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아마이드

저가공격에 무대응 수수방관은 금물
국내 PA(Polyamide) 시장은 수요 신장률이 PA 6 시장점유율(2007)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저가공세
(단위: M/T)
로 글로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
내수판매
점유율
구 분
Rhodia
36.0%
20
000
만 정작 글로벌기업들은 저가경쟁에 대응하지
DuPont
34.2%
19
000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BASF
12.6%
7 000
중소기업들은 원료 조달 문제로 고전할 수밖에
코오롱
10.8%
6 000
없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클레임(Claim)
KEP
4.5%
2 500
기
타
1.8%
1
000
이 발생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굳
합 계
100.0%
55
500
이 마진확보에 급급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공급제품이 이미 자동차 시장 PA 66 시장점유율(2007)
(단위: M/T)
에 납품되고 있으며 1-2년간 안정적인 공급이
내수판매
점유율
구 분
이루어지면 자금력과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기
BASF
36.4%
11 000
때문에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
Rhodia
21.5%
6 500
되고 있다.
코오롱
13.9%
4 200
DuPont
국내 PA 시장은 Rhodia의 PA 66 Base
8.3%
2 500
KEP
6.6%
2 000
Resin 신증설이 완료돼 2007년 말부터 본격
기 타
13.2%
4 000
가동하고 있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합 계
100.0%
30 200
PA 66 Base Chip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수가격이 좋지 않아
Rhodia가 컴파운드용으로 자가소비하고 남는 세계 PA 6 및 PA 66 중합능력(2006)
(단위: 1000M/T)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진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
N6
N66
구 분
나고 있다.
미 국
500
302
Rhodia는 온산에서 원료인 아디핀산(Adipic
유 럽
260
478
일 본
65
150
Acid)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어 PA 66 폴리머
아시아
35
290
생산라인의 수직계열화를 갖추고 있다.
합 계
860
1 220
중 국 에 서 도 PA 66의 또 다 른 원 료 인
HMDA(Hexamethylene Diamine) 플랜트
를 2009년 가동할 예정이어서 아시아 시장에 자동차 수급동향
(단위: 대, %)
서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상당한 경쟁력
생 산
내 수
수 출
구 분
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 수 증감률
대 수 증감률 비 중
대 수 증감률 비 중
미국 DuPont이 상품화시켰던 나일론수지 2001 2 946 329 ▽5.4 1 451 450 1.5 49.3 1 501 213 ▽10.3 51.0
(Nylon Resin)는 다른 폴리올레핀보다 견고 2002 3 147 584 6.8 1 622 268 11.8 51.5 1 509 546 0.6 48.0
해 성형용 EP(Engineering Plastic)로 각광 2003 3 177 870 1.0 1 318 312 ▽18.7 41.5 1 814 938 20.2 57.1
2004 3 649 464 14.8 1 093 652 ▽17.0 30.0 2 379 563
31.1 65.2
받고 있으며, 내마모성과 내열성, 내약품성, 강 2005 3 699 350 1.4 1 142 562 4.5 30.9 2 586 088 8.7 69.9
도, 윤활성 등이 뛰어나 자동차 내장부품과 각 2006 3 840 102 3.8 1 164 454 1.9 30.3 2 648 220 2.4 69.0
2007 4 086 308
4.7 29.8 2 847 138
7.5 69.7
6.4 1 219 335
종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PA 6(Nylon 6)는 카프로락탐(Caprolactam)
을 중합해 제조하고 PA 66(Nylon 66)는
HMDA와 아디핀산을 중합해 생산하는데, PA 66가 PA 6보다 물성 및 내열성, 탄성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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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세계 PA 6 및 PA 66 수요비중(2006)

코오롱이 유일한 생존자

구 분
생산능력(1000M/T)
형 태

국내 EP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LG화학이 1998년 9월
PA 사업부 지분 50%를 Honeywell에게 매각
했고, 효성도 1999년 PA 사업부를 Rhodia에
게 매각했으며, 2000년 1월에는 Honeywell
이 고합엔프라를 인수함에 따라 PA 시장은 코
오롱이 유일한 국내기업으로 남게 됐다.
국내 PA 시장은 코오롱을 주축으로 Rhodia,
DuPont, BASF, KEP(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
틱) 등 글로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PA 6 Base Resin은 코오롱, 효성, KP케미칼
의 화섬 플랜트에서 섬유설비 중 일부를 활용하
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라인 가동을
변경할 수 있고, PA 66 Base Resin은 국내
플랜트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PA 컴파운드 생산능력도 EP 중합설비로
시장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
확한 생산능력 파악이 무의미하지만 컴파운드
중합능력은 2007년 기준 코오롱 1만8000톤,
Rhodia 3만6000톤, 한국BASF 1만6000톤,
DuPont 1만5000톤으로 총 8만5000톤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A 6의 내수시장 판매 점유율은 2007년 기준
Rhodia가 2만톤으로 36.0%, DuPont이 1만
9000톤으로 34.2%, BASF가 7000톤으로
12.6%, 코오롱이 6000톤으로 10.8%, KEP
가 2500톤으로 4.5%, 기타가 1000톤
(1.8%)으로 나타났다.
PA 66는 BASF가 1만1000톤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36.4%로 1위이며 Rhodia가 6500톤
으로 21.5%, 코오롱이 4200톤으로 13.9%,
DuPont이 2500톤으로 8.3%, KEP가 2000
톤으로 6.6%, 기타가 4000톤으로 13.2%를
차지했다.

용 도

사출성형
압출성형
자동차
전 기
기 기
모노필라멘트·필름
기 타

PA 6

PA 66

1 220
70%
30%
34%
8%
18%
30%
10%

860
95%
5%
50%
30%
20%

세계 PA 6 및 PA 66 수요 변화
(단위: 1000M/T)
구 분
Nylon 6
Nylon 66
합 계

2005

2006

2007

1 020
875
1 895

1 070
910
1 980

1 130
950
2 080

† 2007년은 추정치

세계 PA 6 및 PA 66 수요현황(2006)
(단위: 1000M/T)
구 분
미 국
유 럽
일 본
아시아*
합 계

PA 6

PA 66

합 계

310
420
120
220
1 070

380
320
80
130
910

690
740
200
350
1 980

* 기타 포함 † 컴파운드 포함

카프로락탐 가격추이
달러/MT
2600
2500

CFR FE Asia

2400
2300
2200
2100
2000
1900

2006.1

5

7

9

2007.1

5

7

9

2008.1

글로벌기업 속 탄다!
이폴리머, 데스코, 코프라 등을 중심으로 중·소형 PA 컴파운드 생산기업들이 자동차 시장까지 진출해 주목되
고 있다.
자동차기업에서 요구하는 Spec에 맞는 PA 컴파운드를 생산해 글로벌기업들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
로 품질은 떨어지지만 저가공세를 퍼부어 DuPont, Rhodia 등의 수요처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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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기업들은 저가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초고유가 시대에 원료가격 강세로 제조코스트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익이 남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대응
할 수 없어 일단 후퇴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고급원료를 조달할 수 있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중국, 유럽, 러시아 등
으로부터 저급원료를 구매해 PA 컴파운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뒤쳐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급원료는 중국의 컴파운드 생산기업들이 모두 싹쓸이할 정도로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구매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코오롱 및 국내 진출한 글로벌기업들도 고급 그레이드용 생산에는 고급원료를 사용
하지만 저급 그레이드에는 저급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상
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자동차 시장의 Spec을 맞춰 진출한 것만으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1-2년간 안정
공급이 이루어지면 노하우가 축적되고 자금력이 충분해지면서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
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LFT PP 등살에 장기전망“암울”
PA 국내수요는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연평균 5% 정도 신장했지만 전방산업의 해외생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장률이 2% 내외로 둔화돼 2007년 국내수요는 7만5000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 1대 생산에 사용되는 PA는 평균 12-13kg으로 PA 66는 PA 6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가전제품에는 불
리하지만 전기적 특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적합해 7-8kg 가량 소요되고 PA 6는 6-7kg 적용되
고 있다.
자동차에 사용된 PA 국내수요는 2007년 5만6000톤 수준으로 PA 6 2만4000톤, PA 66 3만2000톤으로 나
타났다.
PA 관계자는“2008년 PA 국내수요는 자동차 외에는 성장을 견인할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증가
에 따라 소폭 신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다만,“2008년 자동차 생산대수가 420만대로 3%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PA 채택률이 낮아지고 있어 자동
차용 PA 수요증가율이 3%에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생산대수는 2004년 364만대, 2005년 369만대, 2006년 384만대, 2007년 408만대로 신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PA 채택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용 PA 수요감소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자동차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PP(Polypropylene) 컴파운드를 채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요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PA 가격은 2007년 기준 kg당 최저 3000원에서 최고 4500원 사이를 형성한 반면 PP 컴파운드는 1800원에
서 2000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다만, PP 컴파운드는 가격이 저렴해 PA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강도 및 내열성이 PA보다 20% 이상
떨어져 대체전환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하지만, LFT(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s) PP는 팔레트(Pallet) 길이가 단섬유를 이용한 컴파
운드에 비해 10배나 길어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며 PA 수준의 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격이 불가
피한 실정이다.

Rhodia, 완벽한 수직계열화 구축
Rhodia가 아시아 PA 6 및 PA 66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4000만유로를 투자해 온산에 4만8000톤의 PA 66 Base Resin 플랜트를 건설해 2007년 말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시장은 PA 66 Base Resin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해 컴파운딩해왔다.
하지만, 4만8000톤의 PA 66 Base Resin이 출시돼도 국내 컴파운드 생산기업들의 PA 66 Base Resin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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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내 PA 시장은 공급과잉인 반면 중국은 수급이 타이트하고 내수가격보다 10% 이상 높아 Rhodia가 컴파운드
용으로 자가소비하고 남는 잉여물량을 중국 및 인디아, 동남아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다.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면 국내 컴파운드 생산기업들에게 판매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수판매할 메
리트가 없으며 국내 컴파운드 생산기업들도 Rhodia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hodia는 온산에서 아디핀산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어 PA 66 생산라인의 수직계열화를 갖추었다는 점
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완벽한 수직계열화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PA 66 시장점유율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더욱이 중국에는 PA 66의 또 다른 원료인 HMDA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9년 가동할 것으로 알려져 아
시아 시장에서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게 된다.

자동차 반발에도 가격 5% 인상
PA 생산기업들은 2006년부터 지속된 원료코스트 압박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국내 자동차기업
들의 가격인하 요구가 거세 난항을 겪고 있다.
2000년에는 PA 6와 PA 66의 내수판매 가격이 kg당 5000원 이상이었지만 2005년에는 3300-3500원,
2006년에는 3000-3300원 수준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료인 카프로락탐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신장하는 추세여서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이다.
특히, 2008년 개최된 베이징(Beijing) 올림픽과 2010년 개최될 상하이(Shanghai) EXPO 등으로 중국수요
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계적으로 수급타이트 지속이 확실시되고 있다.
PA 가격은 2007년 최저 2800원에서 최고 4200원 사이를 형성했고, 2008년 들어 kg당 200원 이상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용이 PA 수요비중 1위
PA는 뛰어난 물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돼 5대 EP 중 하나로 급부
상하면서 현재 세계 수지 생산량의 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로 의류용·산업용 섬유로 사용됨과 동시에 성형재료로도 활용되는 대표적인 EP로 생산량이 23
만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PA 6·66은 자동차용이 최대 수요처로 압출·필름, 전기·전자, 기계용 등이 뒤를 잇고 있다.
PA 6는 비교적 흡수성이 높고 고강도에 코스트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출성형제품이 자동차, 기계, 전기부품 등
기능부품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리섬유 강화재가 자동차용의 흡기 매니홀드에 채용되면서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다.
또 압출성이 우수해 필름·모노필라멘트 등 압출성형 분야에서 채용이 활발하고, 특히 식품포장용 필름은 가스
차단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이 평가돼 세계적으로 안정된 수요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PA 66는 PA 6보다 내열·기계적 특성이 뛰어나 주로 사출성형용으로 사용되며, 특히 자동차 및 전기·전자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밖에 융점 및 흡습성이 낮은 PA 11·12를 비롯해 각종 공중합 나일론이 제품화되면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또 전기·전자용 커넥터 분야에서는 납프리핸더 대응 SMT(표면실장기술)의 고융점화가 요구되면서 PA 6T,
PA 9T, PA 46 수요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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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채용 확대에 중국이 성장 견인
세계 PA 6·66 시장은 미국의 IT 불황, 9.11 테러의 영향으로 2001년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2002년 IT 관련
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자동차 시장의 확대 및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현재 연평균 4-5% 신장하고
있다.
2006년에는 원료가격 급등 파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흡기 매니홀드 등 대형부품의 채용이 확대되
고,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포장용 필름 및 전기·전자용 수요가 늘어 PA 6·66 모두 4%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자동차·필름용이 호조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용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3% 증가에 그쳤다.
유럽·미국은 자동차용이 꾸준히 증가해 4%를 기록했고, 중국도 13%로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용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약 7% 증가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PA는 일본의 수요 신장률 둔화, 유럽·미국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이 급성장해 자동차 관련 및 포
장용 필름, 전기·전자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연평균 5%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프로락탐, 2009년까지 수급타이트
카프로락탐은 2009년까지 수급타이트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증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타이완·중국의 신규 PA 중합 플랜
트 가동률이 95%에 달할 것으로 보여 세계적인 수급타이트가 예상된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의 장기화로 벤젠(Benzene), 카프로락탐, 아디핀산, HMDA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PA
6·66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PA 생산기업들은 원료가격 상승분 반영에 적극적이다.
또 자동차, 전기·전자 생산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해외에 컴파운드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 자동차기업들이 Hunan 및 Hudong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의 외장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PP,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컴파운드 등 범용제품을
비롯해 엔진 주변의 대형부품, 냉각수, 전장부품 등의 EP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현지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기술·친환경 등 신기술 도입
PA는 소재 개량 및 고성능화를 위해 사출성형할 때의 하이사이클화 및 장기내열성·난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흡습에 의한 치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수지와 병용하거나 엘라스토머(Elastomer) 성분을 첨가해 충
격강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Alloy화·복합화 기술 진보에 의해 차단성 향상에 성공함으로써 자동차 연료계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강성·
외관성을 높인 금속 대체용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나일론에도 나노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특성이 시현되고 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난연 그레이드이면서 친환경적인 비 할로겐, 비 적린(Red Phosphrus) 특성이 요구되
고 있어 개발이 한창이다.
납프리핸더 대응 SMT 부품에서는 고융점 나일론인 PA 6T, PA 9T, PA 46 수요가 확대돼 PA 생산기업들은 독
자적인 원료 조성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흡기 매니홀드 등 대형부품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량화·연비향상에 의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감축이 진행되고 있어 친환경 비석유계 원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주까리를 원료로 한
PA 11, PA 610 등이 주목받고 있다.
또 CAE(컴퓨터 이용 공학) 해석기술, 접합기술을 통한 대형부품의 모듈화·수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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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PA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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