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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응용 폴리올의 수요가 급성장하는 공급을 흡수하기에 
충분히 상승하지 않으면 중국 프로필렌옥사이드(PO) 가격은 
2019년에는 상승이 제한된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

2019년도에 아시아에서의 프로필렌옥사이드(PO) 공급은 여러 
새로운 공장들이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증가할 것 같다.

예를 들면, 2018년 하반기에, 한국의 에스-오일은 울산에서 
새로운 300,000 톤/년의 프로필렌옥사이드(PO) 공장을 
가동했고, 그 문제를 잘아는 소식처에 따르면 제품은 2018년 11
월 이후로 수출이 가능했으며 조만간 증가할 예정이었다.

Nanjing Hong Bao Li이 중국 난징에서 소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120,000 톤/년 공장도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2019년 
초에는 특가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시장 소식통들은 말한다.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경우, 
대부분이 양호한 비율로 가동 중이고 2019년에는 알려져 있는 
유지보수 계획이 없다.

작성자:  AI TENG LIM

폴리올
장기 공급과 부진한 수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프로필렌옥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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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ylene Oxide CFR China Assessment Spot Week-Ahead Full Market Rang…

Propylene Oxide CFR China Assessment Spot 
Week-Ahead Full Market Range (Mid)

Source: 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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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올

n  메틸렌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MDI) 및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TDI)

n  폴리머릭 메틸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
(P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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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샘플 보고서 요청하기 데모 요청하기

프로필렌옥사이드(PO) 공장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되며, 많은 지역 공장들이 2018년 상반기에 마지막 점검을 
거쳤다.

2018년 상반기의 지역적 공정 기간의 심한 파동과 그에 
뒤이은 팽팽한 지역적 프로필렌옥사이드(PO) 가용 상황이 

https://icis-global.com/korea/request-demo/?channel=chemicals&commodity=polyurethane-chain&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PUchain_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Vay
https://icis-global.com/korea/request-demo/petchem-analytics/?commodity=polyurethane-chain&channel=chemicals&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PUchain_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V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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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폴리올은 폴리머릭 메틸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
(PMDI)와 결합되는 경우, 냉장고와 건축 부문의 절연에 
사용된다.

미국은 자동차 시트와 냉장고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산 
폴리우레탄(PU) 제품을 위한 주요 판로이며, 이 제품들은 많은 
다른 관련 제품들 중에서 미국이 2018년 8월/9월부터 10% 보복 
수입 관세를 부과했던 동일한 품목들이다.

관세는 2019년 1월에 25%로 증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의 2018년 11월 G20 정상회담의 
부수적인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에 도달한 
90일간의 휴전 합의 후 2019년 3월까지 정지되어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조사와 관련된 이유로 중국 텔레콤 메이저 기업 화웨이의 
고위 이사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12월에 미중 긴장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보이면서 휴전 합의를 둘러싼 시초의 행복감은 
흐지부지되었다.

PU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수입 관세의 궁극적인 단계적 
확대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는 한, 지역의 발포제 및 가전 
메이커들은 “생산에 열의를 덜 보일 것이고, 이는 폴리올에 대한 
주문량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의 
폴리올 메이커는 인정했다.

폴리올 가격은 2018년에 동남아에서 정말 상당한 정도로 
하락했으며 수요 저조로 2019년에는 계속 하락 추세일 수 있다.

프로필렌옥사이드(PO) 가격을 그 기간 동안 2년 최고점으로 
밀어 올렸다고 시장 참가자들은 말했다.

ICIS 데이터가 보여준 바로는, 2018년 상반기의 정점에, 
프로필렌옥사이드(PO) 무역은 2017년에 기록된 연중 고점 
$1,650/톤 CFR(운임포함인도) 중국보다 거의 5% 더 많은 
$1,725/톤 CFR(운임포함인도) 중국을 가져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하에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8년 상반기에 관찰된 공급 억제가 상당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 이런 반복은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ICIS 데이터에 따르면, 프로필렌옥사이드(PO) 가격은 최근에 
폭락하였고, CFR 중국 가격은 누적 손실의 30%를 기록하여 
2018년 12월초에는 간신히 $1,200/톤으로 끝났다.

중국 지린성의 생산 능력 200,000톤/년이 기술적인 근거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프로필렌옥사이드(PO) 가격은 12월말에 
다소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짧고 일시적인 급증일 가능성이 크며 시장 
심리으로만 제한된다”고 지역의 한 거래자가 말했다.

그 지린성 공장이 2018년 중 많은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었고 
2018년에 늦게 몇 주 동안만 가동된 후에 다시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장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
관리가능할” 수 있다고 그 동일한 거래자가 말했다.

“이 공장의 공급은 시장 수요 공급 펀더멘탈을 실질적으로 
이동시키기에 충분히 견고하지 않았다”고 중국에 기반을 둔 또 
다른 거래자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수요는 더 장기적이고, 프로필렌옥사이드(PO) 가격 
동향에 대한 더 큰 결정인자라는 시장 참가 업체들 간에 합의된 
시각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끓어오르는 동안은 특별히 
폴리올의 핵심 응용으로부터의 다운스트림 수요는 가까운 
시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 보인다.

프로필렌옥사이드(PO)는 폴리에스터 폴리올에 대한 핵심 
공급원료이다.

유연성 슬랩스톡 폴리올 등급은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TDI)와 결합되는 경우, 매트리스, 가구 및 자동차 시트용의 
폴리우레탄(PU) 발포제에서 판로를 찾는다.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03-Jan-2019

12-D
ec-2018

22-N
ov-2018

07-N
ov-2018

18-O
ct-2

018

03-O
ct-2

018

13-S
ep-2018

29-A
ug-2018

09-A
ug-2018

25-Jul-2
018

05-Jul-2
018

14-Jun-2018

30-M
ay-2018

10-M
ay-2018

25-A
pr-2

018

05-A
pr-2

018

21-M
ar-2

018

01-M
ar-2

018

14-Feb-2018

25-Jan-2018

10-Jan-2018

US
D/

to
n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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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S 데이터에 따르면, 유연성 슬랩스톡 카고는 2018년 12월에 
$1,600/톤 CFR 동남 아시아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5월에 있었던 
연중 고점보다 $250/톤 아래에서 거래되었다.

중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10 ~ 13% 폴리머 함량을 포함하는 
아시아산 폴리머 폴리올의 수입 가격도 연속으로 2018
년 동안 하락했고, 12월초에 평균 $1,750/톤 CFR 중동에서 
안정되었으며 이는 4월/5월에 있었던 $2,125/톤 CFR 중동에서 
하락한 것이다.

더 낮은 매도 호가에도 불구하고, POP 판매자들은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중동의 종 사용자 

발포제 메이커들은 가격이 2019년에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신규 구매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더 오랫동안 버티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는 나의 현재 재고를 가능한 한 많이 연장할 것입니다”라고 
두바이에 기반을 둔 한 입업자가 말했다.

“이것은 나쁜 주기입니다”라며 또 한 명의 지역 거래자가 
말하면서 “폴리올이 심한 가격 압박 하에 머문다면, 
프로필렌옥사이드(PO)도 함께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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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렌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MDI)  
및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TDI)
장기 공급과 부진한 수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프로필렌옥사이드

약한 수요가 2019년 초의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TDI) 가격은 
약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아시아에서 TDI 가격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년도 중반경부터 방향을 바꾸어 4분기 즈음에는 2년 
최저로 하락했다.

12월 20일에 끝나는 주에는, 동남 아시아의 수입 가격도 
$2,100/톤 CFR 동남 아시아에서 2018년 최저를 기록한 한편 
중국의 수입 가격도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이 가격들은 
2016년 5월 이후로 아시아에서 TDI 최저가였다.

2018년에, TDI 공급은 2018년 첫 분기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Sadara Chemical Co.의 TDI 공급망 속으로 진입함으로써 
증가되었다.

이 회사는 400,000 톤/년의 MDI 및 폴리에스터 폴리올과 
200,000 톤/년의 TDI를 생산할 수 있다.

Sadara의 TDI는 아시아에서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의 많은 
곳에서도 판매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2018년에도, BASF는 자신의 Ludwigshafen 공장에서 새로운 
반응기를 설치했고 독일에서 300,000 톤/년 공장에서 TDI 
생산을 재개했다.

이 두 사건들이 함께 결합됨으로써 TDI 가격을 BASF가, ICIS가 
이런 가격을 추적한 이후로 기록상 최고점인 약 $4,650/톤 CFR
로 거래했던 고점들로부터 끌어내렸다.

2019년에는, 한화와 OCI와 같은 생산자들이 11월과 12월에 
정기적인 유지보수 가동중단을 거친 후 생산을 재개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 압력이 조만간 있을 수 있다.

산동성에서의 Wanhua Chemical의 300,000 톤/년 TDI 
공장에서 10월에 생산을 시작하고 2018년 말경에 특가 생산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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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yanates TDI CFR Asia SE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Source: ICIS

Isocyanates TDI CFR China and Hong Kong Assessment 
Main Ports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중국과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에서 현재의 TDI 가격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Wanhua의 새로운 공급이 그곳에서의 가격의 추가 
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할 것이다.

그러나, 중동은 훨씬 더 작은 TDI 시장이며 Wanhua가 지금 
당장은 상당한 양을 그 지역에 할당할 것 같지는 않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구매자들이 계속 방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만 구매하기 때문에 10월과 11월에 보통 관찰되는 최고 
예상 수요 시즌이 생산자들을 엄청나게 실망시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앞으로 수주 동안 예상될 수 있다.

중국의 국내 위안화 표시 TDI 가격은 수요가 계속 부진함으로써 
판매자들로 하여금 입찰에서의 매도호가를 적절히 조정하여 더 
많은 판매를 마감하고 카고를 이동하도록 재촉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공장으로부터의 제품은 아직 검증되어야 하지만 
국내 거래자들 간의 재고가 11월 이후로 다시 보충되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요건이 나란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거래자들은 이제 다시 “쌓여가는 재고 압력으로부터 더 
공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중국의 한 TDI 
메이커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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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종 사용자는 판매가 계속 부진한 경우, “가격은 다가오는 
여러 주 동안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자신이 아직은 새 카고를 예약하기 위해 서두르는 입장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유사하게, 판매자들이 구매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매도호가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아시아의 다른 부분에서 동남 아시아와 
인도로의 TDI 수입 가격은 기본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주단위로 $50~100/톤 만큼 하락해왔다.

ICIS 데이터에 따르면, 누적적으로, 예를 들면, 동남 아시아로의 수입 
가격은 10월 말 이후로 거의 10% 이상 하락하여, 12월 5일에는 평균 
$2,200/톤 CFR(운임포함인도) 동남 아시아에서 안정되었다.

인도에서의 가격은 동남 아시아에서의 가격과 일치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인도의 상황도 더 나을 것이 없다.

발포제와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핵심 응용제품들로부터의 
주문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했기 때문에 동남 아시아와 
인도의 수요는 “보잘 것 없다”.

지역의 최종 사용자들이 수입 요구를 가질 수 있더라도, 신규 
TDI 카고에 대한 그들의 구매 생각은 “불균형적으로 약세”라며 
지역의 한 거래자는 안타까워했다.

대부분의 TDI 구매자들은, 공급이 중국에서 아마도 2019년 
초까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지는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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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Typically healthy spread

Typically unhealthy spread

Source: ICIS

Isocyanates TDI CFR Asia SE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 Toluene FOB South Korea Assessment Spot 
2-8 Weeks Full Market Range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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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올

n  메틸렌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MDI) 및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TDI)

n  폴리머릭 메틸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
(P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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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샘플 보고서 요청하기 데모 요청하기

연장이 중국에서의 국내 가격을 추가로 압박하고 달러 표시 
가격도 하락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여전히 유지했다.

구매자들의 신뢰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한, 시장 참여자들은 
TDI에 대한 가격 시장 심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훨씬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음 차트는 공급원료와 TDI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보여준다. 
차트는 공급원료 비용과 이소시아네이트 가격 간에는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약한 수요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이소시아네이트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한다.

https://icis-global.com/korea/request-demo/?channel=chemicals&commodity=polyurethane-chain&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PUchain_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Vay
https://icis-global.com/korea/request-demo/petchem-analytics/?commodity=polyurethane-chain&channel=chemicals&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PUchain_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V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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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릭 메틸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
(PMDI)
여전히 가격 압력을 받을 아시아와 중동의 PMDI

아시아와 중동에서 2018년은 또 한 번의 격동의 해였고 2019
년은 신년의 시작 시점에 가격은 여전히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동에서, PMDI 가격은 2017년 10월에 거래된 고점 이후로 
2018년에 이미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의 첫 3개월 이내에,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에서의 PMDI 가격은 약 15% 하락했고 그 하락은 2
분까지 지속되었다. 

중국의 수입 가격이 더욱 변동성을 띠었지만, 중국과 동남 
아시아에서의 가격도 2018년 내내 압력을 받은 가운데 그 
추세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의 수입 가격에 의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걸프협력회의(GCC)의 가격이 더 광범위한 중동 지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PMDI 가격은 2018년에 약 $3,250/톤 CFR(
운임포함인도) GCC로 시작한 다음에 3월말경에는 $2,750 CFR 
GCC로 하락했다.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China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USD/tonne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GCC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USD/tonne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Iran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USD/t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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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GCC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Iran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

PMDI PRICES IN CHINA AND MIDDLE EAST FOR 2018

Source: ICIS

8월 이후로, 걸프협력회의(GCC)의 PMDI 가격은 약간 더 빠른 
속도로 계속 하락했으며 그 후에는 12월 13일에 끝나는 주에는 
2018년에 기록된 최저 수준인  $1,475/톤 CFR GCC까지 
하락하여 거래되었다.

중동에서의 공급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두 주요 MDI 생산자들, 
즉 40,000 톤/년의 명목 생산 능력을 갖춘 이란의 Karoon 
Petrochemical Co과 400,000 톤/년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사우디 아라비아의 Sadara Chemical이 있다.

이 두 MDI 공장들은 가동 중이라고 생각되지만 가동률은 
공개적으로 알 수 없다.

2017년에 Sadara의 공급망 진입은 가격에 최소의 영향을 
미쳤다.

걸프협력회의(GCC)의 PMDI 가격은 2018년 후반기 내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가 업체들은 이것이 주로 
중국에서의 더 광범위한 가격 하락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급은 충분하고 수요는 안정적이다”라고 중동의 한 소식통은 
말했다.

“최종 사용자들은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말경에, Wanhua Chemical이 닝보에서 MDI 
공장들에서 유지보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완화되었다.

또한 대략 동일한 시점에, 한국 여수의 금호미쓰이 공장도 
해당하는 그 1개월 내내 산발적으로 지속된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GCC에서, PMDI 수요는 이 지역의 경제 활동이 더 광범위하게 
부진한 가운데 일반적으로 약세였다.

대략 201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줄어든 가용성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어떤 중요한 회복으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2019년초의 수 개월 동안 상당한 상승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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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월에 이란이 2015년에 6개의 다른 글로벌 강국들과 
체결한 핵협상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곳, 이란에게는 2018년도가 또한 중요한 해였다.

5월과, 11월의 새로운 제재의 완전한 이행 사이에, 이란으로의 
PMDI 수입은 상당 정도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몇몇 주요 아시아 공급자들은 이란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증가와, 이란을 오가는 물리적 카고의 선박 운송에 대한 더 
팽팽한 규제로 인해 이란 고객들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2018년에 자신의 PMDI 생산과 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자기 충족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내내 이란의 PMDI 수입 가격은 중동의 다른 부분에서의 
가격 동향을 추종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이 일부 국가들에게 
이란으로부터 여전히 원유를 구매하도록 허용할 제재 유보를 
승인했지만 금융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이란과 수출입을 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제재 유보가 주어지지만 아직은 아무도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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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올

n  메틸렌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MDI) 및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TDI)

n  폴리머릭 메틸 디 피 페닐렌 이소시아네이트
(P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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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샘플 보고서 요청하기 데모 요청하기

https://icis-global.com/korea/request-demo/?channel=chemicals&commodity=polyurethane-chain&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PUchain_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Vay
https://icis-global.com/korea/request-demo/petchem-analytics/?commodity=polyurethane-chain&channel=chemicals&cmpid=ILC|CHEM|CHCOM-2019-GLOBAL-SGC-AsiaPUchain_outlook_Korea_promo_pdf&sfid=7012X000001WV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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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대부분의 시장 참가 업체들은 PMDI 시장이 대개 
공급과잉상태라고 간주한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MDI 생산은 ICIS 공급 및 수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까지 8.65m 톤으로 예측된다.

소비가 그 시점에는 6.55m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약세가 될 것이아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11월에, 세계 최대의 MDI 생산자인 Wanhua Chemical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 세인트 제임스 페리시의 Convent를 자신의 
새로운 400,000 톤/년 MDI 공장을 위한 부지로 선택했다.

건설은 2019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동은 2021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공급이 증가할 것 같은 상황에서, 매도호가가 구매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줄어들면서, 아시아에서의 가격도 2019년에 
추가로 압력을 받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특별히 중국에서의 수요는 시간이 끌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의 추가적인 수출 기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 중국 공장들이 냉장고와 에어콘과 
같은 가전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소문이 생기면서, PMDI 
수요는 “극도로 부진”하다고 중국에 기반을 둔 한 거래자는 
인정하였다.

알려진 바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조사와 관련된 이유로 중국 텔레콤 메이저 기업 화웨이의 고위 
이사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12월 후에 무역 긴장이 새로워졌다.

얼마나 성과가 있는 후속적인 미중 무역 협상이 있을지에 대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그런 협상이 없으면 미국이 결국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몰아낼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남아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중국에서의 PMDI 수요는 
추가로 가라앉아서 가격에 대해 훨씬 더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차트는 공급원료와 걸프협력회의(GCC)의 PMDI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보여준다.

차트는 공급원료 비용과 이소시아네이트 가격 간에는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약한 수요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이소시아네이트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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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LS
CHINA PO UNDER PRESSURE ON LONG SUPPLY, SLUGGISH DEMAND

BY AI TENG LIM

China propylene oxide (PO) prices may stay capped in 

2019, unless demand from key application polyols could 

pick up sufficiently to absorb burgeoning supplies. PO 

supplies in Asia are set to grow in 2019, with several new 

plants coming on stream.

For instance, in the second half of 2018, South Korea’s 

S-Oil started up a new 300,000 tonne/year PO plant in 

Ulsan, and products were available for exports since 

November 2018, and set to grow in time, according to 

sources familiar with the matter.

Another new 120,000 tonne/year plant in Nanjing, China, 

owned by Nanjing Hong Bao Li, is also undergoing trial 

operations, and may be able to achieve on-spec production 

in early 2019, market sources said.

As for existing plant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Japan 

and China, most are running at healthy rates, and have no 

known maintenance plans in 2019.

PETROCHEMICALS ANALYTICS SOLUTIONS
Providing our customers with a 360-degree view of the market, ICIS complements 
each pricing subscription with these powerful tools:

n  Live Supply Disruption Tracker - real-time view of global supply, plant 
outages and start-ups for the next 12 months, plus the impact of these changes

n  Price Drivers Analytics - key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import/export 
parity, feedstock and downstream spreads, substitution trends and arbitrage/
netback data

n  A Quarterly Supply and Demand Outlook - Available for key chemical 
commodities

n  Live Disruptions Impact Tracker-  visualises supply disruptions using live 
data, as validated by ICIS production news with an impact view connects 
downstream shutdowns to show consumption capacity loss in real time

n  Price Optimisation Analytics- identifies net pric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factoring in freight and duties costs, to enrich the global picture of cross 
regional competition and import/export opportunities

n  Margin Analytics- breakdown of feedstock and other key variable 
manufacturing costs and co-product volumes and sales

PRICING INFORMATION
ICIS is the benchmark for independent 
and reliable price assessments for 
PU chain in Asia. Our reports provide 
expert commentary, historical prices 
and access to time-sensitive offers, 
bids and price movements to help you 
understand the key price drivers and 
market conditions, as well as enable 
you to settle contract prices confidently 
for all of the following commodities:

n  Polyols
n  Methyl Di-p-phenylene Isocyanate 

(MDI) & Toluene Di-Isocyanate (TDI)
n  Polymeric Methyl Di-p-phenylene 

Isocyanate (PMDI)

GET A 360 VIEW OF THE ASIAN POLYURETHANE CHAIN TO 
FACILITATE YOUR BUYING AND SELLING DECISIONS

Request a free sample report Request a demo

PO plant maintenances are typically conducted once in 

two years, and many regional plants went through their last 

overhaul in the first half (H1) of 2018.

The heavy wave of regional turnarounds in H1 2018 and 

ensuing tightness in regional PO availabilities had pu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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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prices to two-year highs during that period, market 

participants said.

ICIS data showed that, at its peak in H1 2018, PO trades 

fetched $1,725/tonne CFR (cost & freight) China, nearly 

5% more than the year-high of $1,650/tonne CFR China 

recorded in 2017.

But a repeat of this in 2019 seems unlikely, now that 

the supply constraints seen in H1 2018 have eased 

substantially, at a time when demand starts to whither 

under the impact of US-China trade rows.

According to ICIS data, PO prices nose-dived recently, with 

CFR China prices chalking up 30% of culmulative losses to 

finish at barely $1,200/tonne in early December 2018.

PO prices recovered somewhat in late December, as 

200,000 tonne/year of capacity in China’s Jilin Province 

was shut down on technical grounds.

But “this is likely a short and transient surge, and limited to 

sentiment only”, a regional trader said.

Substantive impact on market supply may be quite 

“manageable”, the same trader noted, as the Jilin plant had 

been shut for much of 2018, and only operated for a couple of 

weeks late in the year before it had to be turned off again.

“Supply from this plant has not been sufficiently entrenched 

yet for it to shift market supply-demand fundamentals 

substantially,” another China-based trader conceded.

Hence, the consensus view among market players 

remained that demand may in the longer run, be the bigger 

determinant for PO pricing trend.

And  it seems increasingly unlikely that downstream 

demand, especially from the key application of polyols, 

could recover in the near term, as long as the US-China 

trade spats continue to simmer.

PO is a key feedstock for polyether polyols.

The flexible slabstock polyols grade, when combined with 

toluene di-isocyanate (TDI), finds outlets in PU foam for 

mattresses, furniture and automotive seats.

Rigid polyols, when combined with polymeric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PMDI) is used in refrigerators as 

well as insul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US is hitherto a major outlet for China-origin PU 

products like car seats and refrigerators, and these are the 

same items, among many other related products, that the 

US had slapped with a 10% punitive import tariffs beginning 

August/September 2018.

The tariffs were scheduled to rise to 25% in January 2019, 

but is now put on hold until March 2019 following a 90-

day truce agreement reached between Presidents Donald 

Trump and Xi Jinping at the fringe of the November 2018 

G20 Summit in Argentina.

But the initial euphoria surrounding the truce agreement 

has fizzled out, as US-China tensions seem to renew 

on the December arrest in Canada of a senior executive 

from the Chinese telecoms major Huawei, purportedly 

for reasons linked to US probe on possible violations of 

sanctions against Iran.

As long as apprehensions continue to linger about the 

eventual escalation of US punitive import tariffs on PU 

products, regional foam and appliance makers “will go slow 

on their production, which means that off-take for polyols 

will not improve”, a polyols maker in China conceded.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03-Jan-2019

12-D
ec-2018

22-N
ov-2018

07-N
ov-2018

18-O
ct-2

018

03-O
ct-2

018

13-S
ep-2018

29-A
ug-2018

09-A
ug-2018

25-Jul-2
018

05-Jul-2
018

14-Jun-2018

30-M
ay-2018

10-M
ay-2018

25-A
pr-2

018

05-A
pr-2

018

21-M
ar-2

018

01-M
ar-2

018

14-Feb-2018

25-Jan-2018

10-Jan-2018

US
D/

to
nn

e

Polymer Grade 10.0-13.5% Polymer CFR Middle East Assessment Bulk Spot 0…

Polyols Flexible Foam - Slabstock CFR Asia SE Assessment Spot 4-6 Weeks …

Polymer Grade 10.0-13.5% Polymer CFR Middle East Assessment 
Bulk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Polyols Flexible Foam - Slabstock CFR Asia SE Assessment Spot 
4-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Source: ICIS



back to top ➔

Copyright 2019 Reed Business Information Ltd. ICIS is a member of RBI and is part of RELX Group plc. ICIS accepts no liability for commercial decisions based on this content.

Polyols prices have indeed slipped substantially in 2018 in 

southeast Asia, and may continue to trend down in 2019 on 

poor demand.

According to ICIS data, flexible slabstock cargoes traded 

at $1,600/tonne CFR southeast Asia in December 2018, 

$250/tonne below its year-peak seen in May.

The Middle East is not spared either - import prices for 

Asia-origin polymer polyols (POP) with 10-13% polymer 

content have also fallen in line during 2018, settling at 

an average of $1,750/tonne CFR Middle East in early 

December, down from a high of $2,125/tonne CFR Middle 

East seen in April/May.

Despite the lower asking prices, POP sellers said that they 

are still finding it hard to find takers, suggesting that end-

user foam makers in the Middle East believe prices could 

drop further in 2019 and want to hold out for longer before 

committing on fresh purchases.

“I will stretch my current inventories as much as possible,” 

one Dubai-based importer said.

“It is a vicious cycle,” another regional trader said, adding 

that “if polyols stays under fire, PO will suffer along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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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DI-P-PHENYLENE 
ISOCYANATE (MDI) & TOLUENE 
DI-ISOCYANATE (TDI)
ASIA TDI SOFTENING ON STABLE DEMAND OUTPACED BY SUPPLY

BY IZHAM AHMAD

Toluene di-isocyanate (TDI) prices in Asia are expected to 

be soft as weak dema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early 

months of 2019.

In 2018, TDI prices in Asia hit fresh all-time highs and then 

reversed direction from around mid-year to then fall to two-

year lows by the fourth quarter of the year.

In the week ended 20 December, import prices in southeast 

Asia also hit their 2018 lows at $2,100/tonne CFR SE Asia 

while import prices in China also traded similar levels. These 

were the lowest prices for TDI in Asia since May 2016.

In 2018, TDI supply received a boost with the entry of Saudi 

Arabia’s Sadara Chemical Co. into the TDI supply chain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The company can produce 400,000 tonnes/year of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 and polyether polyols and 200,000 

tonnes/year of TDI. Sadara’s TDI were heard to have been sold 

in Asia and in many parts of the Middle East and Africa as well.

Also in 2018, BASF installed a new reactor at its 

Ludwigshafen plant and resumed TDI output from its 300,000 

tonnes/year plant in Germany. These two events together 

combined to drag TDI prices down from the highs they traded 

at around $4,650/tonne CFR, the highest on record since ICIS 

began tracking these prices.

In 2019, further pressure could be forthcoming as 

producers such as Hanwha and OCI have resumed 

production after undergoing regular maintenance 

shutdowns in November and December.

More supply is expected this year with Wanhua Chemical’s 

300,000 tonnes/year TDI plant in Shandong province having 

started production in October with on-spec production 

expected to have been achieved by the end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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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current downtrend in TDI prices in China and the 

rest of Asia, it would be generally fair to assume Wanhua’s 

new supply could contribute to further declines in prices there. 

But the Middle East is a much smaller market for TDI and it is 

unlikely that Wanhua would allocate significant volumes to the 

region just yet.

More declines could be expected in the weeks ahead as the 

anticipated peak demand season usually seen in the months 

of October and November was hugely disappointing for 

producers as prices continued to slide and buyers remained 

on the sidelines, buying only on needs basis.

China’s domestic yuan-denominated TDI prices are coming 

off as demand continues to languish, prompting sellers to 

moderate offers in a bid to close more sales and move cargoes.

To date, products from the new plant have yet to be verified 

but stocks among domestic traders have been replenished 

since November.

And as downstream requirements failed to recover in tandem, 

traders are again now “feeling the heat from mounting inventory 

pressures to sell more aggressively”, a TDI maker in China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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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ales continue to languish, it is likely “prices could drop 

further in coming weeks”, an end-user said, adding that this 

means he is in no hurry to book fresh cargoes at yet.

Similarly, in other parts of Asia, TDI import prices into 

southeast Asia and India have essentially been dropping by 

$50-100/tonne on a weekly basis over the last few months as 

sellers dropped offers to stimulate buying interest.

Cumulatively, import prices into southeast Asia, for instance, 

have already lost over 10% since end October, settling at 

average of $2,200/tonne CFR (cost & freight) southeast Asia 

on 5 December, according to ICIS data.

The situation in India is no better either, as prices there 

moved in line with those in southeast Asia. Demand in 

southeast Asia and India is “paltry”, a trader said, as off-take 

from various key applications like foam or automotive has 

been much slower than expected.

Even if they may have any import requirements, regional 

end-users’ buying ideas for fresh TDI cargoes are 

“disproportionately bearish”, a regional trader lamented.

Most TDI buyers remain convinced that with supply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China, possibly by early 

2019, the ensuing length in supply would further suppress 

domestic prices in China, as well as drag US dollar-

denominated pricing lower too.

As long as buyers’ confidence stays low, market participants 

said that pricing sentiment for TDI is unlikely to strengthen 

much in the near term.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spread 

between feedstock against TDI prices. They show a narrowing 

spread between the costs of feedstock and the prices of 

isocyanates, reflecting the weak demand and hence the 

recent downtrend in isocyanates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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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IC METHYL  
DI-P-PHENYLENE ISOCYANATE (PMDI)
MIDDLE EAST PMDI TO REMAIN UNDER PRESSURE

BY IZHAM AHMAD

It has been yet another tumultuous 2018 for the 

isocyanates in the Asia and the Middle East and 2019 is 

likely to see further volatility with prices expected to remain 

under pressure at the start of the new year.

In the Middle East, polymeric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PMDI) prices started 2018 already under 

downward pressure after the highs traded in October 2017.

With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8, PMDI prices i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lost about 15% of their 

value and the decline continued into Q2.

The trend was mirrored to some extent by import values 

in China and SE (southeast) Asia with prices there also 

under pressure through 2018 although China’s import 

prices have been more volatile.

Taking prices in the GCC as representative of the broader 

Middle East region, PMDI prices started 2018 around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China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USD/tonne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GCC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USD/tonne

Isocyanates MDI - Polymeric CFR Iran Assessment Spot 
0-6 Weeks Full Market Range (Mid): USD/t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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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IS

$3,250/tonne CFR (cost & freight) GCC and then declined 

to $2,750 CFR GCC by end-March.

Since August, PMDI prices in the GCC continued to decline 

at a slightly faster pace before trading down to $1,475/

tonne CFR GCC in the week ended 13 December, the 

lowest level seen in 2018.

In terms of supply in the Middle East, there are essentially 

two main producers of MDI, namely Karoon Petrochemical 

Co. in Iran, with a nameplate capacity of 40,000 tonnes/

year, and Sadara Chemical in Saudi Arabia, with an annual 

capacity of 400,000 tonnes/year.

Both these MDI plants are believed to be running but 

operating rates are not publicly available.

Sadara’s entry into the supply chain in 2017 has had 

minimal impact on prices.

PMDI prices in the GCC were under downward pressure 

through the latter half of 2018 but most players said this was 

largely tracking a broader downtrend in prices in China.

“Supply is sufficient and demand is stable,” said a source in 

the Middle East. “End-users are waiting for prices to decline 

further.”

Toward the end of 2018, the decline in prices slowed as 

Wanhua Chemical started maintenance at its MDI plants in 

Ningbo.

Also around the same time, Kumhoi Mitsui’s plant in Yeosu, 

South Korea, also encountered some difficulties, which 

have sporadically persisted through the month.

In the GCC, PMDI demand has generally been soft amid 

broader slowdown in economic activity in the region.

Despite the reduced availability starting from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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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18, prices are not expected to see a 

significant boost in the early months of 2019 as demand 

has not shown signs of any major recovery.

Elsewhere in the Middle East region, 2018 was also an 

important year for Iran, as the US decided in May to 

withdraw from the nuclear deal Iran signed with six other 

global powers in 2015.

Between May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fresh sanctions 

in November, PMDI imports to Iran appear to have thinned 

out significantly.

Some key Asian suppliers said they had suspended 

dealings with Iranian customers due to increased 

restrictions over financial transactions with Iran and 

tighter regulations over shipping of physical cargoes to 

and from Iran.

Iran meanwhile appears to have stayed generally 

self-sufficient with regards to its PMDI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2018.

PMDI import prices in Iran through 2018 generally tracked 

the direction of prices in other parts of the Middle East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 so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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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9 many market participants said although the US has 

granted sanctions waivers that would allow some countries 

to still buy crude oil from Iran, the uncertainty over financial 

transactions remains in place.

“For now it is still impossible to import or export with Iran,” 

said one source. “Sanctions waivers are given but no one 

can trade yet.”

Longer-term, most players view the PMDI market as largely 

oversupplied.

In total, global MDI production is forecast at 8.65m tonnes by 

2020, according to the ICIS Supply and Demand Database.

With consumption estimated to be at 6.55m tonnes by that 

tim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e view that 

prices will soften.

In November, Wanhua Chemical, the world’s biggest MDI 

producer, announced that it selected Convent in St James 

Parish, Louisiana as the site for its new 400,000 tonnes/

year MDI plant.

Construction is expected to begin in 2019, and operations 

and is scheduled to begin in 2021.

With supply set to increase, prices in Asia also look set to 

be under further pressure in 2019, as offers are reduced to 

elicit buying interest.

However, demand especially in China, may not recover due 

to the lingering US-China trade dispute.

PMDI demand is “extremely slow”, a China-based trader 

conceded, as talk emerged that Chinese factories are 

cutting back on production of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nd air-conditioners, until they get more clarity on how 

future export opportunities to the US will pan out.

Trade tensions have renewed following the December arrest 

in Canada of a senior executive from the Chinese telecom 

giant Huawei, purportedly for reasons linked to the US probe 

on possible violations of the sanctions against Iran.

Many are now doubtful how fruitful subsequent US-China 

trade negotiations may be, failing which the stark reality 

remains that the US would eventually escalate import 

tariffs, squeezing out inflow of many China-origin products.

If this scenario materializes, PMDI demand in China could 

sink further, weighing down prices even more.

The chart shows the spread between feedstock against 

PMDI prices in the GCC. It shows a narrowing spread 

between the costs of feedstock and the prices of 

isocyanates, reflecting the weak demand and hence the 

recent downtrend in isocyanates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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