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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석유화학산업 현황
□ 석유화학산업 개요
ㅇ 석유화학제품은 석유 또는 천연가스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으
로서 연료 및 윤활유 이외의 화학적 용도에 쓰이는 제품을
의미함
- 플라스틱, 약, 비료, 살충제, 페인트, 비누, 세제 등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
ㅇ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임
- '19년 8월 기준 베트남 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올레
핀 생산력은 낮은 수준임
- 올레핀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의 소재로 쓰이며 올레
핀계 원료로는 프로필렌, 에틸렌, 부틸렌, 부타디엔 등이 있음
- 베트남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로는 폴리염화비닐(PVC), 폴
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 폴리스티렌
(PS), 발포폴리스티렌(EPS), 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BOPP) 등이
있음
ㅇ 자국 내 석유화학제품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베트남의 석유
화학품목 수입의존도는 높은 수준임
- '18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원료 수입량은 560만 톤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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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모는 91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관세청, 2019)
’14~’18년 베트남 플라스틱 원료 수입현황

자료: 베트남관세청, 2019

□ 베트남 내 석유화학단지
ㅇ 석유화학품목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은 석유화학
단지 건설을 장려하는 등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
이고 있음
ㅇ '19년 8월 기준 베트남 내에는 2개의 정유석유화학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1개의 석유화학단지가 건설 중임
- BSR(Binh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과 NSRP(Nghi Son
Refinery & Petrochemical)가 각 1개의 정유석유화학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LSP(Long Son Petrochemicals)가 1개의 석
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 있음
ㅇ (BSR) 국영석유가스회사 Petro Vietnam(PVN)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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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R은 연간 원유가공능력 650만 톤 규모 정유석유화학단지
를 운영함(BSR 공식홈페이지)
- 베트남 중부 Quang Ngai성(省)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투자액
은 30억 달러에 달함
- BSR이 생산하는 연료제품으로는 가솔린, 디젤, 연료오일, 액
화석유가스(LPG), 제트 연료유, 연료유 등이 있음
- BSR이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으로는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있음
ㅇ (NSRP) 베트남 북부 Thanh Hoa성에 위치한 Petro Vietnam(베
트남),

Kuwait Petroleum Europe(쿠웨이트), Idemitsu Kosan

(일본), Mitsui Chemicals(일본)의 투자로 설립된 합작법인
- 연간 원유가공능력 1,000만 톤 규모이며

총 투자비는 약 90

억 달러에 달함
- NSRP가 생산하는 연료제품으로는 디젤, 가솔린, 액화석유가
스(LPG), 제트 연료유 등이 있음
- NSRP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으로는 프로필렌, 폴리프로필
렌, 파라자일렌 등이 있음
ㅇ (LSP) 태국 최대 민영기업 Siam Cement Group(SCG)의 베트
남 투자법인임
- LSP가 베트남 남부 BaRia-Vung Tau성에 건설 중인 석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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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지는 '23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
- LSP의 석유화학단지는 완공 시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95만
톤,

연간

프로필렌

생산능력

40만

톤에

달할

예정임

(FitchSolutions, 2019)
- LSP의 석유화학단지 건설프로젝트 투자비용은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내 운영건설 중인 석유화학단지 현황
석유화학단지
No.

운영건설

제품별 연간 생산능력

생산제품

(단위: 천톤)

기업명
1

2

3

BSR

NSRP

LSP

준공연도

프로필렌

136-150

2011

폴리프로필렌

135-150

2011

프로필렌

150

2019

폴리프로필렌

370

2019

파라자일렌

680

2019

벤젠

200

2019

에틸렌

950

2023*

프로필렌

400

2023*

고밀도 폴리에틸렌

450

2023*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500

2023*

폴리프로필렌

400

2023*

자료: Fitch Solutions & 각 회사별 공식홈페이지, 2019. *: LSP는 '23년 준공 예정

ㅇ 그 외 베트남 내 석유화학기업으로는 Vinachem, Formosa,
Phu

My

Plastics

＆

Chemical,

TPC

Vina

Plastics

&

Chemical, Polystyrene Vietnam, Youl Chon Vin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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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전망
ㅇ BSR와 NSRP가 운영 중인 정유석유화학단지와 LSP가 건설
중인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향후 수년 간 베트남 내 추가적
으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내 석유화학단지 조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정
유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3건이 취소된바 있음
- 취소된 3건의 프로젝트는 Nam Van Phong 정유석유화학단
지 프로젝트, Vung Ro 정유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Nhon
Hoi 정유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임
ㅇ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세로 인해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8년 베트남 제조업 생산액은 '17년 대비 13% 증가한 381억
달러에 달함 (VND/ USD=23,280) (베트남통계청, 2019)
ㅇ 베트남 건설업의 성장세는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
질 것으로 보임
- 건설기업들은 폴리염화비닐로 제작한 PVC파이프의 주요 소
비층임
- '18년 베트남 건설업 생산액은 '17년 대비 9.2% 증가한 139억
달러에 달함
ㅇ 한편, 프로젝트 지연 및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의 가능성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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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석유화학산업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LS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는 수년간 지연된 끝에 사업 예산
이 45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급상승함
- 사업초기,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국영 석유회
사 Qatar Petroleum은 LSP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LSP 프로
젝트에 참여했음
- '15년 부지 소유권 분쟁 및 LSP의 주주들 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Qatar Petroleum은 LS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함
- '18년 Siam Cement Group가 Qatar Petroleum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분쟁 및 갈등이 해결된 후에야 해당 프로젝트가 재
개됨

3. 한국기업의 시사점
ㅇ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플라스틱 원료 수입대상국임
- '18년 베트남의 對한국 플라스틱 원료 수입량은 95만 4,271
톤에 달했으며 수입규모는 17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관세
청, 2019)
ㅇ 한국기업은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17년 효성화학은 동남아 지역 폴리프로필렌(PP) 수요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남부 BaRia-Vung Tau성에 PP 원료인 액화석유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6 -

가스(LPG)저장시설 및 PP 공장 구축에 12억 달러를 투자함
- PP 생산능력 연 60만 톤 규모인 해당 공장 완공 시, 효성화학
의 전체 PP 생산능력은 연 120만 톤 수준으로 기존의 2배 수
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한국 건설기업이 베트남 석유화학산업 주요 건설프로젝트 수
주에 성공함
- '13년 SK건설과 GS건설은 NSRP가 발주한 21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정유·석유화학플랜트 신설 공사를 공동 수주함
- LSP가 '18년 발주한 석유화학단지 사업을 SK건설(에틸렌플랜
트)와 포스코건설(기타 유틸리티 설비)이 수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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