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산수시멘트매출, 소폭증가에그쳐

중국 내 산둥 및 랴오닝성을 거점으로 하는 산수시멘트그룹(Shanshui Cement

Group)이지난해 155억9,600만위안의매출을올린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매출

총이익은33억4,100만위안, 업이익은 18억1,300만위안을기록했다. 

산수시멘트 관계자는“중국 경제의 성장둔화로 부동산을 비롯한 고정 자산 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여 중국의 시멘트 생산이 전년대비 1.8% 증가하는데 그쳤다”며“이

에중국시멘트업계의매출및 업이익증가세도한풀꺾일것으로보인다”고밝

혔다.

안후이콘치, 2014년순이익전년대비 17% 증가

중국의시멘트업체인안후이콘치(Anhui Conch Cement)사의 2014년도순이익이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0억위안(17억7,000만

달러)의순이익을거뒀다. 지난 2013년에는94억위안의순이익을기록한바있다.   

한편 안후이콘치 관계자는“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내시멘트수요도동반하락할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다. 

중국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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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펜나시멘트, 푸네지구에분쇄공장건립

펜나시멘트인더스트리(Penna Cement Industries)가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푸네

(Pune) 지구에 위치한 다운드(Daund) 지역에 생산능력 0.7Mta 규모의 시멘트 분

쇄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논 던커리(Gannon Dunkerley

Co)가 공장건립을 맡고 발짠드나가르 인더스트리(Walchandnagar Industries)가

주요장비및설비를공급하게된다. 

스리랑카도쿄시멘트, 생산설비확대

스리랑카에 기반을 둔 도쿄시멘트(Tokyo Cement)는 늘어나는 현지 수요를 충당

하기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해 생산규모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는 향후 2년

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쿄이스턴시멘트(Tokyo

Eastern Cement)라는자회사를새로설립하 다. 

한편 도쿄시멘트는 앞으로 회사 내부 자금 및 대출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할계획이다.

2014-2015회계년도3분기시멘트출하4% 증가

파키스탄 시멘트 제조업협회(APCMA)에 따르면 2014-2015회계년도 3분기

(2014.7~2015.3) 파키스탄의 시멘트 출하량은 25.65Mt으로 전년 동기의

24.78Mt에 비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수출하는 전년동기대

비 8% 증가한 20.22Mt을 기록했으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5.43Mt

에 머물 다. 

한편 파키스탄의 올해 3월 시멘트 내수출하는 전년동월대비 5% 증가한 2.44Mt을

기록했으나, 수출은전년동월대비30% 감소한0.44Mt에머물 다.

1분기시멘트판매3.2% 감소, 저조한실적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시멘트 판매량이 3.2% 감소한 13.63Mt에 머물 다고 인

도네시아시멘트협회(ASI)가 밝혔다. 지역별로는 자바(-1.3%), 수마트라(-3.9%), 술

라웨시(-2.5%), 칼리만탄(-1.4%), 누사퉁가라티무르(-6.5%)는 감소했다. 반면 말루

쿠및이리안자야는각각7.7% 증가했고중부자바주도0.6% 소폭상승했다.

한편2015년 3월인도네시아의시멘트소비는6.4% 감소한4.6Mt을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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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심, 시암시티시멘트(SCCC) 지분매각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시멘트업체 홀심(Holcim)이 태국 시암시티시멘트

(Siam City Cement Company, SCCC)의 보유 지분 27.5%를 6억2,600만달러

에 매각하 다. 27.5%의 지분 중 24.9%는 홍콩의 대기업인 자딘메디슨(Jardine

Matheson)그룹계열사가취득했고나머지2.6%는다수의기관투자자들에게돌아

갔다. 한편시암시티시멘트(SCCC)는태국에서시암시멘트그룹(SCG)에이은제2위

의시멘트생산업체로사라부리공장에서14.5Mta급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다. 

1분기시멘트판매전년동기대비0.5% 감소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시멘트 판매량이 긴 연휴에 따른 조업 차질과 건설 프로젝트

지연으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10.6Mt을 기록했다. 올해 3월 베트남의 시멘

트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한 가운데 국내 소비도 23% 하락한 3.91Mt에

머물 다. 

시암시멘트그룹(SCG), 라오스캄무안공장기공식개최

태국의 시암시멘트그룹(Siam Cement Group, SCG)이 라오스 캄무안

(Khammouane) 시멘트공장기공식을개최하 다. 

이 공장은 SCG의 라오스 내 첫 번째 시멘트 공장으로 캄무안주 마하차이

(Mahachai) 지구의포와(Powa) 마을에자리잡고있다. 가동능력은 1.8Mta 규모로

2017년 1분기에생산을시작할것으로보인다.

태국에 본사를 둔 시암시멘트그룹(SCG)은 라오스에서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수요

를 발판으로 자사 시멘트-건축 자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캄무안시멘트

(Khammouane Cement)를 설립하 다. 캄무안시멘트 공장은 주변 환경에 미칠

향을 최소화하는 부분 노천채굴 공정을 비롯하여 채굴이 완료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재식림계획에이르기까지최첨단친환경기술을접목한다는방침이다.  

2월시멘트판매양호한실적유지

NCB캐피탈에따르면사우디아라비아의 2015년 2월시멘트판매가 2013년 2월대

비 6.5% 증가했으며, 2014년 2월대비로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

월판매실적은전월대비로는3.3.% 감소했다. 

태국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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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월에 근무일수가 더 적기 때문으로 이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

을유지했다.   

NCB캐피털은“이러한증가세는시장이활성화된서부및중앙지역에나즈란시멘

트(Najran Cement), 알주프(Aljouf)와 같은 업체들이 할인판매에 적극 나섰기 때

문”이라며“이에 대응해 대규모 업체들도 할인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제한

적”이라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각 기업들이 시멘트 비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최고치를기록했던클링커재고량이2개월연속하락했다.

SPC, 세번째생산라인시운전들어가

사우디의 국 시멘트회사인 서던프라빈스시멘트(Southern Province Cement,

SPC)가투하마(Tuhama)지역에서세번째생산라인의시운전에들어갔다. SPC는

새로운 생산 라인의 일일 생산 능력이 약 5,000톤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 시운전

기간은약4개월이다. 

PPC, 아프리삼(AfriSam)과합병협상최종결렬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멘트업체인 PPC와 아프리삼(Afrisam)이 합병조건에 대한 합

의를이끌어내지못한채협상이최종결렬되었다. 

지난해 12월 PPC는 아프리삼으로부터 합병 제안을 받은 바 있다. PPC는 두 회사

간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합병 조건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PPC와 아프리삼 모두 합병가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않았다. 

한편PPC는이번협상결렬에도불구하고남아공에서의입지를더욱확고히하는

한편다른아프리카국가로진출을더욱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 

SDCCL, 가나북부에시멘트공장준공

사바나다이아몬드시멘트(Savanna Diamond Cement, SDCCL)가 가나 북부 부

이페(Buipe)지역에0.44Mta급시멘트공장을준공하고본격가동에들어갔다. 

SDCCL 공장은부이페(Buipe)에서채굴된석회석을원료로사용하는데완벽한통

합공정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가나의 마하마 대통령은

사바나다이아몬드시멘트사의 경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을약속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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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바나다이아몬드시멘트는 이날 준공식을 가진 부이페공장 외에도 아플라오

지역과타코라디지역등에3개의시멘트공장을보유하고있다. 

단고테, 경기침체불구하고꾸준한실적유지

나이지리아의 단고테시멘트(Dangote Cement)가 최근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실적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고테는 나이지리아 및 서부·중부아프리카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남부·동

부아프리카에서 실적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3,916억

나이지리아나이라(약19.6억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이자지급전이익(EBITDA)은 2.7% 감소하 으며, 총이익도 2.8% 줄어

들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유난히 길었던 우기가 수요에 향을 미쳐 판매량이 전

년대비3.2% 감소한 12.9Mt에머물 다. 나이지리아내지역별판매비중을살펴보

면 라고스 및 남서부 지역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부(20%), 남동

부(12%), 북동부(3%) 지역이그뒤를이었다.

2014년상반기에는주로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오바야나(Obajana) 공장이가스

공급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에 단코테시멘트는 오바야나의 3라인에

석탄분쇄시설을가동했고2015년중반완공을목표로 1, 2, 4라인에신규석탄설

비건설을시작했다. 

한편 단코테는 지난해 62억나이지리아나이라에 이르는 매출이 서부 및 중앙아프

리카에서 발생하 다. 이중 대부분은 가나에서 수입된 시멘트(290,000톤) 판매에

의한것이다. 

밤부리, 지난해 업실적전년대비5.8% 증가

케냐에 기반을 둔 밤부리시멘트(Bamburi Cement)의 지난 2014년 업실적이 전

년대비5.8% 증가한55억케냐실링(미화6,000만달러)을기록했다. 

이 회사 브뤼노 페슈(Bruno Pescheux) 대표는 동아프리카비즈니스위크(East

African Business Week)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우리는 케냐 및 아프리카 내륙

시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앞으로 폭넓은 수익창출이 기대

되는등향후전망도낙관적”이라밝혔다.

브뤼노 대표는 이어“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케냐와 우간다에서 진행되거나 시작

단계에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이러한 강점과 함께 현재 밤브리가 전사적으로 추진

나이지리아

케냐



하고 있는 비용개선 효과와 맞물리면서 견고한 실적을 창출하는 토대가 되고 있

다”라고덧붙 다. 

내셔널시멘트, 우간다에신공장건립

케냐에서 분쇄 공장을 운 중인 내셔널시멘트(National Cement)가 185억케냐실

링(KES)을투자해우간다에신공장을건립할계획이라고현지언론이보도했다. 

내셔널시멘트가 케냐 이외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최초로 신공장 건립을 통

해 우간다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공장은 생산능력이 1Mta 규모가 될

것으로보이는데내년말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 내셔널시멘트는 케냐 아씨강(Athi River) 인근에 0.35Mta 규모의 분쇄공장을

운 하고있다. 지난해 7월이공장의생산능력을 1.7Mta로늘린데이어케냐나이

로비 근처 카이자도(Kaijado)에 1.65Mta 규모의 통합공장을 건립하기로 하는 등

생산규모를꾸준히확대해나가고있다.   

미국시멘트소비, 꾸준한증가세이어갈듯

미국의시멘트소비가꾸준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포틀랜드시멘트협회(PCA)는 시멘트 및 클링커 수입이 2017년

이후급격히확대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2015년에도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

상했다. 특히미국의시멘트소비량이올해 7.5% 증가한데이어 2016년에는 7.9%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하 다. 

PCA 관계자는“이러한전망치는미국경기가회복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소비지출 증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순조로운

경제성장이이어질것”이라내다보았다. 

PCA는 이에 미국의 2017년 시멘트 및 클링커 수입은 36.6%로 크게 증가할 것으

로예상되며이러한가파른성장세는2018년에도지속될것이라전망했다.   

보토란팅(Votorantim), 대규모투자계획발표

보토란팅시멘토스(Votorantim Cimentos)가 5억헤알(16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에 따라 보토란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

존 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뿐 아니라 브라질에 5개의 신공장을 짓고, 터키 및 볼리

비아에도각각 1개신공장건립에나서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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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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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는 중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생

산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신공장 중 두 곳(고이야스주의 이데

알리나(Edealina), 파라주의 프리마베라

(Primavera)에 각각 1개소)은 2015년 조업

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쎄아라주의 소브

랄(Sobral)시와 뻬쌩(Pecem)시에 각각 공장 1개소를 짓는다. 이와 아울러 파라이

바주의 카아포라(Caapora)시에도 공장 1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들 신공장은

2017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보토란팅

시멘토스의브라질내생산능력은 18% 증가한38Mta를기록하게된다.

이 회사는 브라질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현

지파트너와함께볼리비아와터키에신공장건립에나설예정이며, 모로코에도신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미시건주의 샬러보이 시설을 확장

하기위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브라질CSN, 시멘트사업부합병고려

브라질 철강업체 CSN이 자회사인 CSN시멘토스(CSN Cimentos)와의 합병을 추

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SN은 제안서를 주주들에게 제출해 정식 승

인을 받을 예정이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CSN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시멘트시장, 꾸준한증가세

아르헨티나시멘트협회(AFC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5년 3월 시멘트 수요는

전월대비9.3%, 전년동월대비 7.7% 각각증가한96만7,760톤을기록한것으로나

타났다. 수출을 포함한 시멘트 출하량은 전월대비 9.3%, 전년동월대비 7.6% 각각

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아르헨티나의 1분기 시멘트 소비는 2.781Mt을 기록하 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0톤의 시멘트가 아르헨티나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시멘트 수출은 4만1,816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

2,190톤에비해20% 가까이줄어들었다. 

한편아르헨티나시멘트협회(AFCP)는아르헨티나 시멘트시장은 올해0.5% 증가한

11.5Mt의실적이기대된다고밝혔다. 

아르헨티나



2월시멘트출하6.1% 증가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월 콜롬비아의 시멘트 출하는 98만5,300톤으

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나리뇨(Narino) 52.1%, 볼

리바르(Boliva) 37.0%, 안티오키아(Antioquia) 17.0%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보고타(Bogota)도 7.7% 증가했다. 2월 생산량은 1,034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했다.

과야킬(Guayaquil) 공장현대화2단계프로젝트착수

스위스의 다국적 시멘트업체인 홀심(Holcim)이 최근 에콰도르 과야킬 시멘트공장

에대한현대화2단계프로젝트를시작하 다. 

과야킬공장현대화2단계사업에는신규수직형원료분쇄기, 점토저장소및원료

저장소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전체 사업비용

의 5분의 1을 환경 관리에 투자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클링커 생산 라인의 경우

이산화탄소배출을70만톤까지저감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지난 5년간 홀심은 에콰도르에 약 4억달러를 투자해왔다. 2011년 완료된 1단계에

서는 독일 로쉐(Loesche)사의 수직 롤러형 분쇄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공장의시멘트생산규모를3.5Mta에서5.4Mta로증대시켰다. 

<출처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15년 5월호 >

콜롬비아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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