업은 몇 단계로 나뉘어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중국

의 석유화학 산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발

전은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생산량 증가 추이를 통해 알 

수 있다. 2003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미국ᆞ일본ᆞ사우디아

라비아에 이어 4위(590만 톤)를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1,630만 톤

(한국 840만 톤ᆞ4위)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섰다.1) 일본 경제 산업 자

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에는 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은 무려 2,690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한국과 중국 양국의 석유화학 발전사를 살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

점도 있다. 본 논문은 연대 구분에 따라, 중국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화학공업의 발전 상황, 중국정부의 석유화학의 단계별 개혁 정책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의 역사에 관한 연

구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상황을 비교하고, 

1) SINOPEC, 집단연간보고 2012.

2) 서울경제, “다시뛰자 한국기업”,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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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석유화학기업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동 연구를 위하여 첫째 “中國石油化學集團（SINOPEC)”3), <신 중

국 석유화학 산업 발전사>, <中国石油大事记(1949-2009)> 등의 자료

를 참고하여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 과정을 연대 별로 분석하였다. 둘

째,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中國石油規劃設計總院”，“中國化工

經濟技術發展中心”4)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한·중 석유화학기업의 규

모와 실력, 자원공급, 생산기술, 관리수준, 생산원가, 제품구조와 수량, 

목표시장 등 7 개 분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소개, 제3장은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과정의 연대기적 

분석, 제4장은 한·중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제5장은 동 연

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으로 이루어졌다. 

3) 中國石油化學集團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 , Sinopec Group는 중국

석유화공총회사를 개편하여 1998.7 설립한 초대형 석유, 석유화학기업으로 국

가가 독자로 설립한 국유회사. 본사는 베이징(北京)에 있으며 2003년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54위를 차지하였고 홍콩, 런던, 상하이, 뉴욕

주식시장에 모두 상장된 글로벌 기업으로 아시아 1위, 세계 7대 석유화학기

업이다.

4) 中國化工經濟技術發展中心, China National Chemical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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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石油化學 産業의 理解

  석유화학산업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의 제품인 나프

타, 에탄 등 천연가스5) 추출물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의 올레핀계 화합물 및 벤젠, 톨루엔 등 방향족계 基礎劉分을 분리·추

출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 물성변화를 수

반한 다양한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합성수지(플라스틱)6), 합섬원료(폴리

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고무, 기타 화공약품 등 유도 제품을 제조하는 

분야라고 정리할 수 있다7).

<그림2-1>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계통도

출처: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석유화학의 이해”, 2009

5) 천연가스는 탄소1개와 수소로 이루어진 메탄부터 탄소가 7개 또는 그 이상

인 무거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6) 합성수지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

닐(PVC),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등을 일컫는다.

7)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석유화학

의 이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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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제품은 자동차, 건설, 섬유산업 등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며 

현대산업에서 전후방 산업으로의 연관효과가 커서 ‘산업의 쌀’로서 일

컬어지기도 한다. 석유화학 산업은 ① 자동차, 전자 등 핵심 산업에 원

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며, ② 대규모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자

본․기술 집약적인 설비산업인 동시에8), ③ 나프타9) 분해공장에서 생산

되는 기초유분의 수급을 위해 계열화, 단지화를 이루어야 하는 산업 특

징을 가지고 있다10).

8) 설비산업은 하나의 단지를 건설하는데 약 20억 달러가 소요되며, 규모의 경

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9) 나프타를 납사라고도 한다. 원유에서 직접 생산되는 유분으로 끓는점이 10

0℃ 이하인 것을 경질납사(Light Straight Run Naphtha, HSR)라 함. 경질납

사는 주로 용제 및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되며(NCC의 원료), 중질납사는

개질시설(Reformer)을 통해 휘발유 제조에 사용된다.

10) 박세근,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향”,수은해외경제,

2008.4,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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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中國 石油化學 産業의 發展 歷程

제1절 1949년 건국 초기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태동기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1950년 말, 60년 초부터 도입되었으며, 도입 

시기는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편이 아니었지만 발전 속도는 조금 

느렸다. 그 주요 원인은 과거 중국은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심이 

없었으며, 정유공업의 발전을 규제하여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필요

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 건국초기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개관적인 요

구 사항

 1949년 新 중국이 성립된 이후, 과거 중국의 ‘一穷二白’11)의 낙후

한 모습은 신속히 바뀌어, 1953년부터 첫 번째 5개년 계획 건설을 시작

하였다. 중국 건국 초기 중국정부는 수억에 달하는 인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농업과 기타 공업발전의 주요 

촉진 요소인 화학공업은 산, 염기, 고무, 연료 등에 치중되었다. 제1차 5

개년 기간 동안, 화학공업은 연평균 31.2%의 증가 속도로 발전하였으

며, 주요 제품 생산량은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품 품종은 1952년에

는 460여 종이었던 것이 1957년에는 1,400여 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

만 화학공업의 기초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유기합성화학공업 분야는 거

11) ‘一穷二白’은 빈궁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 기초가 박약함을 의미함.

‘穷’은 농·공업의 낙후, ‘白’는 문화·과학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함. 이것은 1956년 4월,

모택동(毛澤東)이 ‘论十大关系’(10대 관계를 논함)라는 연설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된 것을 표현한 말로, 이러한 공백 상태는 오히려 장래의 창조

성과 발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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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백상태였다. 화학공업에 필요한 유기합성화학원료도 생산할 수 없

어 화학공업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에 처해 있었고, 공업, 농업, 국방공

업, 섬유공업 및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은 그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해, 주로 수입에 의존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1956년 화학원료 및 제품 수입이 각종 수입품의 1위를 차지하였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5년간 수입 가치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총 

23.8억 위안에 달했으며, 전국 대외무역 수입총액의 10.2%를 차지하였

다. 이는 화학공업부 제1차 5개년 계획 투자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이었다. 중국화학공업은 세계 공업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었으며, 세계 

총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율도 아주 낮았다. 1956년 세계 화학비료 총생

산량은 2,046.4만 톤으로, 일본의 생산량은 107.4만 톤이었고, 중국의 

생산량은 겨우 11.1만 톤에 불과했다. 1955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400만 톤이었는데 그 중 일본의 생산량은 10.1만 톤이었고, 중국은 

0.8만 톤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1955년 세계 합성섬유 생산량은 26.8만 

톤으로, 그 중 일본의 생산량은 1.6만 톤이었고, 중국은 생산조차 불가

능했다12).

<표 3-1> 1955년 주요 제품 생산량 비교

(단위 : 만 톤)

출처: 『新中国石油化学产业发展史(1949-2009)』, 저자 정리

 1956년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유기합성화학공

업 발전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였다. 1957년 화학공업부는 제2차 5개년 

12) 『新中国石油化学产业发展史(1949-2009)』,黄时进, 2012

화학비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전 세계 2046.4 400 26.8

일 본 107.4 10.1 1.6

중 국 1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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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중 화학공업발전 개요 초안에서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유기합

성화학공업 기초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기합성화학공업 각 부문

에서는 우선 원료 기초를 설립하여 플라스틱공업을 주로 발전시키고, 수

요량이 많은 페놀, PVC 등 플라스틱은 양적인 면에서 큰 발전이 있어야 

하며 제2차 5개년 계획 말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

이 가능해야 하고, 유기합성화학공업 분야의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

다고 요구했다. 동 발전개요 초안에서는 석유공업과 협력하여 蘭州, 抚
顺에 석유기체를 원료로 하는 유기합성 공장을 설립하고, 합성 알코올을 

생산하여 식량 소모량을 감소하며, 페놀을 증산하여 합성 섬유 원료로 

사용하며  蘭州 합성고무공장 제1기 연간 1.5만 톤 생산 합성고무 프로

젝트 건설을  완성하고 上海는 上海정유공장의 석유가공 가스를 이용하

여 폴리스티렌 등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중국 석유 채굴량과 정유공업은 이미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이르렀다. 1957년 전국 원유 생산량은 146만 톤에 달

하여 1949년의 12만 톤에 비해 11.2배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채굴량은 

7,000만 입방미터에 달하였으며, 1949년의 700만 입방미터보다 10배 

증가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 말기인 1962년, 원유 생산량은 575만 

톤에 달하였으며, 195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채

굴량도 12.1억 입방미터에 달하여, 1957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13). 

1960년 大慶유전이 개발된 후,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양호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표 3-2> 1949년 건국 초기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

출처: 『中国石油大事记(1949-2009)』,저자 정리

13) 『中国石油大事记(1949-2009)』,中国石油大事记编撰委员会，2011

1949년 1957년 1962년

원유 12만 톤 146만 톤 575만 톤

천연가스 700만 입방미터 7000만 입방미터 12.1억 입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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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석유화학 콤비나트14) 설립

 1960년대 초,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량은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정유 과정에서 생산을 동반한 석유가공 가스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석유

화학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15) 1960년 10월에 

蘭州화학공업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정유 가스를 이용하여 에틸렌 및 석

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첫 설비가 완성되어 생산에 투입되었다. 1962

년 5월 8일, 폴리스티렌 및 니트릴고무 설비도 각각 완성되어 생산에 

투입되었으며, 처음으로 온톨 로지 법 폴리스티렌 및 국토방위에 필요한 

니트릴고무를 생산하게 되어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중국이 정유 가스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을 열분해 분리하는 설비를 완

성하여 처음으로 생산에 투입하고 있을 시기, 외국 석유화학산업은 이미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열분해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올

레핀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며, 열분해산물 분리와 

가공을 유기화학 원료로 하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여 공업화를 실현하였

다. 열분해 설비의 대형 규모로의 발전은 석유화학발전 수준을 대표하는 

에틸렌 생산량을 급속히 증가시켰다. 1960년 미국의 에틸렌 생산량은 

247.2만 톤에 달했으며, 영국은 30만 톤, 독일은 22.8만 톤, 소련은 

18.1만 톤, 일본은 7.8만 톤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1962년에서야 에

틸렌 5,000톤 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정유 가스 공급 부족, 

기체 조성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없었다.

14) 콤비나트는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 부문이 서로 가까이 인접하

여 이루어진 기업들의 지역적 결합체를 뜻한다.

15) 중국 최초의 석유화학산업이 바로 정유 가스를 원료로 한, 열분해, 분리 기

술을 통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및 다양한 중간체 생산,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3대 합성재료(합성 고무, 합성수지, 합성 섬유)와 기타 석유화학제

품 생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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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蘭州 석유화학단지의 설립

 兰州 화학공업회사는 중국의 첫 석유화학 단지이며, 동 회사의 발전 과

정은 중국 석유화학의 탄생, 시작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동 

회사는 1960~1985년까지 화학비료를 누계 200여만 톤 생산하였고 

SBR, NBR을 누계 61만 톤 생산하였으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

리스티렌, 內衝擊性 폴리스티렌 및 ABS 플라스틱을 누계 58만 톤 생산

하였고 또한 상당한 수량의 합성 섬유 및 유기화학 원료를 생산하였다.

당시 중국은 大慶유전이 개발되어 원유를 자급하고는 있었지만, 大慶유

전은 경유 함유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공업발전을 위해서는 대량의 

경유와 디젤유가 필요하였지만 당시 부족한 경유를 열분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석유화학 발전을 위해서 에틸렌이 필요한데 당시 중

국은 열분해 원료로 중유를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

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무원은 兰州 화학공업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독

일에서 Sand furnace로 원유를 열분해하여 연산 3.6만 톤 규모의 에틸

렌을 제조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화 설비를 건설하였다. 동시에 영국

에서 연산 3.45만 톤 규모의 폴리에틸렌 설비 5 期를 수입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석유화학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동 수입설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 신규 수입한 석유화학 및 화학섬유 설비

설비 명 채용기술 효과

1 고압 폴리에틸렌 설비
오토클레이브

중합 기법

연간 저밀도

폴리에틸렌3.45생산

2 폴리프로필렌 설비 용액 중합 기법
연간

폴리프로필렌0.5생산

3
폴리프로필렌 섬유(PP)

설비
-

연간 폴리프로필렌

섬유0.33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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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石油化工发展历程简明读本』,中国石化思想政治工作部编撰 , P39

   ※ 동 설비들은 1966년 건설, 1968년 준공되어 생산에 투입됨.

이로써 兰州 화학공업회사는 원유 종합 이용을 특징으로 한, 합성재료, 

화학비료 및 유기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단지를 형성하게 되었

다. 

2.2 전국 대규모 석유화학 콤비나트 설립

1960년대 초기, 석유화학 연구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

다. 예를 들면 부틸 렌 옥사이드 탈수소화로 부타디엔을 생산하고 부타

디엔 중합으로 부타디엔 고무를 생산하고, 현탁 방법(suspension 

method)으로 폴리스티렌을 생산하고, 용매 방법으로 아크릴 섬유로 니

트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기에 수입한 설비의 건설과 생

산 과정에서 석유화학 연구 및 생산기술 인재들을 많이 육성시켜, 중국

은 自力更生으로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술적인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되었다. 

베이징 석유화학총공장(이후 北京燕山石油化學公司로 변경)은 일찍이 

독자 기술로 건설된 석유화학기업이다. 1969년 베이징 화학공업부, 석

유부가 협력하여 국무원에 <東方紅정유공장의 석유화학 종합적 활용에 

관한보고>를 제출하여, 석유화학 설비 24기를 건설하고, 정유 공장의 석

유 가스, 벤젠과 라이트 가솔린을 활용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할 것을 제

안하였다. 국무원은 동 보고를 비준하였고, 1년에 원유 350만 톤을 가

공할 수 있는 東方紅정유공장과 석유화학 공장 4개를 건설하였다. 

4 아크릴 섬유로 니트릴 설비
고정상 암모니아

산화 기술

연간 아크릴 섬유로

니트릴 1만 톤 생산

5
아크릴 섬유로 니트릴 섬유

(아크릴 섬유) 설비

황화수소나트륨

일보 법 기술

연간 아크릴

섬유0.8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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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4개 석유화학 공장

출처: 『中国石油化工发展历程简明读本』,中国石化思想政治工作部编撰 , P42 

이상 4개 공장은 모두 국내 과학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自力技術으로 

설계하고 건설한 곳으로 정유 공장의 부산물인 석유 가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대규모 석유화학 콤비나트다.

1970년 齊魯 석유화학공사는 1967년에 건설하여 생산에 투입한 정유 

공장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정유 공장 배기가스로 합성 암모니아 및 요

소를 생산하는 첫 대형 공업설비를 건설하여, 합성 암모니아 설계 능력

이 6만 톤, 요소 11만 톤에 달했다. 이후 잠재력을 발굴하고 개선을 거

쳐 합성 암모니아 생산 능력이 9만 톤에 달하였다. 중국은 이 기술을 활

용하여 또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를 도와 동일 유형의 생산 설비를 각

각 1기 건설하였다.

공장명 생산내용

1
勝利화학공장

(산동)

정유 공장의C4 유분 부텐을 활용하여, 옥시탈수

소화를 거쳐, 연간 부타디엔 1.6만 톤 생산하고,

부타디엔을 활용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연간 부

탄디엔 고무 1.5만 톤 생산.

2
曙光화학공장

(남경)

정유 공장의 왁스를 활용하여 열분해, 응축을

거쳐, 연간 합성세제원료 알킬벤젠 7600톤 생산.

3
東風화학공장

(길림)

정유 공장의 FCC건조 가스를 활용하여, 일부분

산소를 거쳐 합성 가스를 제작하고, 연간 합성

가스 1.5만 톤 생산, 그리고 농축 질산, 질산암

모늄 비료 등 제품 생산.

4
向陽화학공장

(요녕)

정유 공장에서 여덟 탄소를 개질하여 분리해 낸

에틸벤젠을 활용하여, 탈수소화를 거쳐 스티렌

의 재 중합으로 연간 폴리스티렌 1130톤 생산,

정유 공장의 부산물 프로필렌을 활용하여 연간

폴리프로필렌 5000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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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부터 大慶 석유화학총공장은 단일 정유 공장에서 석유 자

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

했다. 동 공장은 유전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간 합성 암모니아 및 

질산암모늄 1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화학비료 설비 1 期를 건설하였

으며, 정유 공장의 부산물 프로필렌을 활용하여 연간 아크릴 섬유로 니

트릴 5,000톤, 아크릴 섬유 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업 설비를 건

설하였다. 1970년대 大慶 석유화학총공장은 정유, 화학비료 및 화학섬

유를 생산하는 콤비나트가 형성되었다. 

1971년 岳阳 석유화학총공장은 정유 가스 및 석유 방향족 탄화수소를 

원료로 나일론, 티릴렌을 생산하는 설비 2기(규모는 각각 5,000톤),합성 

고무,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여 중국 남부 

지역에 대형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형성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 1972년까지, 중국은 정유 공장의 석유 가스를 원료

로 활용하여 20여개의 중대형 석유 화학 설비를 건설하였다. 당시 통계

에 따르면, 동 설비들의 생산 능력은 에틸렌2.36만 톤, 합성수지 및 플

라스틱 0.7만 톤, 합성고무 5.1만 톤, 합성 섬유 1.6만 톤, 합성 암모니

아 13.5만 톤 및 합성 세제 원료 1.5만 톤에 달했다. 기술 방면에 있어 

중국은 이미 석유 가스를 원료로 활용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 고무, 합성수지,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암모니아, 합성 세제 및 

다양한 유기 화학 공업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석유 화학 생산 

공업기술은 1960년대 초기 국제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석유 화학 개발, 

설계, 건설 및 생산 과정에서 많은 국내 석유 화학 전문 기술 인력 및 

관리 인력을 육성하여,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자력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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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70년대 중국석유화학의 개발초기

중국 석유화학이 한창 발전하고 있을 때, 세계 석유화학은 이미 대형

화, 지속화, 자동화, 정밀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공업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은 세계 공업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매우 뚜렷했으

며, 중국인들의 생활 수요에도 부족함이 컸다. 매년 엄청난 외화를 지출

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수동적면에서 벗어나 석유화학을 발전시

킬 필요가 있었다.  

1. 70년대 중국석유화학 발전 정책

 1978년 12월에 소집된 중국 공산당11회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는  

“문화대혁명”16) 및 “극좌경화”17) 오류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기 위

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 

후, 중공중앙은 국민경제에 대해 “구조조정, 개혁, 향상”을 시행할 방

침을 지시하여 경제발전 방향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지도하에 석유화학

산업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새로운 

역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공산당 11회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 “경제 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개혁과 함께,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호혜 평등적인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선진 기술 및 선진 장비를 도입

16)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

자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동.

17) 극좌경화는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보수적

사회 통념 또한 자본주의적인 모든 체제, 사회·문화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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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 개방

을 실행”하는 정책에 기반하여, 석유 화학 부문은 대외기술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였다. 

1979년 6월, 제5회 人民代表大會 제2차 全體會議에서 통과된 <中外合

資經營企業法>은 외국기업, 화교 및 홍콩과 마카오 동포가 중국에 공장

투자, 합자경영, 공동생산, 보상무역 혹은 위탁가공 및 견본 도입 가공 

등 다양한 협력 형식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 자본

과 외국의 선진 기술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석유화학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2. 70년대 석유화학공업과 규모의 경제

 에틸렌은 석유화학 발전에 있어서 대표적인 유기 원료로 석유화학 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따라서 에틸렌 생산량은 한 국가의 석

유화학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70년대 중국석유화학공업의 규모를 일본 및 한국과의 에틸렌 생산규모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한국은 중국과 거리상 제일 가까운 

나라다. 70년대 초에 선진국의 석유화학 규모는 연산 30만 톤이었다. 

일본에서도 30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일본

은 1971~72년에는 석유화학 규모가 30만 톤이나 되었다. <표 3-5>는 

일본의 30만 톤 인가 에틸렌 공장 및 완공 시기다. 

<표 3-5> 일본의 30만 톤 인가 에틸렌공장

회사명 완공시기
浮島石油化學 1970.3.

住友千葉化學 1969.3.

丸善石油化學 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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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형 경제건설』, 오원철, P19

 

 한국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의 핵심 사업으로 에틸

렌 기준 연산 6만 6천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과 관련 계열공장을 

갖는 공장 건설을 정부 주도로 울산지역을 선정하여 울산단지 건설이 본

격화 되었다. 1972년 당초 계획 나프타 분해공정 6만 6천 톤에서 시설

규모를 10만 톤(최대15만 톤)으로 수정하고 소요자금 조달, 기술도입 

등의 문제로 1972년 10월 합동준공식을 거쳐 일관된 생산체제를 갖는 

석유화학시설 보유국이 되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가동 초기부터 높은 경제성장과 연관제품의 수출

호조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을 이루었다. 한국정부

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원료 자급계획의 확립을 위해 

울산 단지의 기존 시설 확장과 여천(여수)지역에도 연산 35만 톤 규모

의 제2석유화학 단지 건설을 1976년 11월 추진하여 1979년 말 완공하

였다. 1984년 1월 기존 울산단지와 여천단지의 에틸렌 기준 35만 톤 

규모의 2개 나프타 분해공장과 계열공장 신증설 계획을 확정하였다.

 중국정부는 70년대 초부터 석유화학공업 발전을 극히 중요시하고 있었

다. 毛泽东과 周恩来는 여러 차례 화학공업, 화학섬유, 화학비로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여 국민들의 먹(吃)고, 입(穿)고, 사용(用)하는 문제

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다 . 그리고 1972년 1월 국가 계획위원회의 

외국으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화학섬유, 화학비료를 생

산하는 산업기술 및 플랜트 도입에 관한 보고를 채택하였다. 1972년 3

월, 연화부, 경공업부와 대외무역부 등 관련 부문의 인원들로 서유럽 및 

일본 기술 고찰 팀을 구성하고, 제품의 생산 기술을 비교하여, 외국의 

水島에틸렌 1970.8.

大阪石油化學 1970.4.

山菱石油(鹿島) 1970.10.

山陽에틸렌 1971.10.

新大協化石油化學 1971.1.

浮島石油化學(千葉) 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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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이고 안전한 생산 라인을 선별하였으며, 외국 기업들과 기술교류

와 계약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1년이 넘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

를 거쳐, 北京石油化工总厂는 연간 에틸렌 열분해, 분리 생산량이 30만 

톤급인 장비 한 세트와 이와 구성을 이룬 석유화학공업 플랜트 설비 7

세트를 도입하였고, 上海金山, 辽阳, 天津, 四川에서 합성섬유 연합 생산 

장비 4세트와 석유 및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합성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

산하는 장비 13세트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장비의 도입, 구축, 생산 투

입은 중국석유화학공업의 발전에 매우 역할을 하였다.

3. 70년대 중국석유화학 발전 현황

3.1 연간 에틸렌 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첫 대형 플

랜트 건설

1973년 8월, 일본에서 도입한 연간 생산량이 30만 톤인 에틸렌 공사

가 北京石油化工總廠(현재 中國石化北京燕山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에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에틸렌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또 착공에 

들어간 공사가 연간 18만 톤 규모의 고압폴리에틸렌18) 생산, 연간 8만 

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19) 생산, 연간 4.5만 톤 규모의 부타디엔20)추출

물 생산이 가능한 3기의 설비가 있었으며, 통칭하여 “四 烯”으로 불렀

다. “4 알켄”공사가 준공되어 생산에 투입된 후, 베이징 연산(燕山)석

유화학공사의 생산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생산량이 대폭으로 증가하였

18) 고압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의 중합으로 생기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이

다. 중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생성되는데, 밀도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

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별된다.

19)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을 중합하여 얻는 열가소성 수지이다. 이불솜, 돗

자리, 보온병 등에 쓰인다.

20) 부타디엔은 탄소 원자 4개와 수소 원자 6개로 이루어진 불포화탄화수소이

며 1,2-뷰타다이엔과 1,3-뷰타다이엔의 두 가지 이성질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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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기술도 신속하게 향상되어 경제적 이익이 크게 증가되었다. 

<표 3-6> “四 烯” 공사 도입 前 後  대비

                                                           (단위 : 만 톤)

출처: 『中国石油化工发展历程简明读本』,中国石化思想政治工作部编撰 , P146

3.2 석유화학 섬유 콤비나트 건설  

석유 및 석유화학의 발전은 합성섬유산업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내 화학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각각 상하이, 四川, 辽阳, 天津에 대형 석유 화학섬

유 콤비나트를 건설하였다. 

上海 석유화학총공장 1期 생산 설비(총 18期)의 연간 생산 능력은 에

틸렌 11.5만 톤, 아크릴 섬유 4.7만 톤, 폴리비닐 알코올 3.3만 톤, 테

릴렌 1.55만  톤에 달하였다. 

辽阳 석유화학섬유공사 생산 설비(총 23期)의 연간 생산 능력은 에틸

렌 7.3만 톤, 테릴렌 섬유3.2만 톤, 나일론 필라멘트 사가 8,000톤에 달

하였다.  

四川 비닐론공장은 주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비닐론을 생산하였으며, 

제 품 1975년 1985년 증가규모

생산량

에틸렌 - 27.79 신제품 개발

고압폴리에틸렌 - 18.01 신제품 개발

폴리프로필렌 0.3 8.65 28.1배

부타디엔 고무 0.96 4.78 4.96배

경제이익

공업총생산액
12.5

억 위안

25.8

억 위안
2.1배

실현이윤과 세금
5.21

억 위안

13.15

억 위안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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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 능력은 4.2만 톤에 달하였다. 

天津 석유화학섬유총공장은 유전가스를 원료로 하여 연간 8만 톤의 폴

리에스테르, 5.2만 톤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생산하였다. 

이상 4개 화학섬유 콤비나트 건설과 생산 투입으로 합성섬유 생산능력

은 총 30만 톤 증가되어, 기존에는 세계 총생산량의 만 분의 1에도 미

치지 못했던 것이 1980년대 초반에는 4% 이상까지 증가되었다. 합성섬

유산업의 신속한 발전은 방직산업이 주로 천연섬유에만 의존하던 낙후한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3.3 대형 합성 암모이나 공장 건설 

오랫동안 국내 화학비료의 공급 부족 및 낙후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

기 위해 국무원은 1970년대 초에 외국으로부터 13기의 오일 가스를 원

료로 하는, 연간 30만 톤의 합성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3세트의 설비 중, 미국에서 8기(합성 암모니아 설비는 미국제품, 요소 

설비는 네덜란드 제품), 프랑스에서 3기, 일본에서 2기 도입하였다. 국

내 오일가스 자원 분포 및 농업생산 지역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동 

13기의 설비는 각각 大庆, 辽阳, 河北, 山东, 江苏, 安徽, 湖北, 湖南, 贵
州, 云南, 四川(2期), 广州 등 지역에 건설하였다. 생산 규모는 연간 합

성 암모니아 30만 톤, 요소 48~52만 톤에 달했다. 1974년에 건설을 

시작한 동 설비들은 1976년에 바로 생산에 투입되어, 전국 합성 암모니

아의 생산 능력은 30% 이상 향상되었다. 합성 암모니아 생산량은 1975

년 607.7만 톤에서 1985년 1,716.1만 톤으로 1.8배 이상 증가되었으

며, 전국 화학비료 생산과 식량 생산 증가에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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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0년대 중국석유화학 발전성과

1970년대 외국의 선진 기술 및 플랜트 도입을 통해, 단기간 내에 석유

화학 생산기술을 50년대 수준에서 70년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

였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아래 표는 

외국 선진기술 및 플랜트를 도입하기 前後의 석유 화학제품 생산량 비교 

데이터이다. 

 <표 3-7> 기술설비 도입 前後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비교

（단위 : 만 톤）

출처: 『中国石油化工发展历程简明读本』,中国石化思想政治工作部编撰 , P150

생산량의 대폭 증가는 석유화학의 생산구조 및 후진적 양상을 개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석유화학 유기

원료 및 3대 합성재료 생산량의 증가는 방직산업 플라스틱 가공 산업 

및 플라스틱 기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석유 화학 제품
1970년 생산량

（기술설비 도입 前）

1985년 생산량

（기술설비 도입 後）
증가규모

에틸렌 1.51 65.21 42.2배

합성 고무 2.54 18.11 6.1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17.6 123.2 6배

합성 섬유

단량체
2.05 77.06 36.6배

합성 암모니아 244.5 1,716.1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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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석유화학의 성장단계(80년대)

1.  中國石油化工總公司(SINOPEC) 설립

1978년 중국 원유 생산량은 1억 톤에 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세계

에서 연간 석유생산량이 1억 톤 이상에 달하는 국가들은 10개국도 되지 

않았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1억 톤에 해당하는 원유를 합리적으로 사

용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최대의 석유화학총공사를 설립

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관리 통일화”, “계획 종합화”, “지도 집중화”를 위

해 1983년 2월에 중국의 5대 석유화학단지( 燕山, 大慶, 齊魯, 揚子, 金

山), 4대 석유화학섬유단지( 寧陽, 天津, 金山, 四川), 10대 화학비료단

지 (우루무치, 寧夏, 安慶, 廣州 등), 30여개의 정유단지를 하나로  묶어 

국무원 직속아래 초대형 중국석유화학단지 중국석유화공총공사(中國石油

化工總公司21))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78년 말부터 실시한 ‘개혁과 개방’정책 방침을 기초로 한 국영

제  민영화를 위한 첫 정책이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 국유기업 개혁은 

21) 中國石油化工總公司(China National Petro - Corporation, 또는 “SINOPEC”으로 명

칭)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관리·판매와 함께 유통업자간의 계획·개발·조정 등 석유자

원의 활용을 위한 중국 석유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맡았다. 행정 조직으로 석유공업

부, 화학공업부, 방직공업부의 3개 부서로서 산하에는 중대형 정유소, 석유화학생산단

지, 공정건설, 기계류생산업체, 연구소, 기술대학 및 학교 등 87개의 자회사 및 산하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석유화학산업단지(당시 종업원 48만 명)이었다. 석

유경제와 함께 석유제품, 기초 유기화학,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 판매하거나

이들 제품의 무역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대부분을 생산·

판매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정유 및 유화공업에 관한 수출 수입 생산·판매 등에 관한

정책 및 관리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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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였으며, 그중 중·대형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부분이었다.

 <그림 3-1> 中國石油化工總公司 조직도

출처: 中國石油化工總公司 SINOPEC 

2. 국영 석유화학 기업의 개혁

중국석유화학총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개혁심화를 통한 석유 화학 

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정하였다. 동 방안은 향후 6년(1985~1990년)

간 공업총생산액 부가 가치를 두 배 증가하여 부가가치액 900억 위안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개혁의 핵심은 국가와 석유화학총공사, 석유화학총공사와 산하기업, 산

하 기업과 직원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산하 기업과 직원들의 

적극성, 책임감을 장려하는데 있었다. 22)

제1단계, 국가는 석유화학총공사에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인력, 자금, 

정책 등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22) 당시 중국은 “大锅飯(평균주의 현상)” 현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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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석유화학총공사는 각 기업에게 권한을 이양(簡鄭放權23))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제3단계, 기업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직원들의 적

극성을 제고한다. 

3.  80년대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성과

 1990년은 “제7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 석유화학총

공사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목표 투입 산출량을 초과 달성하였다. 

5년간 총 산출액을 900억 위안으로 삼았으나, 실제 946억 위안을 완성

하여, 46억 위안을 초과 달성하였다. 5년간 재정에 742.69억 위안 납부

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실제 납부한 액수는 775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5

년간 공업 총생산액은 평균 8.4% 성장하였으며, 제품 생산량, 품질, 기

술개발 등 방면에서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다. 

4. 80년대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 비교

 이번 장에서는 80년대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일본 및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석유화학산업은 SINOPEC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1980년 초부터 시작하여 약 10년간의 시간을 통해 발전하

여 공업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

으로 큰 시장이 되었다.

 91~92년 중국에서 생산된 석유화학 제품은 에틸렌 176~198만 톤(일

본 614~610만톤), 플라스틱 283만 톤(일본 1,187~1,163만 톤), 합성

23) 簡鄭放權은 권한을 하위 단위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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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161~180만 톤(일본 143~145만 톤), 합성세제146~162만톤(일본

101~106만 톤), 질소비료[질소 환산]1,510만 톤(일본 92~93만 톤)에 

달하였다. 당시 한국과 비교해 보아도 중국은 합성세제(한국 34만 톤), 

질소비료(한국 68만 톤) 및 합성섬유(한국 136~146만 톤) 생산에 있

어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

<표3-8> 91~92년 한국·중국·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비교

（단위 : 만 톤）

출처: 석유화학산업통계연감, 1994

<표3-9> 92년 한국 신규 에틸렌 플랜트

（단위 : 만 톤）

출처: 석유화학산업통계연감, 1994

** 70년대 가동된 유공 (57만 톤), 대림산업(70만 톤) 제외

 하지만 한국은 에틸렌(한국 90년 117만 톤, 91년 156만 톤, 92년 

282만 톤), 플라스틱(한국 227~479만 톤)24) 등에서는 중국을 앞서고 

있었다. 단, 에틸렌 플라스틱은 한국 국내 수요는 60%, 나머지 40% 수

출에 달해 중국은 실제적으로 아시아 제2 석유화학 대국이 되었다.

24) 한국은 92년도에 6개 신규 대형 에틸렌 플랜트 (한양화학, 럭키석유화학, 현

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가 본격 가동에 들어감.

업 체 명 생산량 업 체 명 생산량

럭키석유화학 40 호남석유화학 40

현대석유화학 40 한 양 화 학 40

삼성종합화학 40 대 한 유 화 30

한국 중국 일본

에틸렌 156~282 176~198 614~610

플라스틱 227~478 283 1,187~1,163

합성섬유 136~146 161~180 143~145

합성세제 34(90년) 146~162 101~106

질소비료 68 1,510 92~93



- 24 -

제4절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도약단계(90년대)

1. 석유화학산업 발전 현황(제8~9차 5개년 계획기간)

 1990년대 전체로 보면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시기와 제9차 5개년 계획

(1996~2000)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92년1월, 덩샤오핑은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

제를 전환하는 발걸음이 된 “남순강화” 을 발표하였고, 이는 경제 발

전이 가속화되게 하였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발표와 함께 석유화학총

공사도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며 대외개방을 확장하였다.

 1985~1990년 6년간 투입산출계획 임무가 전반적으로 완성되어 갈 무

렵, 석유화학총공사는 “제8차 5개년 계획”투입산출계획 방안 제정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석유화학총공사에서 제정한 <“제8차 5개년 계획”

기간 개혁 심화, 지속적인 투입산출계획방안 실행에 관한 보고서>는 바

로 국무원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방안에 따라 “제8차 5개년 계획”기간, 석유화학총공사가 국가에 

투입산출계획을 시행하는 총 목표가 5년간 누계 고정자산 총 투입액이 

545억 위안, 1995년 당해 연도에 세금 200억 위안(세금 및 이윤으로 

대출 환급 포함)납부, 5년간 누계 총 산출액은 1,000억 위안을 달성하

였다.

 제8차 5개년 계획(91~95년)기간 화학공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계획 목

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원유 및 페인트의 재가공 처리로 석유제품 생산을 증가시켰다.

2) 원유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지역에서 吉林省, 廣東省, 茂名, 北京, 天

津, 新疆緯吾自治區, 廣州 등의 에틸렌 프로젝트 및 遼寧省(遼寧石化纖

維) 콤비나트 제2期 합성섬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



- 25 -

3) 에틸렌 생산목표는 230만 톤 달성시켰다. (1990년 생산량은 157만  

톤, 2000년에는 300만 톤으로 한다)

4) 화학비료 생산목표는 1억 톤 달성시켰다. 암모니아, 요소 비료 프로

젝트로는 吉林, 內蒙古, 山西省·渭河, 江西省·九江에 대형 플렌트를 건

설하였다.

5) 화학섬유 생산목표는 200만 톤(90년 생산량 165.4만 톤) 달성시켰

다. 이를 위해 江蘇省·儀征化學纖維公司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6) 합성세제 생산목표는 210만 톤 (90년 생산량 151.4만 톤) 달성시

켰다.

<표3-10> 제8차 5개년 계획(91~95년)기간

     석유화학 부문 생산 현황

（단위 : 만 톤）

출처: 중국화학공업 年監 1994,1995, 중화인민공화국 화학공업부 

 상기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생산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구분 90년도 생산량 92년도 생산량 95년도 생산량

에틸렌

157

(85년과 대비

142%↑)

197

(90년과 대비

25%↑)

230

(92년과 대비

17%↑)

화학비료

90.7

(85년과 대비

42%↑)

97.3

(90년과 대비

7%↑)

100

(92년과 대비

3%↑)

화학섬유

165.4

(85년과 대비

74%↑)

206.3

(90년과 대비

25%↑)

200

(92년과 대비

3%↓)

합성세제

151.4

(85년과 대비

51%↑)

161.6

(90년과 대비

7%↑)

210

(92년과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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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에 이르러 방안에서 규정한 투입산출계획지표를 모두 완성 

및 초과 완성하였다. 5년간 고정자산 누계 투자액은 804억 위안으로, 

그 중 기본건설 572억 위안, 기술개조 232억 위안이었으며 1995년 당

년 납부한 부과세가 250여 억 위안으로 계획지표보다 25% 초과 완성

하였고 5년간 부과 세금 누계 1171.65억 위안을 실현하여 계획지표보

다 17% 초과 달성하여,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8.5계획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은 중견공업으로 지정되어 생산설비의 대

형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품목인 에틸렌의 생산증대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

로 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생산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1996년 석유화학총공사는 “제9차 5개년 계획(이하 九五)”계획을 실

시하였다. 이 계획은 2000년까지 4대 유류 제품(가솔린, 석유, 디젤유, 

윤활유)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3대 합성재료(합성수지, 합성섬유, 합

성고무) 및 유기원료의 자급률을 8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1998

년 7월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중국 석유화학산업관리체제

에 관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시행했다. 새로 형성된 중국석유화학그룹

회사는 기업구성, 산업구조 등 방면에서 모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기

에, 기존의 “九五”계획도 여기서 끝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九五”계획을 실시한 지난 2년 만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1997년 

말, 석유화학총공사의 원유 1회 가공능력이 1.78억 톤에 달하여 세계 3

위 대기업으로 등극하였으며 에틸렌 생산능력이 296만 톤으로 상위 4위

에 올랐다. 자산 총액이 3,40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매출액이 2,311억 

위안에 달하여 부과 세금 310억 위안 증가를 실현하였다. 

2. 석유화학 대형 플랜트 건설(90년대)

2.1 석유화학산업 진흥을 위한 첫 번째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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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중국석유화학총공사가 설립된 후, 석유화학산업 발전 역사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건설 공사를 전개하였다. 주로 1970년대 말에 

대규모로 도입하였으나 후에 국민경제 조정으로 건설을 멈춘 大庆, 齐
鲁, 扬子, 上海의 30만 톤급 에틸렌 생산 설비 4 期, 镇海, 乌鲁木齐, 宁
夏의 화학비료 생산 설비 3 기, 上海金山 2기 화학섬유 및 洛阳, 广州, 

镇海 정유공장 등을 포함한 많은 주요 공사 프로젝트를 수준을 높이되 

빠르게 완성하여 생산에 투입하였다. 결국 석유화학산업을 진흥시키는 

“첫 번째 도약”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석유화학산업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건설 공사에서 “대형화, 선

진화, 계열화, 집약화” 방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2.2 석유화학산업 진흥을 위한 두 번째 도약 

 “두 번째 도약”은 대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운 석

유화학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더욱 강화하였

다.  茂名 30만 톤 에틸렌, 辽阳 20만 톤 폴리에스테르, 大庆 3기공사, 

安庆 아크릴 섬유, 九江 화학비료, 兰州 화학비료, 乌鲁木齐 제2기 화학

비료 설비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국무원의 강력한 지원 하에 중점적으

로 오래된 기업의 기술을 혁신하는 것이다. “八五” 후기, 석유화학총

공사는 기존의 고정자산 투자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여 공장 설계 패

턴 등의 혁신을 촉진하여 투자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燕山 에틸렌 공장의 기술혁신을 통해 에틸렌 연간 생산량을  3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데에는 28억 위안의 투자액과 2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 선진 설비 건설을 통해 석유화학총공사는 새

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1996년도 정유공장 가공량은 1억 톤을 돌파하

였으며, 에틸렌 생산량은 245만 여 톤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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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을 돌파하였다. 

2.3 석유화학산업 진흥을 위한 세 번째 도약

 “제9차 5개년 계획(九五)”기간 석유화학산업 진흥을 위한 세 번째 

전투기간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강화, 기존 기업의 오래된 병폐를 제거하

고, “小투입, 多산출, 適時투입, 快速산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총공사는 전형적인 두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 첫째는 에

틸렌 생산에 주력했다. “품질, 품종, 원가, 효율 및 수입 대체”를 강조

하여 지속적으로 燕山 화학의 에틸렌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런 경험은 

大庆, 齐鲁, 扬子, 上海 에틸렌 생산 개선에 보탬이 되었다. 燕山 화학회

사는 일찍이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45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

비를 66만 톤으로 확대 건설하였다. 燕山 화학회사는 에틸렌을 30만 톤

에서 45만 톤으로, 다시 45만 톤에서 66만 톤으로 확장하는데 총 약 

70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에틸렌 생산 능력을 36만 톤 증가시켰다. 

또한 다른 지역 화학회사들도 생산개혁을 통해 扬子는 30만 톤에서 40

만 톤으로, 大庆은 30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齐鲁는 30만 톤에서 45

만 톤으로, 상하이 석유화학은 3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생산량이 급증

했다. 둘째는 석유 정제에 주력했다. 镇海 정유 개선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정유 설비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화학섬유, 화학비료 등 

기업에 燕山, 镇海의 개선 경험을 전파하였다. 

3. 대외 개방 및 협력 추진

3.1  대외경제협력

 내부 기술개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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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실력이 향상되었고,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9차 

5개년 계획(九五)” 후반기에 석유화학총공사는 적극적으로 외국 대기

업과의 합자협력을 계획하여, 글로벌 수준급에 속하는 일체화한 기술을 

적용한 선진적인 대형 석유화학산업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석유화학총공

사는 외국의 선진기술, 선진관리 및 기업개조를 받아 들이 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층으로 확장되는 가공 방면에서 플라스틱, 화학섬유, 고무, 정

밀 화학 및 석유 파라핀 등의 심도 깊은 가공에 초점을 두었으며, 원자

재를 종단 제품으로 가공하였다. 합자,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도입을 통

해,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이익이 좋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국내 소비시장으로 진입하고, 국제 시장에도 진입을 하

기 위해 노력한다. 1996년 말까지, 석유화학회사는 중외합자경영기업 

155개를 설립하여, 외국자본 계약금 12.68억 달러를 이용하였다. 이런 

합자기업들 중에 비교적 큰 회사는 고교BASF분산체유한공사, 금령

BASF수지유한공사, 金桐석유화학산업유한공사, 沈陽特力석유화학산업유

한공사, 錦西鍊達석유화학산업유한공사, 遼陽四達화학섬유유한공사가 있

다.1999년 10월, BP회사와 합자하여 건설한 상하이 세코 90만 톤 에틸

렌 프로젝트 제안서가 국가 비준을 받았으며 11월에 독일 BASF와 합

자하여 건설한 南京 揚巴통합프로젝트 계약은 베이징에서 체결되었다. 

3.2 국제 무역

1) 기술 및 플랜트 도입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 성과가 뚜렷하다. 자금이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서, 석유화학총공사는 그룹화 결합 우위를 발휘하여, 선진적인 기술 및 

플랜트 도입, 자금모집 및 공사 청부 4가지를 통합하는 협력 방식을 채

택하여, 燕山 에틸렌 개조, 茂名, 广州, 天津의 에틸렌 공사, 辽化 폴리에

스테르 공사, 安庆 아크릴 섬유 공사, 兰花, 九江 및 乌鲁木齐의 대형 화

학비료 공사 및 大庆 스티렌 시리즈 공사를 포함한 10대 핵심 공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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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38기의 대형 석유화학 패키기 기술 및 설비를 도입하였다. 이 

외, 또 기타 정유, 석유화학설비를 16기 도입하여 외환을 26억 달러 소

비하였다.

2) 석유화학 원료 수출입 무역

 국내외 시장의 두 가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유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1980년대 초, 정유기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즉 국내 

계획 내의 원유 자원 공급 부족으로 설비를 능력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말이 작은 수레를 끄는” 국면이 나타났다. 상급 관련 부분의 지원 

하에, 镇海 정유공장은 1988년에 솔선하여 외국 기업을 위한 임가공 업

무를 전개하였다. 5만 톤에서 시작한 가공은 1991년에는 105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40만 톤에 달했다. 镇海 정유공장을 제외하

고?, 석유화학총공사는 또 적극적으로 연해, 연안 정유기업들을 조직하

여 수입 원유를 가공하고 원유 위탁가공 업무를 전개하였다. 원유 수입 

수량은 1991년의 568만 톤에서 1996년의 2183만 톤으로 성장하였다. 

1994년~1996년 사이, 석유화학총공사는 수입 원유를 총 5973만 톤 

가공하였는데, 그 중 일반무역으로 수입한 원유가 4710만 톤, 위탁가공

으로 수입한 원유가 1263만 톤으로, 자원 긴장을 해결하고 시장의 수요

와 공급 모순을 완화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었다.

3)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무역

 제품 수출입 무역은 석유화학총공사가 국제화 경영을 실행하는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특히 석유화학 제품 수출 무역은 국가 외환수입을 창출

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이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하

는 직접적인 방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1991~1993년 사이에 석유화학

총공사는 다양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약 1400만 톤 수출하여 



- 31 -

33.2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이익을 창출하였다. 석유제품(휘발유, 석유, 

디젤유, 연료유, 파라핀, 윤활유, 베이스 오일, 석유 코크스)수출 외에 일

부 석유화학 제품도 수출하였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화학 원료인 합성

수지, 합성 공무, 촉매제 등이다. 1994~1996년 사이에 다양한 석유제

품 및 석유화학 제품을 약 1,552만 톤 수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32.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석유제품 수출이 1,460만 톤으로 금액이 27.3억 

달러에 달하며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약 92만 톤으로 금액이 4.7억 달

러에 달한다. 1996년, 수출액 5000억 달러를 초과한 기업으로는 镇海 

정유주식회사와 茂名, 扬子, 大连, 진저우 등 기업이 있으며, 수출액 

2000만-5000만 달러를 달성한 기업으로는 상하이 석유화학주식회사와 

广州, 锦西, 高桥, 金陵 등 회사(본사)가 있다. 석유화학총공사의 석유제

품 및 석유화학 제품은 이미 성공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일부 

제품은 중국의 외화 수익 창출에 있어 이미 수출 주도제품이 되어 해외 

고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파라핀은 이미 세계 50여개 국

가 및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시장에서 약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파라핀 수출국이 되

었다. 抚顺, 大连, 大庆, 高桥, 茂名, 燕山, 荆门, 锦西 등 회사(본사)는 

파라핀 수출 주요 기지가 되었다. 석유화학총공사 계열사에 속하는 대외

무역회사와 기업은 또 적극적으로 수출 업무를 확장하여 수출 공급원을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소속인 기계제조공장의 가

공능력을 활용하여, 기계제품 수출 및 유환수탁가공, 위탁가공 업무를 

전개하여 외환 창출 능력을 강화하였다.

3.3 해외 공사 아웃소싱 및 인력협력

 해외 공사 아웃소싱 및 인력협력은 석유화학총공사가 국제화를 실행하

기 위한 새로운 노선이다. 공사 건설을 주체로 하여, 석유화학총공사그

룹화 결합 우위를 발휘하고, 본사 시스템과 관련된 탐사, 설계, 시공업체 

및 공사회사와 결합하여, 해외 공사 하청 및 인력협력을 전개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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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인력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동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 시장에 

진출하였다.

제5절 21세기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기 및 재

도약기

1. 中國石油石化集團公司(SINOPEC)25) 및 中國石油天

然氣集團公司(CNPC)26) 두 그룹회사 구성 

25) 중국석유화공총회사를 개편하여 1998.7 설립한 초대형 석유, 석유화학기업

으로 국가가 독자로 설립한 국유회사. 본사는 베이징(北京)에 있으며 2003년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54위를 차지하였고 홍콩, 런던, 상하이, 뉴욕

주식시장에 모두 상장된 글로벌 기업으로 아시아 1위, 세계 7대 석유화학기

업이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투자 및 투자 관리, 석유, 천연가스 탐사와 채굴, 저장

과 운송ㆍ판매, 석유 정제 및 휘발유ㆍ석유ㆍ디젤 도매, 석유화학공업 및 기

타 화공제품 생산,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설계 및 시공, 석유화학 관련 장비

제조, 전력설비 제조와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컨설팅 등임. 석유제품 정

제 및 판매에 따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

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중국 동남부 연해와 서남 및 화중 지역으로 시장점

유율이 68%에 달하고 있다.

26) 약칭(简称) 중국석유집단(中国石油集团)으로 불리는 기업으로 모체는 정부의

석유공업부(石油产业部 : 1978~1988),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中国石油天然气

总公司 : 1988~1998)를 기반으로 1998년 설립된 초대형 국영 석유기업. 본사

베이징(北京) 소재. 1999.11.5 중국석유집단은 중국 공사법(公司法)에 의거하

여 약칭(简称) 중국석유(中国石油 : PetroChina Company Limited)로 불리는

중국석유천연기고분유한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를 설립하

국석유(中国石油)는 중국 내 석유 생산의 58%, 천연가스 생산의 75%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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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10일,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무원기구 개

혁방안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에 관한 설명>

에서 “화학공업부, 석유천연가스총공사, 석유화학총공사의 정부 직책과 

기능을 합병하여, 국가석유 및 화학공업국을 구성하고, 국가경제무역위

원회에서 관리한다. 화학공업부와 두 본사 소속인 석유 가스전, 정유, 석

유화학산업, 화학비료, 화학섬유 등 석유 및 화학공업기업, 그리고 석유

회사와 주유소는 상, 하위 결합 원칙에 따라, 각각 2개의 특대형 석유, 

석유화학기업그룹과 약간의 대형 화학비료, 화학제품 회사를 구성 한

다”고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2 5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석

유석화그룹회사 구성 방안> 및 <중국석유화학그룹회사 정관>을 발행하

였고, 中國石油石化集團公司, 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의 구성 작업이 기

본적으로 완성되었다. 두 그룹 회사의 성립은 중국 석유석화기업이 새로

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고 있다.

 재편성 된 후의 중국석유석화그룹회사는 또 한 번 체제 개혁을 진행하

였다. 석유석화 주관 업무 중의 우수한 자산으로 그룹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경내 외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상장기업을 구성하여, 

2000년 2월 28일에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中國石油化學産業株式有限

公司를 설립하였다. 회사 총자산은 2495억 위안에 달했다. 1999년 말 

데이터에 따르면, 석화주식회사의 원유 생산량이 3531만 톤에 달했고, 

정유 1차 가공 능력이 1.27억 톤에 달했으며, 에틸렌 생산량이 205만 

하고 있으며 1일 원유 생산량은 227만 배럴로 세계 13위 산유국인 브라질의

하루 생산량 216만 배럴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중국석유(中国石油) 지분의 85%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은 거의 없

고 매출의 98%를 중국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석유(中国

石油)는 2000년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되었으며 2007.11.5 상하이증권시장

에 상장되었고 상장당시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그동

안 1위를 지켜왔던 미국의 엑슨모빌(당시 4,880억 달러)을 누르고 세계 1위

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1월 현재에도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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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에 달했다.

2. 그룹회사 구조 조정의 중요한 의의

 <국무원의 中國石油化學産業그룹會社 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회

신>에서 두 석유석화그룹회사를 구성하는 것은 “국유기업혁신을 심화

하고, 석유석화공업의 경영관리체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에서 확정한 석유, 석유화학그룹회사의 구성 방안은 다

섯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석유, 석유화학의 상, 하위 통합을 실현하였다. 당시 국제적으로 

석유, 석유화학기업은 대부분 상, 하위 통합을 실행하고 있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석유, 석유화학 회사도 이러

했고, 세계 여러 이름 있는 대기업, 예를 들면 엑손, 쉘, BP, 모바일 등 

기업도 모두 상, 하위로 결합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에 오랫동안 계

획경제체제의 제재를 받아, 석유, 석유화학이 상, 하위 분할로 되어 있

어,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면을 초래했다. 중

복 건설, 생산과잉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질서 있는 경쟁 시장과 합리

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中國石油石化集團公司, 中國石油天然氣

集團公司 두 회사의 구조 조정은 상, 하위 통합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두 그룹 회사의 자체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산업 조직구

조 조정을 최적화하여 업계 독점을 면할 수 있었다. 

 둘째, 생산 판매, 국내외 무역 통합을 실현한다. 국무원 회신에서 “중

국석유화학그룹회사에 원유, 정유 대외무역 경영권을 부여하며, 국가 관

련 정책 및 거시적 통제의 요구에 의거하여, 원유 및 정유 수출입 업무

를 자주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기업

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여 생산경영 활동을 잘 진행하고, 시장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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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셋째, 정부와 기업 분리를 실행하여, 두 그룹 모두 정부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실체가 되면 시장 진입 및 외국 대기업과의 경쟁에 유리

하다. 구조 조정 후 동 그룹은 자산과 매출액에 따라 세계 500대 기업

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석유, 석유화학그룹 및 외국 대기업과 서

로 비교가 되는 기초이다.

 넷째, 구조 조정 후의 석유, 석유화학그룹은 각자의 우위와 특징을 유

지한다. 쌍방은 협력을 위주로 하나 또한 경쟁도 한다. 석유 천연가스그

룹회사는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사

업을 운영하며 석유화학그룹회사는 석유화학산업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운영한다. 두 회사는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다섯째, 석유,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에 유리하

다. 구조 조정 후의 두 그룹회사는 내부 산업구조, 제품구조 및 자본구

조 조정을 가속화 하여, 지역 관련 기업, 예를 들면, 유전, 소규모 정유

공장, 소규모 화학공장, 소규모 화학섬유 공장, 지방 주유소를 포함한 마

케팅 업체의 조정을 통해 구조 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발

전을 촉진할 것이다. 

3. 21세기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현황

 구조 조정 이후, 석유화학그룹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경쟁

력을 구비한 그룹 건설 목표를 향해 매진하였다. 화학공업 부문은 지속

적으로 내부 상, 하위 자원 최적화를 지향하고, 유전의 가벼운 탄화수소, 

콘텐세이트 및 정제 공장의 건성 가스(Dry Gas), LPG가스 등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에틸렌 및 방향족 원료를 최적화 하고 화학공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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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설비의 원료 수요를 충족시켜, 하위 설비의 생산을 보장하였다. 전체 

시스템에서 에틸렌을 선진 설비의 최적화 안정 운행을 추진하고, 효과적

인 조치를 취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

필렌, 폴리부타디엔 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글리콜, 정제 된 테레프탈산, 

카프로락탐, 폴리에스테르, 테릴렌, 아크릴 섬유 등 제품의 소모, 에너지 

소모 저하, 세심한 조작, 비계획적인 정차 감소와 같은 기술적인 경제 

지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高부가가치 우수 제품 규모를 확대 및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육성하고, 지역 시장의 소비 구조에 부합

한 근거리 생산을 통해 원가절감에 있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신축 

프로젝트 건설 및 착공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福建 에틸렌, 天津 에틸

렌, 镇海 에틸렌 등 중요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생산에 투입되어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화학공업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여 생산, 

판매, 연구채널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

력은 결국 신제품 개발력을 신장시켜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켰다. 2009

년 한 해에만 회사 합성수지 생산량의 41%가 신제품 및 특수 원료였고 

폴리에스테르 생산량의 57%가 특수 재료로 합성 섬유의 차별화 비율이 

60%에 달해, 제품 생산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회사 화학공업 주요 제

품의 기술표준 및 실물 품질은 이미 기본적으로 국제 수준에 근접하였으

며, 제품 품질의 총체적인 수준은 국내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했으

며, 일부 제품 품질은 국제 선진 수준에 달했다. 중국 선저우 7호 우주

선을 위해 정성들여 연구 제작한 소프트 탱크 및 우주선 외부 복장 연결 

파이프는 성공적으로 우주비행 및 유영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최신 NEP 

폴리에스테르 제품은 일종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은 신형 생태형 폴리에

스테르 제품으로, 이를 활용한 방직품은 예술성과 인체 무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중국석유화학은 현재 이미 燕山, 上海, 

镇海, 齐鲁, 扬子, 茂名 등 지역에 6개 메가톤 급 에틸렌 생산단지 와 4

개 대형 합자 에틸렌 생산단지를 건설하였고, 武漢 등 대형 에틸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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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는 한창 건설 중이다. 天津, 上海에서도 에틸렌을 생산하면서  

2012년 중국 석유화학 에틸렌 생산 능력은 1,631만 톤에 달하였으며, 

에틸렌 설비 평균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확대되고 있다. 

제4장  한·중 석유화학산업 비교 연구

제1절 한·중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1. 한·중 주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 비교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80년대에 급속도

로 발전하였다. 수출 지향적 산업발전 정책의 기조 하에, 대규모 설비 

신설 및 기존 설비의 개선, 확장 건설을 거쳐,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석유화학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다. 

 1970년 초 울산 석유화학단지 완공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울산, 전남 

여천, 충남 대산 등 3개 단지가 형성되어있고, 2012년 나프타 분해공

정27)(NCC)의 에틸렌 생산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840만 톤을 생산하였

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0년에 1.9%에서 2012년에 5.4%까지 증가

하였다. 2012년 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세계 4위이다28). 세계 석유

화학산업 에틸렌 생산능력(2012)은 아래 그림과 같다.

27) 분해공정에서는 나프타에 열을 가하여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로 분해한

다. 액상원료인 나프타와 순환 에탄은 희석 증기와 혼합된 후 분해로 안에서

약 800~850℃의 고온으로 분해된다.

28)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http://www.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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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2012년 한국 에틸렌 생산능력

출처: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http://www.kpia.or.kr/

2012년 중국의 에틸렌 연간 생산량은 1,514만 톤, 생산 능력은 1,631

만 톤, 총 설비는 31기, 에틸렌 소비량은 3,190만 톤으로 자급률은

47.5%에 해당한다. 

<표4-1> 2012년 중국 주요 기업의 에틸렌 생산 규모

 （단위 : 만 톤）

기업 생산량 기업 생산량

上海赛科 119 北京东方 15

中沙天津 100 独山子石化 122

镇海炼化 100 吉林石化 85

茂名石化 100 大庆石化 120

齐鲁石化 80 兰州石化 70

福建炼化 80 辽阳石化 20

扬巴公司 74 抚顺石化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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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國化工經濟技術發展中心(China National Chemical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Centre), 2012연간보고.

<그림4-2> 중국 주요 에틸렌 생산 기업 분포

2. 한·중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 비교

기업경쟁력은 주로 기업이 시장경쟁 환경에서 합리적인 자원 배치를 통

해, 동종 업계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 더욱 높은 경제이익, 더욱 강한 

燕山石化 71 中海壳牌 95

上海石化 84 华锦乙烯 18

扬子石化 70 沈阳化工 13

中原石化 24 神华包头 30

广州石化 21 天津石化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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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장에서는 한·중 석유화

학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을 위해 첫째 규모 및 실력,  둘째 원료공급, 

셋째 생산기술, 넷째 기업 관리 수준, 다섯째 생산원가, 여섯째 제품구조 

및 생산량, 일곱째, 목표시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았다. 

 

2.1 규모 및 실력

중국은 에틸렌 총규모가 크고, 한국과의 평균 규모 격차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현재의 에틸렌 총규모는 중국이 한국보다 크지만, 평균 

규모는 한국보다 작다.

2012년 중국 에틸렌 설비 평균 생산 규모는 (2005년 38만 톤에서) 

57.9만 톤(CPP 및 MTO 불 포함)으로 향상되었지만, 같은 해 한국의 

에틸렌 설비 평균 생산 규모는 69.3만 톤이었다.

<그림4-3> 2012년 세계 에틸렌 설비당 평균 생산능력 규모

（단위 : 만 톤）

  출처: 中國化工經濟技術發展中心(China National Chemical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Centre), 연간보고.

2.2 자원공급

 원유공급과 에틸렌 원료공급 측면에서 중국은 자급률이 매우 높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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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원유자원 측면에서, 2012년 중국 원유 생산량은 2.07억 톤, 소비량

은 4.76억 톤으로 대외 의존도는 56.4%지만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100%에 해당한다. 한국 원유 수요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화학 제

품은 세계 유가 변동의 충격 및 영향에 민감하다.

 원료자원 측면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는 나프타, 천연가스, 천연가

솔린, 액화석유가스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원료는 나프타이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나프타29)를 위주로 생산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에틸렌 원료의 약 90%를 정유 공장에서 생산하

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은 10% 미만이다. 한국은 나프타 수입을 10% 

초과하고 있다.

 

2.3 생산기술

 한국은 창의적인 기술이 매우 많다. 한중 양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기

술은 모두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채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일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도입한 기술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치중하여 개선을 통해 자신의 기술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에틸렌 열분

해 생산주기, 합성수지 특수재료 생산, 폴리우레탄 및 합성고무의 에너

지 소모와 제품 품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모두 각 국가 마다의 특색이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중국은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술 흡수소화 및 

국산화로의 진전이 비교적 느리고, 생산기술을 이중으로 도입하는 현상

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 주체 기술은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소화 흡수를 기반으로 한 창의력이 비교적 부족하고, 자주

29)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휘발성의 액체 연소물을 그리스어로 ‘나프토’라

고 했던 것이 어원이 되었다. 원유를 상압(常壓) 증류하여 얻어지는 끓는점

약 30~200℃의 유분(留分)으로서, 끓는점 약 30~100℃의 경질 나프타와 끓는

점 약 110~200℃의 중질 나프타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대부분은 열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를 만든다. 후자는 개질되어 옥탄

가가 높은 가솔린으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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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적재산권인 플랜트 핵심 기술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또한 

석유화학 기술의 구성 통합, 공정설계 연구개발 능력이 아직 개선할 면

이 있다.

2.4 기업관리 수준

한국 석유화학기업은 이미 스스로 석유화학설비 장주기 운행관리 시스

템을 개발하였으며 선진적인 정보 시스템을 채용하여 관리 및 제어 일체

화를 해냈으나 중국은 이러한 점에서 미약하다. 일부에선 여전히 계획경

제, 행정 간섭, 비교적 소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화 관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현대 경영 관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국제 선진 관리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도 격차가 있다. 또한 관리혁

신 수준이 낮고, 완벽한 기업혁신 동력 메커니즘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과학적인 결정 수준이 비교적 낮고, 기업결정기구, 집행기구 및 감독기

구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뿐

만 아니라 기업전략 관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

업이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 능력 및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하다. 

이렇듯 현재 중국의 기업관리 수준은 다방면에서 문제점을 띄고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5 생산원가

 한국 석유화학기업의 설비는 첨단 설비로, 작업 수준 및 생산성이 비교

적 높다. 한중 양국의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원가는 비슷하지만 한국의 

석유화학 설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정원가가 중국에 비해 

낮고 생산설비의 운전 주기가 길고,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비용이 낮으

며 아울러 최근 몇 년간, 특히 에너지 소모 감소에 대한 노력으로 원가

를 한 층 더 낮추었다. 하여 한국 석유화학기업은 원가조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석유화학기업은 원가공제에 대한 관념이 아직

도 전통적인 원가조정 단계에 있으며, 아직도 제품원가, 제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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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조정하고 있다. 허나 시장 수요의 변화, 경쟁의 격화, 그리고 기

술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원가조정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정 시야도 너무 좁아 이미 기업의 생존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 중국 석유화학기업은 국가 소유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 현대적인 원가조정 관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

족하여, 직원들의 소양도 들쭉날쭉하여, 생산과정에서 각 원가 발생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일부 원가발생 부문의 직원들이 자기 부서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생각하여 자기의 부서 일에만 관심을 갖고, 원가는 

염두에 두지 않으며, 투입만 생각하고 산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기

업들이 프로젝트 입안, 설계, 설비 구매에서부터 일상적인 생산관리까지 

모두 통일적인 원가조정 관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낭비가 심하고 구매

원가가 높다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여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원가조정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2.6 제품구조 및 생산량

 제품구조 면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생산량 면에서는 중국

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은 막대하고, 강한 특색이 있는 제품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대 합성재료를 위주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 총집> 

보도에 따르면: 한국석유화학제품을 고부가가치 제품30)으로 정해, 비교

적 높은 가격으로 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부가가치 제

품으로 전환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사례를 들고 있다.

30) 석유화학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설비산업이다. 초기 투자비

용은 크지만, 일단 건설된 설비에서는 원료와 에너지만 투입되면 적은 인력

(엔지니어)으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실제로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 천연가스 같은 원료의 10~100배에 달하는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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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2>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사례

출처: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저자정리

 생산량 측면에서 볼 때, 1992년 한국은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완전히 변하였다. 2012년, 한국 에틸렌 총생산량은 828만 

톤으로, 수출이73.7만 톤, 수출비율이 9%이었고, 2012년 다운스트림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은 합성수지(LDPE, HDPE, PP, PS, PVC, ABS 

포함), 합성 원료(TPA, DMT, EG, AN, CPLM 포함), 합성고무(SBR, 

BR 포함) 3대 부문의 누계 생산량이 2143.7만 톤이었으며, 수출이 

기업명칭 제품 주요 내용

LG화학 PE Elastomer 고무성질 PX플라스틱

개발 성공

PE 고부가 제품의 비

중 70% (12 100%)

한화 석유 초고압 전선 LLDPE 평범한 LLDPE 고부

가, 전선용 LLDPE집

중개발

삼성토탈 고부가 복합수지

병마개용 PE

PP신소재 개발(고투명

박막, 보호막박 등)

병마개 중국 시장

50%점유

대한유화 초고도 순도PP 내열성 박막용 PP개

발 성공, 전기전자 범

위

SK Energy C4 부산품 고부가화 C4 부산품 가공, BD,

Butene-1 등 고부가

생산

에너지 절약 20%, 투

자비용 절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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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만 톤, 수출비율이 55%였다.

 <그림4-4> 2012년 한국 주요 석유화학 제품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만 톤）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2012년. 저자 정리

2012년 중국 에틸렌 총생산량이 1514만 톤, 에틸렌 현 단계 소비량은 

3190만 톤, 현 단계 자급률이 47%이다. 여전히 53% 수입으로 국내시

장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누계 합성수지(PE, PP, PS, PVC, ABS 포

함) 3879만 톤, 합성원료(EO, EG, PO, 아크릴로 니트릴, 부탄올, 옥탄 

올, 스티렌, 아세톤 포함) 1563만 톤, 합성고무(SBR, BR, SBC 포

함)282.5만 톤 생산하여, 3대 부문의 누계 생산량이 5724.5만 톤, 수입 

3130.9만 톤, 수입비율이 35%였다.

 <그림4-5> 2012년 중국 주요 석유화학 제품생산 및 수입현황

（단위 : 만 톤）

출처: 中國化工經濟技術發展中心(China National Chemical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Centre), 2012년 연간보고.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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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목표 시장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목표 시장은 주로 국내에 있으며,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목표 시장은 주로 외국에 있다.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대외의존도를 많이 줄였지만, 수입량이 비교적 커서, 

주요 제품 수입량이 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이 30% 이상에 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중 양국의 석유화학제품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총 생산능력이 비교

적 크고, 화학공업 원료공급 자급률이 높고, 제품 생산량이 큰 우위를 

구비하고 있는 동시에 제품이 주로 국내 판매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한

국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기술 수준, 관리 수준 및 원가공제 능력이 비교

적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제품구조가 좋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목표 

시장을 수출 위주로 하고 있으며, 게다가 주요 수출국이 바로 중국이라

는 것이다.

 

제2절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산업 제품 시장 분석

 

1.  중국 석유화학제품 시장 개방 상황

 중국은 이미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으며, 중국 시장 개방은 WTO 

협의 조항을 준수하였고, 석유화학 업계와 관련된 협정 주요 내용은 3가

지가 있다.

 첫째, 중국 시장은 화학비료를 제외한 기타 화학제품에 대해, WTO에 

가입한 후, 소매 권한을 개방하고, 1년 후, 도매 권한을 개방한다. 5년 

후, 화학비료의 도매 및 소매 권한을 개방한다. 저장 및 창고 저장 서비

스에 관하여 가입 시, 중외합자형식으로만, 그리고 외국자본이 49% 미

만으로만 규정하였다. 1년 후, 외국기업의 지분 보유를 윤허하고, 3년 

후, 외국기업의 완전 출자 자회사 설립을 윤허한다. WTO에 가입한 3년 

후, 화학제품 특허경영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입안에서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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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둘째, 비관세 조치이다. WTO의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WTO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 과도기를 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과도기 내에 주로 비관

세 조치를 사용한다. 중국이 채용하는 비관세 조치는 주로 허가증 및 쿼

터 관리제도이다. 화학제품 면에서 요소는 WTO에 가입한 후, 쿼터 허

가증을 취소하여 관세 쿼터로 변환하고, 초기 관세 쿼터가 130만 톤, 매 

년 5% 증가, 쿼터 내 관세 세율이 4%, 쿼터 외 관세가 50%이며 폴리

에스테르, 테릴렌, 아크릴 섬유와 칼륨비료는 WTO에 가입 시, 쿼터 허

가증 관리를 취소한다.

 셋째, 관세를 양허한다. WTO가입 양허 조항에 근거하여, WTO에 가입

한 후, 나프타의 관세는 6%를 유지하여 변함이 없다. 합성고무가 변함

없이7.5%의 세율을 유지하는 외에, 기타 모든 주요 제품의 관세 인하 

폭이 모두 매우 크다. 그 중, 합성수지는 16%에서 6.5%로 내렸고, 합성

원료는 8%~16%에서 5.5%~6.5%로, 합성 섬유는 11%~21%에서 5%

로 내렸다. 

2. 한국 석유화학제품 시장 개방 상황

 한국은 1967년 3월에 정식으로 관세 무역 총 협정(GATT)에 가입하

였다. 1995년 1월 1일, GATT가 WTO로 대체 되었고 한국은 자동으로 

WTO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WTO의 설립에 따라 신속히 

자신의 경제발전 패턴을 조정하지 않았다. 한국 관세 정책의 원칙은 

WTO의 관련 정신과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한국은 현재 수입 상품에 대

해서만 관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평균 세율이 8%이다. 한국 수입 관세의 

세율에는 수입관세율 및 이를 기초로 조정한 임시 관세율, 신축 관세율

과 대체 환불 특혜 관세율(이상은 한국 정부에서 수요에 근거하여 결정

하고 징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타 국가에서 협상하여 결정한 양허 

세율이 포함된다. 한국은 원유 수요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80%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쉽게 전 세계 



- 48 -

유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정부는 2004년 4월 30일부터 석유수

입 관세를 하향 조정하였다. 원유수입 관세가 3%에서 1%로 조정되었

다. 아울러, 재정부에서는 일부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삭감하였으며 에

너지부에서는 석유 수입 부가세를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중 양국 

모두 WTO의 정식 회원임으로, 한중 양국은 석유화학제품 시장개방 면

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3. 한·중 주요 석유화학 제품 무역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합성섬유 수출국이다. 중국은 한국에

서 테릴렌31) 50% 이상 수입하고, 대만에서 약 30% 수입하고 있으며 

아크릴 섬유32) 약 30%는 한국에서, 50%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석유화학 제품은 전면적으로 경쟁 생태에 진입하였다. 한

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서유럽 선진국의 보호무역에 저애 받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매력이 증가되어 중국과의 석유화학제품 경

쟁이 강화되었다. 중국에 부족한 파라자일렌(PX)33) 등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은 중국 국내 시장의 막대한 공급 부족으로, 현재는 공동으로 시

장을 보충하고 있는 관계이다. 

31) 테릴렌은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합성 섬유의 하나. 에틸렌ㆍ자일렌ㆍ나프탈

렌 따위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며, 잘 구겨지지 않고 마찰과 물에 강하여

옷감ㆍ호스ㆍ어망 따위의 제조에 이용한다. 상품명에서 나온 말로 미국에서

는 ‘데이크론’이라고도 한다.

32) 아크릴 섬유는 합성섬유의 하나. 아크릴로니트릴을 주성분으로 하고 고분자

화합물로 만든 합성섬유이며 85% 이상의 아크릴로니트릴을 함유한다. 아크

릴 섬유는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을 값싸게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생

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일론 ·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함께 3대 합성섬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3) 파라자일렌 [Paraxylene]은 폴리에스테르섬유 및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페트병원료) 등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



- 49 -

제3절 향후 몇 년간 주요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방대한 파라자일렌(PX) 등과 같은 석유화학제품 소비 시장에 

인해 한국의 석유화학 공업 기업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집중적으로 

PX생산 영역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PX 생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하여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한국 석유화학 기업은 마땅히 정부, 

시민과 더불어 환경 문제를 잘 처리해야만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고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1. 파라자일렌(PX) 생산 사업 증설 현황 

 한국의 쌍용 석유화학 회사(S-OIL）는 2011년에 13,000억 원(한화)

을 투자하여 울산 광역시 온산군에 공장을 확장하였는데 이 후 년 간 

180만 톤의 PX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80만 톤의 PX로 

34억 벌의 의류를 생산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입을 수 있게 되었

다. 당시 S-OIL 측이 결단력 있게 투자하여 지금 업계의 미담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현재 S-OIL 온산 공장의 제품은 주로 중국으로 판매하

고 있으며 판매 루트 또한 원활하고 안정적이어서 수익률이 매우 높다. 

S-OIL의 2013년 석유화학 제품의 상시 판매액이 39,000억 원(한화)

이었는데 그 중에 중국으로 판매되는 PX는 석유화학 제품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 S-OIL 측은 2015년 중국의  PX 시장의 수요는 

1,600만 톤이 될 것인데  중국 국내 PX 생산 능력은 겨우 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한국 기업이 PX 수출 부분에서 막대한 이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 그룹과 삼성 그룹 등의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유명하

다. 하지만 한국 석유화학의 중심 기업은 오히려 줄곧 중국 시장의 대문

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PX 생산 능력의 한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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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질 떨어진 PX 제품으로 인해 그 수요가 엄청나다. 중국 석유화학 

업계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신흥 국가의 PX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매년 7%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그 중 중국의 시장 수요가 가장 크고 

왕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PX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SK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이 공장을 신증설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수년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발목이 묶였다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서 PX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 자회사인 SK종합화학(100만 톤)과 SK

인천석유화학(130만 톤)이 조만간 공장을 가동한다. 삼성토탈도 100만 

톤 규모를 증설해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2. 정부와 기업 환경 관리 감독 강화

 많은 기업들은 PX 생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해외 시장을 선점하

는 동시에  한국 석유화학 기업은 마땅히 정부, 시민과 더불어 환경 문

제를 처리해야 한다.

2.1 정부에 대한 실천방안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형 PX 사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기본

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첫째, 기업 행위를 제약한다. 둘째, 교육으로 시

민과 소통하게 한다. 기업 행위를 제약하는 조치는 엄격한 지역 환경 보

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포괄하는데 기업의 화학 공업 사업으로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리스크 및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

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당초

의 승인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정부는 건설 사업을 강제로 중

단하도록 명령하며 개선된 사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으로 시민을 소통시키는 조치는 시민들에게 상세

하게 석유 화학 산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포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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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배상 제도 등을 제정한다.

2.2 기업에 대한 실천방안

 한국 기업 차원에서 말하자면 화학 공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이 

정부와 주민들에게 건설 사업이 환경 보호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

아야 한다. 사업이 시작된 후 석유화학 기업은 엄격히 사업의 안전한 생

산을 보증해야 한다. 공업단지 내에서는 대량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

여  환경 관리원과 시민 단체가 기업의 폐수, 폐기 가스 처리를 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주요한 

안전 생산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PX

와 같은 독성이 낮은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오염을 처리하는 숙련된 과

학 기술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정부의 안전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만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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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1949년 이후의 중국석유화학산업 발전 역사는 어렵고 힘든 한 편의 창

업 역사였다. 1949년부터 60여 년간, 석유화학산업은 아무것도 없이 빈

곤했던 無에서 有로,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소형에서 대형으로, 

완벽하고 강한 산업 시스템을 형성하였으며, 기술 장비는 수입으로부터 

혁신으로, 중국 특색의 기술혁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건국초기,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겨우 12만 톤으로, 주로 외국으로부터

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11회 제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 중국의 개혁

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사상해방, 사실과 진실 추구로 연이어 大

慶, 勝利 등 유전을 발견하였다. 1978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1억 톤

을 초과하였다. 1억 톤 원유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 

국무원은 1983년 초에 “중앙집권적인 지도, 총괄적인 계획, 통합적인 

관리”의 원칙에 따라 중국 석유화학총공사를 설립하였고, 기존에 석유 

공업부, 화학공업부, 방직부, 경공업부 등 부문의 소속이었던 정유, 화학

공업, 화학섬유, 화학비료기업을 석유화학총공사로 귀속시키고, 체제를 

내부지도자, 조항 분할, 분산 관리 형태로 개선하였다. 이때부터 석유화

학산업은 개척, 진흥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의 석유화학 발전사에 대하여 연대별로 발전하는 상황, 

중국정부의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정책, 시간단계별로 거둔 성과 그리고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가 성장하는데 있어 원동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석유화학산업

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석유화학 산업의 선두에 있는 

국가들의 해당산업 기술들과 비교분석하여 피드백 과정을 통해 단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잘 이용하

여, 지금의 선진화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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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역할은 이렇듯 

중국의 방대한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석유산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여 석유산업 시장을 이끌기 위

해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포지셔닝을 성공적으로 일궈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본문의 마지막 부문에서는 한중 양국 석유화학기업의 규모와 

실력, 자원공급, 생산기술, 관리수준, 생산원가, 제품구조와 수량, 목표시

장 등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 분석을 한다. 연구를 통해 중국 석유화학산

업은 생산능력이 비교적 크고, 원료공급 자급률이 높으며, 제품 생산량

이 큰 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이 주로 국내에 판매되지만 

설비 규모, 생산기술 수준, 관리수준 등 면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

직도 일정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석유화학은 

생산기술 수준, 관리수준 및 원가공제 능력이 비교적 강한 우위를 점하

고 있으며, 제품구조가 양호하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품 수출 위주, 

특히 중국으로 수출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

지 서로 협력하며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여 좋은 성과들을 많

이 도출해 내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어, 한중 

양국의 해당 산업에 대한 장점은 더욱 부각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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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석유화학제품 정보

 

1. 기초 유분 및 중간원료

 

◆ 에틸렌 (Ethylene, C2)

∙ 무색의 기체, 

고압저온(-104℃＞) 환경에서 

액상

∙ 석유 또는 천연가스등 탄화수소 

(납사, 에탄, LPG,Gas oil, NGL 

등)를 열분해 하여 제조

∙ 폴리에틸렌(PE), 

에틸렌글리콜(EG), PVC, SM, 

아기알데히드 등 에틸렌 

계열제품의 원료로서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기초유분

 

◆ 프로필렌 (Propylene, C3)

∙ 무색의 기체

∙ 납사등 분해시 에틸렌과 

병산되거나 FCC의 

부생가스로부터 추출, 또는 

프로판을 탈수소하여 제조

∙ 폴리프로필렌, AN, PG, EPR, 

옥탄올등 프로필렌 계열 제품의 

원료로서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기초유분

 

◆ 부타디엔 (Butadiene)

∙ 상온에서 독특한 냄새가 있는 

기체

∙ 납사분해시 부생하는 

C4유분으로부터 추출하거나 

부탄을 탈수소하여 제조

∙ SBR, BR 등 여러 종류의 

합성고무와 ABS, 1,4-BDO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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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젠 (Benzene)

∙ 방향족계 탄화수소의 대표적 

제품으로 방향(냄새)이 있는 액체

∙ 납사 분해설비(NCC)에서 

에틸렌등의 기초 유분과 함께 

병산되거나, 

납사개질유(Reformate 

Naphtha)로부터 톨루엔, 

자일렌과 함께 추출되어 생산됨. 

톨루엔의 탈알킬 방법으로도 

생산가능

∙ SM, 카프로락탐, 알킬벤젠, 

의약품, 농약, 유기약품 등의 원료

 

◆ 톨루엔 (Toluene)

∙ 방향이 있는 액체

∙ 납사분해설비나 

납사개질유로부터 벤젠, 자일렌 

등과 함께 생산

∙ 향료, 화약, TDI, 사카린 등의 

원료, 용제 등

 

◆ 자일렌 (Xylene, 크실렌)

∙ 방향이 있는 무색의 액체

∙ 납사분해설비나 

납사개질유로부터 벤젠, 톨루엔 

등과 함께 생산, 톨루엔의 탈알킬 

방법으로도 생산가능

∙ 주로파라자일렌(PX)으로 

분류∙정제되어 사용

 

◆ 이염화에틸렌 (Ethylene 

Dichloride, EDC)

∙ 무색유상의 액체

∙ 에틸렌과 염소(Cl)와의 

반응으로 제조

∙ 대부분VCM의 원료로 사용

 

◆ 비닐클로라이드모노머(Vinyl 

Chloride Monomer, VCM)

∙ 무색으로 약간의 감미가 있는 

기체

∙ EDC를 열분해하여 제조

∙ 대부분PVC의 원료로 사용

 

◆ 스티렌모노머 (Styrene 

Monomer, SM)

∙ 방향이 있는 무색의 액체

∙ 벤젠과 에틸렌을 원료로 합성한 

에틸벤젠을 반응시켜 제조

∙ 폴리스티렌(PS), SBR,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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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등의 원료

 

◆ 올소 자일렌 (Ortho-Xylene, 

OX)

∙ 무색의 투명한 액체

∙ (혼합)자일렌을 증류하거나 

양성화하 여제조

∙ 무수프탈산(PA) 등의 원료

 

◆파라자일렌 (Para-Xylene, 

PX)

∙ 무색의 투명한 액체

∙ (혼합)자일렌을 증류하거나 

양성화하여 제조

∙ TPA/DMT의 원료로 대규모 

소비됨.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PO)

∙ 무색의 휘발성 액체

∙ 프로필렌과 염소를 원료로 

제조, 또는 프로필렌을 

과초산이나에틸벤젠의 과산화물로 

직접산화하여 제조

∙ PG, PPG 등의 원료

2. 합성수지

 

◆저밀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 상온에서 투명한 고체(분말 

또는 입상)

∙ 대표적인 합성수지로, 에틸렌을 

중합하여 제조

∙ 밀도가 0.91~0.94인 것으로, 

결정화가 낮아 가공성과 유연성, 

투명성이 우수

∙ 농업용∙포장용 투명필름, 

전선피복, 각종 랩 등의 원료

 

◆고밀도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 반투명고체(분말 또는 입상)

∙ 대표적인 합성수지로 에틸렌을 

중합하여 제조

∙ 밀도가 0.94 이상인 것으로, 

강도가 우수하나 유연성, 

가공성은 떨어짐.

∙ 일회용 쇼핑백, 각종용기, 

컨테이너, 파이프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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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 PE와 더불어 석유화학제품을 

대표하는 열가소성 수지로 고체

∙ 프로필렌을 중합하여 제조

∙ 인장강도와 충격강도, 

표면강도가 우수하고, 

내열∙내약품성이 좋음.

∙ 포대용 백, 필름, 섬유, 자동차 

및 전기∙전자부품, 컨테이너, 

일용품 등의 원료로 가장 폭넓게 

사용됨.

 

◆폴리스티렌 (Polystyrene, PS)

∙ 스티렌모노머(SM)를 중합하여 

제조하는 열가소성 수지로서 고체

∙ 일반용(GP), 내충격성(HI), 

발포성(EPS) 등이 있음.

∙ 가전제품의 케이스 및 부품, 

유제품용기, 단열재나 발포 

포장제∙충격완충제(EPS) 등의 

원료로 사용

 

◆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 옅은 아이보리 색의 고체

∙ 아크릴로니트릴과 부타디엔, 

스티렌을 중합하여 얻어지는 

공중합체

∙ 착색이 용이하고 표면광택이 

아름다움. 기계적, 전기적 성질 및 

내약품성이 우수

∙ 가정용, 사무실용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표면소재로 주로 사용

 

◆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e, PVC)

∙ VCM의 중합으로 얻어지는 

수지로 무취의 분말 

∙ 내약품성, 난연성, 전기절연성이 

양호하지만 열이나 자외선에 

안정하지 못하여 안정제가 

첨가돼야 함. 유연성이 요구되는 

용도에서는 가소제와 함께 

사용됨.

∙ 바닥재와 창틀, 파이프 등 

주택∙건설용으로 주로 사용, 

농업용 필름 및 인조피혁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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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섬원료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AN)

∙ 달콤한 냄새를 지닌 액체

∙프로필렌, 산소, 

암모니아혼합가스를

합성(SOHIO법)하여제조

∙아크릴섬유, ABS, NBR 고무 

등의 원료

 

◆ 카프로락탐 (Caprolactam)

∙ 액상 또는 플레이크상

∙ 벤젠과 수소를 반응시켜 얻어진 

사이클로 헥산을 공기산화하여 

사이클로헥사논을 만든 후, 

암모니아와 합성하여 제조.

∙ 나일론섬유(나이론6) 및 

나일론수지의 원료로 의복이나 

타이어코드, 어망, 카펫등의 

형태로 사용됨.

 

◆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TPA)

∙ 백색분말

∙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시켜 제조

∙ EG와 함께 투입되어 

폴리에스터 섬유, PET Bottle,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등의 

원료로 사용됨.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Dimethy

l Terephthalate, DMT)

∙ 백색 결정

∙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시킨 후 메탄올과 반응시켜 

제조

∙ EG와 함께 투입되어 

폴리에스터 섬유 및 Film의 

원료로 사용됨.

 

◆ 에틸렌글리콜 (Ethylene 

Glycol, EG)

∙ 무색무취의 액체

∙ 에틸렌을 산화시켜 생산된 

산화에틸렌(EO)을 물과 반응시켜 

제조

∙ 부동액의 원료, TPA(or 

DMT)와 함께 투입되어 

폴리에스터 제품 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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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렌부타디엔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 SBR)

∙ 스티렌모노머와 부타디엔을 

중합하여 제조, 고무상

∙ 대표적인 합성고무로 

천연고무에 비하여 내마모성과 

내노화성, 내열성이 우수함.

∙ 주로 타이어에 천연고무 및 

카본블랙과 함께 사용됨.

 

◆ 부타디엔고무 (Butadiene 

Rubber, BR)

∙ 부타디엔을 중합하여 제조, 

고무상

∙ 탄성이 좋으며, 내한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 타이어, 튜브 등 고무제품의 

원료, 합성수지의 충격개량제로도 

사용

◆ 알킬벤젠 (Alkyl Benzene)

∙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

∙ 노말파라핀(Normal 

Paraffin)과 벤젠을 합성해 제조

∙ 계면활성제의 원료로 

합성세제와 농약 유화제 등으로 

사용

 

◆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PA)

∙ 순백색 바늘모양의 결정으로 

독특한 냄새가 있음.

∙ 올소자일렌(O-Xylene)을 

기화시킨 후 공기의 산소와 

반응시켜 제조

∙ 가소제(DOP, DBP 등), 

폴리에스터수지, 염안료 중간체 

등의 원료

 

◆ 무수말레인산 (Maleic 

Anhydride, MA)

∙ 백색바늘모양 또는 입상의 결정

∙ 벤젠을 접촉 산화시켜 

제조하거나, C4유분(부탄 또는 

부타디엔)을 산화시켜 제조

∙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 PVC 

안정제, 도료, 가소제 등의 원료

 

◆ 페놀 (Phenol)

∙ 백색 결정상

∙ 벤젠과 프로필렌을 반응시켜 큐

멘을 제조한 다음, 큐멘을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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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여 아세톤과 함께 제조(생

성비율은 페놀1：아세톤0.61)

∙ 비스페놀 A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원료), 페놀수지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기타PCB 

산화방지제, 농약, 안정제의 

원료로도 사용

 

◆ 아세톤 (Acetone)

∙ 무색유동성의 액체, 특유의 

방향이 있음

∙ 벤젠과 프로필렌을 반응시켜 

큐멘을 제조한 다음, 큐멘을 

산화∙분해하여 페놀과 함께 제조 

(생성비율은 페놀1：아세톤0.61)

∙ 주로도료∙페인트의 용제로 

사용, 왁스∙락커∙고무에도 사용

 

◆ 옥탄올 (Octanol, 2-Ethyl 

Hexanol, 2-EH)

∙ 무색 액체

∙ 프로필렌에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제조

∙ 주로PVC 가소제 원료로 사용, 

합성윤활제∙계면활성제의 

중간원료

 

◆ 부탄올 (Butanol)

∙ 무색 투명한 액체

∙ 프로필렌을 옥소 반응시킬 때 

옥탄올과 병산됨

∙ 아크릴레이트, 가소제의 원료, 

용제로도 사용

 

◆ 에탄올 (Ethanol)

∙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

∙ 에틸렌과 물을 반응시키는 합성

법과 천연곡물을 발효시키는 발효

법이 있음. 전 세계 에탄올의90%

이상이 발효법으로 생산

∙ 합성법에탄올은 화장품, 향료 

등의 원료, 용제

 

◆ 아기알데히드 (Acetaldehyde)

∙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

∙ 에틸렌을 산소로 산화하여 

제조,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활발함

∙ 펜타에리스리톨, 초산, 

초산에테르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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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산 (Acetic Acid)

∙ 자극성 냄새가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

∙ 메탄올과 일산화탄소의 

카르보닐레이션 반응으로 제조

∙ 주로TPA와  

VAM(초산비닐모노머)의 원료로 

사용

 

◆  초산에틸 (Ethyl Acetate)

∙ 무색투명의 가연액체, 

방향(과실향)이 있음.

∙ 에탄올과 초산의 에스테르 

반응에 의해 제조

∙ 도료, 인쇄잉크, 접착제 등의 

원료, 용제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흰색(수첨) 또는 노란색의 

무취고체 입상

∙ 납사분해시 생산되는 

분해잔사를 합성하는

열가소성수지로, C5계와C9계, 

C5/C9 공중합, DCPD, Water 

white 수지가 있음.

∙ 페인트, 잉크, 접착제 등의 원료

 

◆ 카본블랙 (Carbon Black)

∙ 흑색이나 진회색의 분말

∙ 석탄계의 

크레오소트유(Creosote) 혹은 

석유계의 중질유(FCC-Oil)를 

불완전 연소시켜 제조

∙ 주용도는 고무보강제의 

원료로서 타이어의 마찰, 마손, 

피로에 대한 저항력과 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기타벨트, 

자동차 와이퍼, 잉크, 전선 등에도 

보강제나 착색제로 사용

 

◆ PPG (Polypropylene Glycol)

∙ 무색의 휘발성이 없는 액체

∙ 주로산화프로필렌(PO)을 

중합하여 제조

∙ 폴리우레탄, 계면활성제, 

브레이크유, 부동액, 

알키드수지등의 원료

 

◆ TDI (Toluene Diisocyanate)

∙ 백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 또는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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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을 원료로 하는 

톨루엔디아민(TDA)을 포스겐과 

반응시켜 제조

∙ PPG와 섞여서 주로 

연질폴리우레탄폼(스펀지류) 또는 

페인트∙접착제∙실란트의 원료로 

사용

 

◆ M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 백색 또는 미황색의 고체

∙ 아닐린에포르말린을 반응시켜 

산성축합을 한후 포스겐과 

반응시켜 제조

∙ PPG와 섞어서 주로 

경질폴리우레탄폼(건축용, 

냉장고용 단열제)으로 사용되고, 

자동차범퍼(RIM)나 합성피혁, 

스판덱스의 원료로도 사용됨.34)

  

34) 자료: 한국석유화학,

http://www.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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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History of China’s 

Petrochemical Industry

WANG XIAOLUO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China’s Petrochemical Industry after 1949 

has been a tough and difficult establishment history. In its early 

days, China's crude oil production was only 120,000 tons and 

mainly dependent on import from foreign countries. The 11th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pened the new 

era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By seeking free thought, 

facts and truth, oil fields such as Daegyung, Victory etc. were 

discovered one after another. In1978, China's crude oil 

production exceeded 100 million ton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100 milliontons of crude oil resources, the Chinese 

government, State Council established 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 under the principle of“centralized guidance, 

comprehensive planning, integrated management” in early 1983 

and imputed oil refining, chemical industry, chemical fiber, 

chemical fertilizer companies which originally belonged to 3 

divisions of Petroleum Industry Division, Chemical Industry 

Division, Textile Division, Light Industry Divis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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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chemical Corporation and improved the system in the form 

of internal leader, terms division, decentralization management. 

From this moment, Petrochemical Industry entered the new 

development stage of exploitation, promotion.

In this paper, we will describ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China’s chemical industry and the Chinese government’s 

step-by-step reform policy of petrochemistry from the early 

days to the present according to age classification. In addition, 

we are to compar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of Korea and China and provide 

implications to petrochemical companies of Korea and China 

based on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a’s Petrochemical 

Industry development. 

key words : China’s Petrochemistry, Korea’s Petrochemistry, 

development history of Petrochemical Industry, comparison

Student Number : 2011-2401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石油化學 産業의 理解
	제3장 中國 石油化學 産業의 發展 歷程
	제1절 1949년 건국 초기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태동기
	제2절 70년대 중국석유화학의 개발초기
	제3절 중국석유화학의 성장단계(80년대)
	제4절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도약단계(90년대)
	제5절 21세기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기 및 재 도약기

	제4장  한·중 석유화학산업 비교 연구
	제1절 한·중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제2절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산업 제품 시장 분석
	제3절 향후 몇 년간 주요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