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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산업의 시장구조와 향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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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특징과 산업구조5)

○ 수출입이 어려운 내수산업  

- 시멘트의 특성상 장기 장이 어렵고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수출이 어려운 

내수산업 

․2000년 이후 국내 시멘트사의 체 출하량에서 수출비 은 10.0% 미만이며 최

근 들어 감소추세 

․수입량도 국내 시멘트 출하량 비 10.0% 미만이며 ’05년을 정 으로 감소 추세 

․향후에도 내수 주의 산업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망 

국내 시멘트 산업 수출 비  추이 연도별 국내 출하량 비 수입량 비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09년은 11월까지 수량)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09년은 11월까지 수량)

* 본고는 산은경제연구소 조경진 선임연구원이 집필하 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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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인 과 체제 

- 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체제가 없어 타 산업 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2000년 이후 국내 시멘트산업도 메이  7개사가 체 국내 시장의 85.0% 이상

을 유하며 큰 변동이 없는 구조  

상  7개사 시장 유율 총합 추이        

(단  : %)   

03 04 05 06 07 08 09

유율 88.6 85.8 86.3 87.6 88.4 89.2 90.5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 (’09년은 2분기까지 기 )  

○ 산업주기상 성숙기에 진입 

- 경제발  기단계에 높은 수요증가율을 나타내나 기간설비가 확충되고 산업의 

구조가 선진화되면 수요가 둔화됨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다가 GDP 2만달러 에서 

1인당 약 1톤을 정 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임 

시멘트 소비/인  GDP/인(2006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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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한국양회공업 회

- 국내시장도 ’06년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1톤 수 에 근 하여 차하향 추세로 

진입 

․’05년 이후 국내 1인당 시멘트 수요는 소폭 상승하 으나 이는 1인당 GDP 증

가율 비 낮아 정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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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당 GOP와 시멘트 소비량 추이

  

자료 : IMF, 한국양회공업 회

○ 표 인 기간산업 

- 건설부분에 기 원자재를 공 하는 표 인 기간산업으로 건설경기와 한 

연 성을 보임 

․시멘트 수요는 부분 건설경기와 연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계 으로 편 도

도 높은 1년  10～11월에 매가 편 되고 1～2월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시멘트 수요와 주택건설인허가 건수는 ’03년을 정 으로 차 감소하는 추세가 

동일

․’07년과 ’08년 월별 시멘트 수요 추이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임 

국내 시멘트 수요 vs 건설착공면  추이 국내 시멘트 월별 수요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양회공업 회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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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 지 소비  공해산업 

- 제조시 에 지가 많이 소요되는 에 지 다소비산업이며 생산의 지역  편재 등

으로 물  수송에 한 운송비도 요 

․기술  특성이 단순하여 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우며 원재료 확보에 한 입지

가 제한 임 

- 시멘트 1톤 생산시 CO2도 1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

되는 공해산업으로 인식 

․일본의 경우 산업 체 CO2 배출량  시멘트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4.4%로 

매우 높은 수  

․환경규제 강화 추세속에서 공해감축 노력은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망 

Ⅱ. 국내 시멘트 산업 황 

○ 국내 시장 규모  

- ’09년 기  연간 5,000만톤 수 이며 액으로 약 3.3조원 규모로 상

․’03년 이후 하락하여 ’06년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을 형성

한 후 소폭 반등하여 ’09년까지 정체 상황 

․’09년 경기침체 등의 향으로 수요는 년 비 3.2% 감소세를 보 으나 ’09년 

상반기 가격인상 효과로 시장규모는 17.8% 증가 

국내 시멘트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09년 12월은 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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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가격은 ’06～’08년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반 인 시장가격이 ’05년 톤당 

63,200원에서 ’08년 54,300원으로 하락

․’06년 이 까지 가격이 유지되었던 이유는 업체간 과 형성을 통한 자율 인 

출하량 조  때문 

․’06년 외국계 라 즈 한라시멘트의 유율 확 정책에 따라 가격경쟁이 시작되

어 반 인 시장가격도 하락  

․’08년부터 되어왔던 운임 증가, 유연탄 가격상승 등의 인상요인을 이유로 ’09

년 3월 54,000원 에서 67,000원 로 가격인상 단행  

국내 시멘트 연도별 내수가격

(단  : 원/톤)

’01 ’02 ’03 ’04 ’05 ’06 ’07 ’08 ’09

가격 60,000 62,500 63,600 63,400 63,200 54,600 52,000 54,300 67,000

자료 : 업계자료

○ 국내 시멘트 산업구조 

- 규모 장치 산업으로서의 높은 진입장벽과 7개 형사 주의 과 구조로 타 

산업 비 안정 인 시장분할

․업체간 출하량 조  등으로 장기간 안정 인 과 상황을 유지 

․’05년 라 즈 한라시멘트가 공격 인 시장 확 로 ’04년도 9.9%에서 ’08년 

13.0%까지 유율을 늘렸으나 반 인 유율에 큰 변화는 없었음 

국내 시멘트사 유율 추이

(단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용 23.4 23.5 24.7 25.0 24.4 24.2 

동 양 16.0 15.2 15.3 15.8 15.6 15.7 

한 라 9.9 10.0 11.9 13.0 12.7 13.0 

성 신 13.9 12.5 11.6 11.4 11.7 11.3 

한 일 9.7 9.5 8.5 8.6 9.5 10.1 

9.9 9.4 9.0 8.7 9.1 9.5 

아 세 아 5.8 5.7 5.3 5.1 5.4 5.4 

기 타 11.4 14.2 13.7 12.4 11.6 10.8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 

- 업체간 생산제품의 차이가 없으며 원가의 차별화도 어렵기 때문에 원가경쟁력

을 바탕으로 한 시장 유율 확 경쟁의 유인이 없어 장기간 과 체제 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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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 음 

․원가구조면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 이 높고 업체간 감가상각비와 같은 재

무상의 차이 외에는 차별성이 없음 

국내 시멘트 원가 내역 추정 

재료비 감가상각 력비 운임 노무비 기타

비율(%) 53 19 7 5 8 8

자료 : 업계자료 

- 따라서 수요와 원가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결국 공 자간의 경쟁구도가 산

업의 시황을 결정 

․’05년 이후 국내 수요가 증가하 으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여 수요와 가격은 

큰 연 성이 없었음 

․’05년 이후 라 즈 한라의 유율 확 정책 향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경

쟁구도와 가격은 연 성이 나타남 

시멘트 수요 vs 가격 추이 라 즈 한라 유율 vs 시장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 자료 : 한국양회공업 회

○ 국내 시멘트사 실  황 

- ’03년을 기 으로 매출액은 감소

․매출액에서 시멘트 비 이 60.0% 이상인 국내 5개 시멘트사의 매출액 합산 결

과 ’03년 이후 부동산 억제정책 등의 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 으나 

’06년을 정 으로 소폭 반등

- 업이익은 ’03년 이후 감소하여 ’08년에는 5개사 모두 업손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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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5개사 매출액 추이 국내 5개사 업이익 추이

 

자료 : 공시정보(성신, 동양, 라 즈, , 아세아)  자료 : 공시정보(성신, 동양, 라 즈, , 아세아)

- 국내 시멘트사별로 시멘트 사업의 매출비 이 다르며 미콘 사업 매출 등과 

연계된 업체가 많음 

․ , 라 즈 한라, 동양 등은 시멘트 사업의 비 이 높은 편이며 그 외 기업

들은 체 으로 50～60% 수 을 유지 

국내 7  시멘트사 시멘트 매출 비  추이

(단  :%)

용 동양 성신 라 즈 한일 아세아

’04 60.4 99.5 77.2 100.0 90.7 55.4 70.2 

’05 59.2 98.0 79.5 100.0 87.1 53.4 68.6 

’06 59.5 84.8 74.9 100.0 84.8 51.2 67.4 

’07 56.0 97.8 73.0 100.0 84.6 49.0 65.5 

’08 53.7 97.6 65.6 100.0 84.8 48.2 62.5 
 

자료 : 각사 자료 

- ’09년 1분기 가격인상 이후 업체들의 실 은 호

․’08년에는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 원화평가 하, 시장 유율(M/S) 확

한 출 경쟁 등의 향으로 분기별 업손실 상태 으나 ’09년 3월 가격인

상으로 2분기부터 흑자 환에 성공함   

․향후 업계에서는 무리한 M/S 확장보다는 시장가격 유지가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출 경쟁은 자제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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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이후 시멘트업체 분기별 업이익 추이

(단  :억원)

자료 : 공시자료 

○ 업체별 재무구조 

- 국내업체들의 안정성 지표는 업체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  

․ , 성신, 용은 부채비율 하락추세이고 기타 업체들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국내 시멘트 업체 부채비율 추이 국내 시멘트 업체 유동비율 추이

자료 : 각사 공시정보(’09년 3Q기 ) 자료 : 각사 공시정보(’09년 3Q기 )

- 당기순이익과 업이익률은 ’03년을 정 으로 하락추세 으나 ’09년 가격인상이

후 회복되는 상황 

․’03년 이후 가격경쟁, 원재료가 상승 등 악재로 수익성이 악화

․’09년 1분기 가격인상이후 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에

도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과 체제를 통한 안정 인 수익성을 유지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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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7개 시멘트 업체 당기순이익 합산 추이 국내 시멘트 업체 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사 공시정보(’09년은 3Q까지 결과) 자료 : 각사 공시정보(’09년 3Q까지 결과)

- 원가구조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부분은 유연탄 가격으로 향후 가격변동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성도 변동성이 높은 구조  

․’08년 기  제조원가에서 39.2%를 차지

․’08년 반 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큰 폭으로 상

승하여 국내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킴 

․’08년 1월 톤당 90달러 수 에서 ’08년 7월 180달러까지 상승한 후 ’09년 9월 67.8

달러까지 하락

유연탄 가격 추이 국내 A사 원재료비 구성비율(2008년 기 )

 

자료 : 한국 물자원공사 자료 : 업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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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망 

□ 단기 망  

○ 안정 인 과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 회복 망 

- 성숙기에 어든 내수산업으로 큰 폭의 수요증가가 어렵고 규모 투자로 인한 

진입 장벽도 높아 신규업체 진입가능성이 낮음

- 향후에도 국내시장 상황은 업체간 경쟁구도에 따라 결정될 망

․라 즈 한라 시멘트는 국시장에 집 하기 해 국내시장을 포기할 망이며 

회사 매각을 계획  

- 라 즈 한라의 매각으로 국내시장의 과 체제는 더 확고해질 망이며 공 자 

우 의 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망 

․재무구조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비교우 를 갖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과

체제의 상유지를 통해 가격경쟁을 지양하며 수익성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망됨 

○ 국내수요는 SOC 투자확  등의 향으로 향후 3～4년간 연평균 약 1.7%의 증가 

망 

- ’09년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주택건설 허가는 감소추세

․국내 주택경기의 침체가 당분간은 지속될 망으로 이에 따른 신규 주택건설

도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됨 

․주택건설 인허가 실 은 ’07년 555.8천호에서 ’08년 371.3천호로 감하 고 ’09

년에도 년 비 비 5.5% 감소 

연도별 주택건설인하가 실 ’08년 vs ’09년 주택건설허가수 비교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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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련하여 인 라투자를 한 토목부문 건설증가가 주택부

분의 감소분을 일정부분 만회할 망 

․’09년부터 정부의 규모 국책 사업인 4 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이 

추진되어 향후 2～3년간의 토목부분 수요는 상당한 증가가 상되며 주택부분 

감소분을 상쇄할 망    

․ 년 1～11월  공공용 건설허가면 은 2,969천㎡로 ’08년 비 111.3% 증가

공공용 건설허가면  연도별 비교  

(단  : 천㎡)

’08년 1～11월 ’09년 1～11월 증감율

허가면 1,405 2,969 111.3%   

자료 : 국토해양부 

- ’09～’12년 국내 시멘트 수요는 비주거용과 토목용의 수요를 심으로 성장 할 

망 

․주거용의 증가감소는 인구노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가 원인이

며 상 으로 사무용 빌딩 등의 필요성은 증가하여 비주거용의 건설수요가 

더 증가할 망 

․주택수요 등 민간부분이 감소할 경우 공공부분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09년부터 향후 3～4년간은 공공부분 수요 증가 상

향후 국내 건설  시멘트 수요 망

(단  : 만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합계

’09 2,689 1,094 1,378 5,161 

‘10 2,608 1,182 1,489 5,279 

‘11 2,707 1,185 1,469 5,360 

‘12 2,628 1,276 1,526 5,429 

    

- 시멘트 가격은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소폭 강세 유지 망 

․도매가격 기  2010년까지 톤당 67,000～70,000원 수 , 일반 시멘트 1포당

(40kg) 소매가격은 4,000～4,300원 선 망 (시멘트 가격은 기본 으로 업계 경

쟁구도에 큰 향을 받아 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재의 경쟁강도를 

제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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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시멘트 수입 가능성 

- ’04～’05년 국산 시멘트 수입이 증가하 으나 이후 국내 공 부족  소규모 

업체에 한 구조조정 등으로 향후 규모로 국내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상됨  

․ 국내 수요 증, 세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공 이 감소하여 시멘트 가격도 

상승

․최근 원화약세로 국산 수입시 가격경쟁력도 낮아져 차 국내 시장으로 수

입되는 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규모 수입을 해서는 장을 한 공간확보  설비가 필요하나 재까지

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 

○ 라 즈 한라시멘트 매각변수가 시장구도에 미치는 향은 미미 

- ’06년이후 가격경쟁을 통한 수익성이 악화된 경험을 한 업체들은 향후에도 출

경쟁을 통한 시장 유율 확 는 자제할 망 

- 기존 시멘트업체 이외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은 낮고 기존업체들의 인수도 어려

워 사모펀드 등 융자본의 인수가능성이 높은 상황 

․ 재 한라건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나 행사여부는 불투명

․업계에서 상하고 있는 인수 액은 2,000～3,000억원 수 으로 장기간 업손

실을 통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존 시멘트 업계가 인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사모펀드 인수시 수익성 향상을 하여 기존업체들과 경쟁보다 공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음 

- 인수주체에 따라 라 즈 한라시멘트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도 가능하

겠으나 시장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09년 10월 국내 시멘트산업에 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수 상을 찾기 

어려워 M&A 진행은 보류된 상황

○ 유연탄 가격 변동이 최  불안요인 

- ’09년 하반기 경기 회복  달러 하락 등의 향으로 반 인 원자재가격 상승

시 유연탄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과 체제를 감안할 때 유연탄 가격 상승시 인상분을 매가격에 가할 것으로 

상됨 

․’09년 들어 3차례 가격을 인상하 고 향후에도 재와 같은 공 자 우 의 과

체제에서는 가격인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상되어 ’08년과 같은 손실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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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호주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

송시 운임이 높아 실질 인 해결책은 못됨

□ 장기 망  

○ 산업재편 가능성 

- 정체된 국내 수요와 장기간 지속된 실 악화의 향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기업도 증가하여 향후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재편 가능성이 높음  

․수출이 어려운 산업의 구조상 내수시장 정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와 같은 

과 체제를 통해서는 단기 으로 실 유지가 가능하나 장기 으로 모든 기업

이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려움 

․감소하는 시장 규모에 맞는 생산업체수 조정을 통한 과 체제 유지만이 장기

인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재 국내 총 생산규모는 ’08년 기  약 6,400만톤 규모이며 가동률 80.0% 미

만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더 축소될 경우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업체

들의 손실도 증가할 망 

- 2010년  반을 후하여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 친환경제품 

개발 경쟁 등이 산업재편을 발시킬 가능성도 높음 

○ 지속가능한(Substainable) 시멘트 산업의 안정  성장에 한 심 증가  

- 정체된 시멘트 산업의 지속가능한(Substainable) 발 을 한 연구  투자의 

확 가 필요한 시  

․한계상황에 직면한 시멘트 분야의 신규 수요창출, 친환경제품 개발을 해 건

축, 토목, 화공, 고분자 분야에 IT, BT 등을 목 

․구조체 수명연장 기술, 구조물 환경조화 기술, 환경 응 구조물 기술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한 시멘트 개발 

․환경친화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 제조공정의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