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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ric Su

섬유 수급연쇄
모노에틸렌 글리콜(MEG)
중국 경기 둔화 압력 하의 아시아 MEG

싱가폴(ICIS)--아시아의 모노에틸렌 글리콜(MEG) 가격은 
다운스트림 폴리에스터 부문에서 더 둔화된 성장과 함께 주요 
중국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에 의해 상반기에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거시경제 조건이 다운스트림 수요 성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폴리에스터 수요는 2017년과 2018년에 산업이 팽창하면서 
두 자리 숫자 성장을 공표했지만 지난 2년의 예외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지난 해 4분기의 중국 경제에 압력이 
되었고, 2019년 초반의 시장 심리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의류, 실내장식품 및 신발과 같은 폴리에스터로 만든 
완제품의 수출의 유의미한 증가는 미중 무역 갈등의 분명한 해결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위안
(CCNY)은 미국 달러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고 
중국의 MEG 수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더 약화된 통화는 미국 달러 표시 수입을 더욱 비싸게 만든다.

그 동안, 재고 확보 활동은 2월 초의 일주일간의 중국 음력 설 
휴일에 의해 축소될 것이다.

동남 아시아와 동북 아시아의 대부분에서 기념하는 음력 설은 
2019년 2월 5일이다.

성장할 글로벌 MEG 생산 능력
2019년 글로벌 MEG 공급은 특히 엄청난 추가 생산이 가동될 
예정인 2019년 하반기부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대규모 MEG 생산 능력을 가진 거대 정유소들이 이 
기간 동안 시작될 예정이다.

Zhejiang Petrochemical은 3 ~ 4분기에 700,000 톤/년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고, Hengli Petrochemical은 900,000 

톤/년 라인을 가동할 것이다.

두 회사는 다운스트림 폴리에스터 공장들을 운영하며, MEG 
라인의 시작은 원재료 수입 의존성의 감소를 의미할 것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의 석탄 기반 MEG  공장에서의 생산율은, 
에틸렌 기반 MEG보다 비교적 낮지만, 마진이 견실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 40% 미만에서 2017년에 약 45%
로, 2018년에 약 55%로 증가했다.

석탄 기반  공장의 전체적 생산은 또한 중국이 계속해서 올해의 

Source: 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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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장들도 미국과 말레이지아에서 시작되어 2019년에 
아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롯데 케미칼의 700,000 톤/년과 Sasol의 250,000 
톤/년의 MEG 공장들이 1분기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지아에서는, 말레이지아에 있는 PETRONAS의 새로운 
740,000 톤/년 MEG 공장이 2019년 2분기 즈음에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 점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속력을 줄일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수입이 여전히 중국의 지배적인 
공급원으로 유지될 것이다.

2018년에, 중국의 MEG 필요량의 58%가 수입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이는 이전 년도의 58.8%에서 하락한 것이다.

섬유 수급연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아시아의 PET는 수급 균형과 조용한 시장을 예상한다

작성자: HazEl GoH

싱가포르(ICIS)--아시아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장은 내년에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마진은 
격동의 2018년 후에 일정한 범위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구매자들은 2019년 상반기 인도 예정인 카고를 위해 이미 
중국 판매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일부 거래는 이루어졌다.

한 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카고가 확보되었기에, 2018년에 
일어났던 과도한 구매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계절적 최고 수요는 3월 말에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다운스트림 프리폼 전환업체들은 다음 여름의 최고의 병음료 
소비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PET 공급자들은 전속력으로 자신의 공장들을 가동하여, 최대 
수요 시즌를 위해 선수를 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2018년 말까지 또는 2019년 1월까지 유지 
작업을 완료했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China Resources Packaging은 자사 생산량 중에서 600,000 
톤/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공장 유지보수를 한다.

공정 기간 동안, 이 공장은 석탄에서 가스로의 에너지원 변화를 
겪을 것이고 유지보수는 1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만 생산업체는 2018년 12월 중순에서 2019년 1월 
중순까지 유지보수를 계획했다.

Oman의 Octal Holding은 4개 라인 중 하나에서 3주 간의 
공정이 걸림으로써 종합된 생산 능력이 850,000 톤/년이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2019-2020년에 Yisheng Petrochemical과 
Zhejiang Wankai New Materials에 의해 가동될 몇 개의 
새로운 공장들이 있다.

하나의 600,000 톤/년 생산 능력 공장만 2019년 중반에 시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공장들은 2019년 말과 2020
년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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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가격은 4분기에 시장이 안정된 후 2019년에는 생산 비용 
추적을 고수할 것이다.

올해 4월, PET 가격은 급원료 가격 추세를 따르는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PET 생산업체들은 대개는 빠듯한 글로벌 
공급이 주도하는 양호한 마진을 예상했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수요 시즌과 일치했던 여러 
번의 정전이 있었다.

후속적으로 PET 스프레드는 공장들이 재가동하고 수요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8~9월에 급격하게 좁혀졌다.

PET FOB 중국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최근의 하나의 변화는 중국 
PET 수출업체들의 세금 환불의 증가였다.

중국 PET 생산업체들은 국내 공급원료의 사용으로부터 수출세 
환급을 고려한 후에, 가격을 수입 가격이 아니라 현지 공급원료를 
토대로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에 공급원료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이 
반등하면서, 환급 후의 현지 PTA와 PTA 수입 간의 가격 차이가 
좁혀졌다.

유사하게, 중국 PET 공급업체들과 다른 아시아 PET 공급업체들 
간의 가격 스프레드는 더 좁았다. 앞으로 그런 가격 관계는 
빈틈없이 모니터링될 것이다.

시장은 또한 미국 PET 생산업체들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파키스탄 및 대만으로부터의 PET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미국 구매 이익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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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수급연쇄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아시아 PTA 공급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팽팽한 균형 상태
작성자: SamuEl WonG

싱가포르(ICIS)--아시아의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공급은 
제한된 생산 능력 확대의 결과로 대개 2019년에는 팽팽한 균형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주요 수요 성장 동인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인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중국에서 예상되는 수요 증가는 약 6~7%로서, 중국의 예상 
GDP 증가를 따르고, 지난 2년 동안 공표된 2자리수 성장에서의 
둔화를 나타낸다.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 발생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PTA 수요 증가를 제한한다.

중국의 PTA 소비는 2018년의 2.4m ~ 2.8m 톤에서 약 40m 
톤으로 증가했다.

아시아 내에서는, 대부분의 새로운 생산 능력이 연말 경에만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의 PTA 공급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박한 PTA 확대의 대부분은 중국에 해당하며, 유효 생산 능력 
대부분은 2020년에 가동될 것이다.

올해에는 새로운 PTA 생산 능력이 공급원료 파라자일렌(PX) 
부문이 확대하는 가운데 추가될 것이다. 2018년에는 새로운 PTA 
생산 능력이 가동되지 않았다.

PTA 마진은 올해 풍부한 공급원료 가용성을 배경으로 팽팽한 
PTA 공급 수요 균형에 의해 자극받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018년에, 미국 달러 표시 카고에 대한 PX와 PTA 스프레드는 
대략 평균 $158/톤 상태이고, 한편 중국 위안(CNY) 카고의 
스프레드는 평균 $134/톤 상태이다.

올해는 시장 펀더멘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달러 표시 카고와 중국 위안화 표시 카고 모두에 대한 Px와 PTA 
스프레드는 약 $85/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140-160/톤의 

회사 국가 위치 생산 능력
(‘000 톤)

예상되는 시작 
시점

Sichuan Shengda 중국 Sichuan 1,000 2019년 1분기
JBF 인도 망갈로르 1,250 2019년
Xinfengming 중국 자싱 2,200 2019년 말
Hengli 
Petrochemical 중국 창싱 2,500 2019년 4분기

Zhongtai Kunyu 중국 커라마이 1,200 2020년
Zhongjin Petro-
chemical 중국 닝보 3,300 2020년

Formosa 중국 닝보 1,500 2020년

공급원료 스프레드 – PX 및 PTA 중국

Source: ICIS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인 중국의 올해 PTA 재고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며, 지난 
2년간과 비교할 때 중국 PTA 선물 창고업체는 최저 수준에서 
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 업체들은 글로벌 거시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지게 되는 손실을 조심하면서 재고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ICIS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폴리에스터 평균 가동률은 
이전 년도의 79.4%에 비해 약 82%였다.

2019년도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폴리에스터 평균 가동률은 80 ~ 
85%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샘플 보고서 요청하기

https://www.icis.com/explore/contact/free-sample-price-report/?channel=chemicals&commodity=fibre-chain&region=china&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Fibrechain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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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PTA 가동률은 마진에 매우 민감할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핵심인 중국 시장에서 그렇다.

역사적으로, 생산자들은 적어도 2~3개월의 지속적 기간 동안 
마진이 마이너스일 때 공장을 닫는 경향이 있다.

2018년에, 핵심 중국 시장에서 PTA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이전 
년도의 평균 65.8%에서 증가한 약 78%였다.

위안 표시 PTA 카고는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과 중국에서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민감한 선물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계속해서 
면밀히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

CHINA PTA FUTURES WAREHOUSE RECEIPTS (TONNES)

CHINA ROlyESTER O/R (%)

CHINA PTA OPERATING RATES

섬유 수급연쇄
나일론
수요 약화와 공급 증가로 약세에 머물 아시아의 나일론 가격

작성자: zHi Xuan Ho

싱가포르(ICIS)--아시아의 나일론 가격은, 수요가 약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중국에서의 공급원료 공장 확대로 인해 
올해에 공급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첫 
분기에는 약세에 머물 것이다.

시장은 연이은 미중 무역 분쟁과 2월초의 다가오는 음력 설 
휴가를 감안하면 가까운 시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시장 참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주요 휴가에 앞서 재고를 적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현물 거래는 휴가가 끝날 때까지 
적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산자들은 재고의 과다공급을 피하기 위해 생산 수준을 더 
낮게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둔화된 수요에 의해 이미 시달리는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 참가 업체들은 진행 중인 무역 전쟁 한 가운데에서 주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 관심은 휴가 후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부분의 중국 
구매자들은 변동하는 달러-위안화 환율을 고려하여 더 나은 결제 
조건과 더 빠른 배송을 위해 국내 공급자들에 의존한다.

나일론 생산자들은 나일론 공급을 공급원료 가격의 변동과 
일치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카프로락탐과 나일론 간의 양호한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무료 샘플 보고서 요청하기

https://www.icis.com/explore/contact/free-sample-price-report/?channel=chemicals&commodity=fibre-chain&region=china&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Fibrechain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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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IS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는 곧 있을 카프로락탐 공장 생산 능력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이미, 이 지역은 공급원료 과잉공급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에서 카프로락탐과 기존 등급 나일론 칩에 대한 중국 국내 
가격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것이 고속 방사 나일론 칩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나일론 생산자들은 고속 칩과 기존 등급 칩 
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커지면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은 대만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중국 구매자들이 
그들의 수출 판매의 대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구매는 필요에 따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하게 유지될 상황이라면 더 
대규모의 투입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

아시아의 나일론 시장은 하락하는 수요와 포근한 겨울 때문에 
작년 연말 이후로 약세였었다.

온화한 온도는 나일론 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현재의 가격 하락 추세에 기여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은 이 지역의 시장 심리를 억눌러왔고 
중국의 주요 구매자들은 대만의 주요 공급자들로부터의 
주문량을 줄이고 있다.

불리한 미국 달러-중국 위안화 환율도 재고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구매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석유화학 애널리틱스 솔루션
고객들에게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ICIS는 
각각의 가격 신청에 이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n  실시간 공급 중단 추적기 – 글로벌 공급, 공장 정전 및 다음 12개월 

동안의 신규 가동 과 이런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실시간 시각
n  가격 동인 애널리틱스 – 수입/수출 패러티, 공급원료 및 다운스트림 

스프레드, 대체 동향 및 차익거래/네트백 데이터와 같은 주요 실적 
지표

n  분기 수급 전망 – 주요 화학 상품에 대해 이용가능
n  실시간 중단 영향 추적기 – ICIS에 의해 검증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급 중단을 시각화하고, 영향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생산 
뉴스가 다운스트림 가동중단들을 연결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생산 
능력 손실을 보여준다

n  가격 최적화 애널리틱스 – 화물과 관세 비용을 고려하여 지역 간에 
순가격 차이를 확인하여 지역간 경쟁과 수입/수출 기회에 대한 
글로벌한 파악을 강화한다

n  마진 애널리틱스 – 공급원료 및 다른 중요한 가변적 제조 비용과 
부산물 용량 및 판매에 대한 요약

가격 정보
ICIS는 섬유 중간재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평가를 
위한 벤치 마크입니다. 당사의 보고서들은 전문가 논평, 과거의 가격, 
시간에 민감한 매도 호가/매수 호가/가격 움직임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가격 동인과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음과 같은 
상품들 모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약 가격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n  아크릴로나이트릴
n  카프로락탐
n   부틸 글리콜(BG)
n  모노에틸렌 글리콜(MEG)
n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n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n  Nylon 

나일론

섬유 수급연쇄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시각을 얻어 구매 및 판매 결정을 
용이하게 하십시오

무료 샘플 리포트 요청 데모 신청하기

https://www.icis.com/explore/contact/free-sample-price-report/?channel=chemicals&commodity=fibre-chain&region=china&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Fibrechain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TiR
https://www.icis.com/explore/enquiry-petrochemicals-analytics-tools/?channel=chemicals&commodity=fibre-chain&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Fibrechain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T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