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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동향

2014년시멘트내수, 4년만에감소세로전환

2014년도 일본의 시멘트내수는 전년대비 3.6% 감소한

4,598만톤을기록하며 4년만에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지난해는 소비세 증세의 여파로 주택투자가 감소하는 등

시멘트 수요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 다. 이러한 가운데

설비투자 확대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수요

증대 등 일부 호재가 등장하면서 급격한 수요하락을 억제

하 다. 하지만2014년하반기이후공사지연등건설과정

에서의병목현상이겹쳐지면서2014년일본의시멘트내수

는결국4년만에감소세로전환되었다. 

2015년일본
시멘트산업동향
올해시멘트내수
전년대비0.8% 감소전망

2015년 일본의 시멘트 내수는 민간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공공수요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0.8% 감소한

4,563만톤을 기록하며 정체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우 내수부진으로 일본 시멘트업체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7% 증가한 966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6,116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킬른 가동률은 계속해서 9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일본의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놓은‘2015년 일본산업동향(시멘트)’보고서를 통해 일본 시멘트산업의 수급동향 및 일본 주요

시멘트기업실적에대해살펴본다.



한편2015년도에는고용및소득여건회복과엔화약세효과등을배경으로경기회복세가지속될것으

로보여시멘트민간수요가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보인다. 반면공공사업에서의수요는여전히미약

한수준에머물전망이다. 이에 2015년일본의시멘트내수는전년대비0.8% 감소한4,563만톤을기

록할것으로예상된다. 

시멘트출하, 모든지역에서전반적으로감소

일본의시멘트출하는2013년도말까지각분기별로전기대비증가세를유지해왔으나, 2014년도에들

어선이후에는3분기연속감소했다. 특히지난해4분기(10~12월)에는오키나와를제외한각지역에서

의출하가큰폭으로감소했다. 이렇듯지역별로다소의차이는있으나일본의시멘트수요는전반적인

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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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시멘트 내수와 기여도

자료 : 일본시멘트협회자료를근거로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작성
주 : 2014, 2015년도는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추정(전망)치

<표 1> 일본의 지역별 시멘트 출하량

전년
대비
(%)

전기
대비
(%)

구 분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1 간토2 호쿠리쿠 도카이 긴키 시코쿠 주고쿠 규슈 오키나와 합 계

-9.4 -5.0 -0.5 1.0 0.5 -3.8 1.0 -1.7 -7.7 -3.3 -2.5 -2.2

-1.5 5.2 7.2 2.9 -4.7 -1.3 2.6 0.3 1.7 -0.8 -2.3 2.1

-1.1 35.2 2.0 2.4 -1.2 0.6 3.3 5.4 0.5 4.3 0.1 4.4

8.9 15.8 3.7 0.3 0.2 7.4 9.9 5.5 7.5 12.6 12.3 7.3

2.5 -2.0 0.1 1.2 -1.5 4.1 0.9 0.1 0.5 -2.3 -3.0 0.2

5.9 2.5 -3.4 1.0 3.1 3.0 2.5 2.9 1.2 1.4 7.0 1.1

-6.2 3.1 0.6 -1.2 -12.9 -3.8 -3.4 -2.2 -5.0 -3.7 12.1 -2.1

-3.9 -5.6 1.1 -0.4 0.5 0.7 1.9 -6.3 -3.8 -2.1 -3.5 -1.0

-7.8 -3.2 -7.1 -5.1 -4.1 -6.2 -4.9 -2.7 -5.7 -4.1 5.9 -5.1

자료 : 일본시멘트협회자료를근거로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작성
주1 : 간토1은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이며, 간토2는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나가노, 야마나시지역임
주2 : 전기대비는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에서계정조정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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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시멘트수출전년대비증가전망

2014년도일본의시멘트수출은전년대비9.6%

증가한932만톤을기록하며3년만에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일본의시멘트내수시장정체로인해국내

수급여건이악화됨에따라각업체들이수출에

보다적극나섰기때문으로풀이된다. 

2015년도에도일본의시멘트내수가약간감소

할것으로예상되어시멘트여유분이가능한데

다엔화약세로인해수출경쟁력도강화되어시

멘트수출은전년대비 3.7% 증가한 966만톤을

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도일본의시멘트수입은내수감소를배경으로전년대비33.8% 감소한 50만톤에머문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분위기는2015년에도이어져전년대비소폭증가한52만톤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시멘트생산, 전년대비 1.0% 감소전망

2014년도일본의시멘트생산은전년대비 1.0% 증가한 6,175

만톤을 기록했다. 2015년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1.0% 감소

한6,116만톤에머물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 시멘트업계는 지금까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중장

14
15

CEMENT 2015 Summer

<그림 2> 일본의 지역별 시멘트 수출

자료 : 일본시멘트협회자료를근거로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작성
주 : 2014, 2015년도는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추정(전망)치



기적인내수감소에대응하기위해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감축해왔다. 그결과지난2010년

내수가 바닥을 친 이후 2011년부터 킬른가동

률이상승세로전환되었다. 이렇듯일본내주

요 업체는 중장기적인 내수감소를 내다보고

생산규모 확대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

으며,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꾀한

다는방침을유지하고있다. 이에최근킬른가

동률은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5년도에도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수출에

주력하면서90%대의높은킬른가동률을유지

할것으로예상된다. 

수요둔화와연료가하락, 시멘트가격현실화에난관

일본시멘트업계는시멘트수급상황이나빠지기시작한 2011년경부

터가격인상을추진해왔다. 하지만인건비와기타자재가격의인상에

허덕이는 종합건설회사와 골재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레미콘업체 등

이크게반발하면서시멘트가격이여전히현실화되지못하고있다.

앞으로도일본내시멘트수요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데다석탄

과원유등연료가격이하락세를걷고있어당분간가격인상은쉽지

않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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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의 클링커 생산 능력과 설비 가동률

자료 : 일본시멘트신문사, 일본시멘트협회자료를근거로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작성
주1 : 2014, 2015년도는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추정(전망)치
주2 : 클링커생산능력은각연도의4월 1일현재

자료 : 일본시멘트협회자료를근거로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산업조사부작성
주 : 2013, 2014년도는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추정(전망)치

<표 2> 일본의 시멘트 수급 동향

구분

내수

수출

수입

생산

천톤

천톤

천톤

천톤

47,705 45,978 45,629 22,610 23,367 21,957 23,671

8,503 9,319 9,664 4,707 4,612 4,822 4,842

752 498 524 267 231 262 262

62,393 61,750 61,158 30,109 31,641 29,234 31,925

단위
2013
(실적)

2014
(추정)

2015
(예상)

2014.상
(실적)

2014.하
(추정)

2015.상
(예상)

2015.하
(예상)

구분

내수

수출

수입

생산

%

%

%

%

7.0 -3.6 -0.8 -1.3 -5.8 -2.9 1.3

-11.7 9.6 3.7 11.1 8.1 2.4 5.0

-8.6 -33.8 5.3 -34.2 -33.2 -1.8 13.5

4.9 -1.0 -1.0 0.3 -2.2 -2.9 0.9

단위
2013
(실적)

2014
(추정)

2015
(예상)

2014.상
(실적)

2014.하
(추정)

2015.상
(예상)

2015.하
(예상)

실적

증감률



일본시멘트기업실적및전망

내수둔화로 2014년도실적정체

일본의시멘트전문기업2개사(태평양시멘트,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의2014년실적은전년도비슷한

수준을유지한것으로보인다. 전년도2분기까지는매출과이익모두증가세를보 으나, 하반기들어

내수가둔화되면서 2014년전체로는정체상태를나타냈다. 이에일본의시멘트전문기업 2개사(태평

양시멘트,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의 2014년도연결매출액은전년대비 0.4% 증가한 1조797억엔을나

타냈고, 연결 업이익은1.0% 증가한929억엔에머물 다.

2015년시멘트실적소폭하락전망

2015년도에는시멘트내수가줄어드는가운데가격인상도어려울것으로보여연결매출액은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548억엔에머물것으로예상된다. 수익면에서는연료가격의하락등마진개선요인

이있지만, 운송비등비용부담요인도존재하기때문에연결 업이익은전년대비3.4% 감소한897억

엔에그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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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 시멘트 기업 수지 동향

자료 : 각기업유가증권보고서등을근거로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작성
주 1 : 연결결산기준, 집계대상 2개기업은태평양시멘트,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임
주 2 : 2014, 2015년도는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추정(전망)치

구분

매출액

업이익

2개사(억엔)

2개사(억엔)

기업 수(단위) 2013(실적) 2014(추정) 2015(예상)

증감률

실적10,754 10,797 10,548

919 929 897

구분

매출액

업이익

2개사(억엔)

2개사(억엔)

기업 수(단위) 2013(실적) 2014(추정) 2015(예상)

11.2 0.4 -2.3

68.3 1.0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