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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중국 시세 정보 서비스 입니다 

 

 
News 

*이하 정보는 Chemnet.com Korea 에서 제공합니다.  

*이하 정보는 Chemnet.com Korea 의 전문 기사로서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SUMMARY:   

폴리프로필렌(PP):  목전 시장으로 보면 4 월의 폴리프로필렌의 시장 제품량이 긴장될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중 

호모폴리프로필의 제품량이 극부족은 미래 시장에 영향주는 중요한 인소로 되겠다. 수입제푸의 공급이 긴장되고 

있다. 더우기 3 월 PP 수입수량의 정책이 출도된후 시장의 제품량에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화하였다.  공급이 적은 

시세가 단기일내에 개변되기는 어려우며, 이로하여 폴리스틸렌 시장에 약간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하류 

생산업체들의 수요가 개변이 없는 상황에서 반등 폭도가 크지 않을것으로 예견된다.  

폴리에틸렌(PE)  :  목전 중국국내 폴리에틸렌 시장의 교역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여 있으며, 가격이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압폴리에틸렌의 화물량이 적은 영향으로 가격이 약간 인상되였다. 4 월분 폴리에틸렌 시장 가겨은 

전체 적으로 안정을 유지 할것이며, 부분적 품목 예를 들면 저압연신용 등 부분적 상품은 가격 인상의 여지가 

있으나, 하류 생산업체들의 수요가 개변이 없으며, 수입제품의 집중교역으로 인한 4 월 중기 수입제품의 도착등 

원인으로 금후 시장형세가 너무 낙관적은 아니다.  

 

폴리에틸렌(PE) 

중국구매상들이 4 월 수입제품을 구하고 있는중  HDPE 가격이 인상 

제공：ChemNet 전문기사, 무단 복제는 금지 되여 있습니다. 발표날짜：2006-04-03 

중동 다수의 생산업체에서의 LLDPE 생산장치가 검사수리를 진행하면서 4 월달 화물공급이 

긴장하게 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Kamyu Olefin 회사에서는 3 월말에 기하의 218,000 톤의 

LDPE 생산장치와 89 만톤의 장치에 대하여 정차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외 중국 구매상들이 

4 월 선적 화물을 급구하면서 HDPE 가격이 증가되였다. 중동의 한 생산업체에서 4 월의 

HDPE 필름 견적을 1100$/톤 CFR 중국으로 내였으며, 한국의 한 생산업체에서의 견적은 

1130$/톤 CFR 중국으로 되여 있다. 구매업체에서의 카운터오퍼는 1080$/톤 CFR 중국으로 

내였었다.  이외 일부 중국의 구매상들은 1110$/톤의 가격에 구매하려는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HDPE 사출용의 카운터오퍼는 1090$/톤 CFR 중국 4 월선적으로 되여 있으며. HDPE 

블로우 제품의 수요가 금상승하면서  한국의 HDPE 블로우 견적은 1130$/톤 CFR 중국으로 

되여 있으며, 태국의 한 공급업체에서의 영업가격은 1130$/톤 CFR 베트남으로 되여 있으나 

구매상들의 카운터오퍼의 가격은 1100$/톤 CFR 동남아 이하이다.  

폴리스티렌(PS) 

3 월 러시아의 PS 가격이 변동, 부분 규격의 제품이 등락이 있었습니다. 

제공：ChemNet 전문기사, 무단 복제는 금지 되여 있습니다. 발표날짜：2006-03-30   

3 월 러시아의 폴리스틸렌의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 일부 규격의 제품 가격에 등락이 있었다. 

“스타이루워이터”에서 생산하는 모든 폴리스틸렌 제품의 가격이 1000 루블/톤 인하되였으며, 

동시 “유크스”회사에서는 기하의 안쟈얼스축합공장에서 생산한 폴리스틸렌 PCB-CB-HM 

-15/20 의 가격을 매톤 1500 루블 인상하기로 하였다. 기타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상들의 견적은 주로 36400 루블-39500 루블사이로 되여 있다.  

 4 월 “스타이루위이터”회사에서 생산하는 통용폴리스틸렌의 가격은 약 1000 루블/톤 

하락될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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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세 정보 

폴리프로필렌(PP) 

06 년 04 월 03 일 중국내 구역별 폴리프로필렌 시장시세  

발표날짜: 2006-04-03 

생산업체 규격 가격(위엔/톤) 비고 

화북(华北)시장 T30S  10900  시장가격 

T30S  11200  시장가격 

F401  11300  비교적 낮은 가격 화동(华东)시장 

F401  11600  비교적 높은 가격 

T30S  11100  시장가격 

Z30S  11250  시장가격 화남(华南)시장 

F401  10500  시장가격 

  

 

폴리에틸렌(PE) 

 

중국내 석유화학 LLDPE 원료 출하가격 시세표  

발표날짜: 2006-04-05                                                                       단위: 위엔/톤 

생산업체 규격 3-30 출하가격 3-31 출하가격 4-3 출하가격 4-4 출하가격 4-5 출하가격 비고 

모오밍석유화학 

(茂名石化) 
7042 11000 11000 11000 11000 11100   

광저우석유화학 

(广州石化) 
7042 11000 11000 11000 11000 11100   

양즈석유화학 

(扬子石化) 
7042 11100 11100 11100 11200 11200   

치루석유화학 

(齐鲁石化) 
7042 11100 11100 11100 11200 11200   

지린석유화학 

(吉林石化) 
7042 11260 11260 11310 11310 11310 재고 부족

다칭석유화학 

(大庆石化) 
7042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중위안석유화학 

(中原石化) 
7050 11050 11050 11050 11150 11150   

텐진연합  

(天津联合) 
9020 11150 11150 11150 11250 11250 재고 부족

이상 이번주 시세정보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Chemnet Korea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