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9. 11. 27



1. 시멘트업종 개요

1.1 시멘트업종 현황

1.2 시멘트산업 특성

1.3 시멘트 생산공정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1.4 시멘트업종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현황

1.5 원단위 통계 도출



• 시멘트는 석회석을 기반으로 한 건설자재로 사회와 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자재

• 제품은 크게 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 시멘트로 나뉘며 각각의 제품들은 전방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시멘트 제품 및 특성

1.1 시멘트업종 현황

구 분 제 품 설 명 2차 제품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1종) 토목, 건축의 각 공사에 사용하는 보편적인 시멘트
[모르타르]
- 시멘트에 모래 및 기타 혼화재가

첨가되어 물만 부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레미콘]
- 시멘트, 골재, 혼화재의 재료를

혼합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파일]
- 공장에서 미리 타설하여 양생한

콘크리트 제품

종융열(2종) 단기보다 장기 강도를 강화시킨 제품

조강(3종) 조기에 고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시멘트

저열(4종) 수화열이 최저인 시멘트

내황산염(5종)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한 시멘트

혼합
시멘트

고로 슬래그 제철소 고로슬래그와 혼합한 시멘트

플라이애시 발전소 부산물과 혼합한 시멘트

특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성분 제거한 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알루미나 함량 50%이상인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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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시멘트협회, 신영증권 보고서



• 시멘트업계는 석회석 채광에서부터 완제품인 시멘트를 제조하는 설비까지 갖춘 주요 7개 업체 및

반제품·시멘트 완제품을 구매하여 슬래그시멘트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중소형 업체로 구성

■ 시멘트업계 개황

구분 쌍용 삼표 성신 한라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합계

설립연월 ’62. 5 ’57. 6 ’67. 3 ’78. 1 ’61. 12 ’64. 9 ’65. 11

생산공장 동해/영월 삼척 단양 옥계 단양 영월/단양 제천

생산능력
(천톤) 14,758 10,045 9,686 8,184 7,131 6,864 4,146 60,814

생산량
(’18년 천톤) 12,031 8,010 7,228 6,008 6,441 4,837 3,681 48,236

<국내 시멘트생산 업체 현황>

• 시멘트산업의 매출액은 약 5조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0.3%, 비금속 광물의 14.1%를 차지

• 전세계 시멘트 생산량은 4,249백만톤이며, 국내 생산량은 약 52백만톤 규모로 세계 12위 수준

■ 시멘트산업의 위상

국 가 중국 인도 미국 베트남 이란

생산량
(‘18년, 백만톤) 2,350 303 89 82 70 

국 가 인도네시아 이집트 일본 러시아 한국

생산량
(‘18년, 백만톤) 69 64 61 54 52 

<주요 시멘트 생산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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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시멘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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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배출권거래제

• 시멘트의 수요는 전방산업인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시멘트의 수요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증가 추세 지속

■ 시멘트 수요와 공급

단위 : 천억원단위 :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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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Global cement magazine(2014)



• 시멘트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

• 시멘트산업의 특성 상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산업 특성

1.2 시멘트산업 특성

국가

기간 산업

에너지

집약 산업

장치 산업

원료 지향형

산업

- 건설용 원자재로 중요 물자 생산

- 제품은 SOC 등을 통해 사회 기여

- 화석연료 사용량 多, 에너지 비용 高

- 온실가스의 공정배출 비중 높음

- 초기 투자비용 高, 대규모 설비투자 要

- 전면적 교체 불가. 지속적 개보수 운영

- 제조과정에서 부피, 무게 축소

- 생산지역의 편재

매우 제한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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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멘트 산업은 상위 7개사의 과점적 경쟁 시장 구조

• 안정적 수익보다 다양한 위험요소 존재

■ 산업 내 경쟁

출처: 신영증권, NH투자증권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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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멘트 생산공정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시멘트는 크게 채광, 원료, 소성, 제품화 공정을 통해 생산됨

•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소성공정에서 약 96%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 중 공정배출이 약 60% 차지

■ 시멘트 생산공정

<시멘트 생산공정 모식도>

석회석
(CaCO3)

시멘트 반제품
(클링커,CaO)소성공정

공정배출
(CO2)

- 시멘트생산시 석회석의 소성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함

- 이러한공정배출이시멘트전체배출의약 60%를차지하고
에너지사용은 40% 차지

6
출처: 권우택외2, 한국세라믹학회 전자 저널



• NETIS 통계 상 공정에서 석탄의 사용이 점차 감소

→ 연료전환을 통한 성과(석탄에서 폐합성수지 등 기타연료와 재생유로의 전환)

■ 온실가스 배출현황(에너지원별)

(단위: 천톤)

7
(참고) 열에너지: 집단에너지(산업단지 열병합 등), 기타: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출처: NETIS(에너지공단)통계



• 시멘트산업의 설비 중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보일러 및 오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3.8%를 차지하며

그 외 설비는 전력사용 비중이 높음

■ 온실가스 배출현황(설비별)

구 분 석 탄 석 유 기타
연료

열
에너지

도시
가스 전 력 계 비중 비 고

보일러용 795 31 - - 8 - 834 4.8% 생산 공정용 일반보일러 또는 자가발전용 보일러

오븐용 8,086 3,461 1,908 123 27 122 13,726 79.0% 용광로, 전로, 용해로, 킬른 등

동력용 - - - - - 2,177 2,177 12.5% 자가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

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 - 2 - - 26 514 541 3.1% 건조설비, 히트펌프, 냉동기, 열교환기, 반응기, 

염색기, 유체관로설비

기타 - - - - 8 92 100 0.6% 공정설비 이외 난방, 조명 등

계
(비중)

8,881
(51.1%) 

3,493
(20.1%) 

1,908
(11.0%) 

123
(0.7%) 

69
(0.4%) 

2,904
(16.7) 17,378 

출처: NETIS(에너지공단)통계

• 시멘트산업의온실가스배출특성(높은공정배출, 화석연료高비중불가피등) 감안하면감축여력은제한적으로평가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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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멘트업종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현황

• 시멘트업종의 KSIC 기준은 크게 세분류의 2331, 자세히는 세세분류의 23311 업종

• 시멘트업종만의 현황 파악을 위한 범위는 23311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

■ 시멘트업종 분류

출처: (전체 업체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7년도), (배출권거래제 업체 수, 배출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 체 on K-ETS, TMS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사업장
개수 구분 업종 업체 수(e) 배출량(e) ETS 2기

유무상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
업 1,943 유리 약 20개 390만 톤 무상

232 내화, 비내화요업
제품 제조업 2,655 요업 약 10개 250만 톤 무상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104 시멘트 약 20개 4,320만 톤 무상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
업 82 시멘트 약 15개 175만 톤 무상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730 시멘트 약 5개 20만 톤 유상

*온실가스 규제 대상 업체 수 및 배출량은 연도 별, 제공되는 Data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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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의 시멘트업종 내 시멘트업체 외 석회석 및 플라스터(생석회 제조업체) 등이 있으나,    

시멘트업체들의 배출량은 업종 배출량의 약 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 대응 현황

시멘트 (23311) 석회석 및 플라스터(23312) 플라스터 혼합제품(23322)

쌍용양회공업 11,443,361 (주)백광소재 545,248 한국유에스지보랄 124,563 

삼표시멘트 7,235,875 태봉광업 주식회사 265,206 

성신양회(주) 5,602,725 (주)우룡 146,770 

한라시멘트 5,526,550 (주)충무화학정선 152,218 

한일홀딩스 5,517,188 주식회사 경원 136,169 

한일현대시멘트 3,707,397 현대석회(주) 103,587 

아세아시멘트 2,998,658 (주)신동 75,311 

고려시멘트 669,341 광진산업(주) 87,640 

(주)유니온 176,147 담우물산(주) 57,744 

대한시멘트 87,962 부흥석회 51,774 

한국씨엔티(주) 60,435 (주)대유코아 43,102 

에스피네이처 28,010 

계 43,053,649(96.0%) 계 1,664,769(3.7%) 계 124,563(0.3%) 

출처: NGMS, 업체 배출량은 2017년 인증량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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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단위 통계 도출

■ 원단위 통계 개요

=

배출량
(Emission)

생산
(Production)

=
원단위

(Emission per Unit, 
Intensity)

- NETIS 업종 통계
- GIR 업체 통계
- 업체 제공 자료 가공 통계 등

- 협회 생산 통계
- 광공업∙제조업 동향 조사 생산 지수
- 경영통계 등

구 분 출처/기간 설 명

배출량 NETIS 업종 배출량 통계 에너지공단 NETIS 통계
(’04~’17년, 소분류 ’12~’17년)

- 국가 통계(공개, NETIS)
- 일부 샘플 조사를 통한 국가 배출량 추정치

GIR 배출량 통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11~’17년) - 국가 통계(공개, GIR)
- 업체 단위 명세서 배출량 통계

생산 제조업 동향 조사 생산지수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 조사
(’10~’17년)

- 국가 통계(공개, KOSIS)
- ‘2015년=100’의 생산량 지수 통계

생산량 통계 한국시멘트협회 (’11~’17년) - 협회 통계(공개, 협회 통계)
- 시멘트, 클링커 생산량

업종 경영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
(’10~’17년)

- 국가 통계(공개, ECOS)
- 업종 별 재무제표 상 매출액 통계

업체 별 재무제표 통계 DART (’11~’17년) - 업체 별 재무제표 통계
11



■ 통계의 특성
• 각 통계 별로 특성이 있으며, 원단위 산정 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시멘트업종 특성 상 배출량 통계는 GIR 통계가, 생산량은 협회의 시멘트 생산량 통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

• 일부 통계는 타 업종과 혼합되어 있어 시멘트 대표 7개사의 통계를 활용해 별도로 산출하여 검토

구 분 특성 및 Issue 

NETIS 업종 배출량 통계 - 전수+샘플링을 통한 업종 별 국가 전체 사용량 통계로 업종 전체 커버
- NETIS 통계는 에너지사용량 통계로 시멘트 산업의 공정배출을 반영하지 못함

GIR 배출량 통계 - GIR 명세서 배출량은 다배출 업체(ETS or TMS 대상)의 업체 배출량. 업종전체 커버X
- 업체의 본 사업외 타 사업부문의 배출량도 포함

제조업 동향 조사 생산지수 - 원단위 산정 시 CO2톤/물량 톤 or CO2톤/금액 개념이 아닌 ‘CO2톤/지수(index)’
- 지수의 기준연도에 따라 산정 결과에 차이 발생 가능

생산량 통계 - 클링커, 시멘트 생산량 수집 가능 (최종제품 기준으로는 시멘트가 더 적절)
- 국가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90% 이상) 커버 추정

업종 경영 통계 - KSIC의 소분류(233)까지만 통계 제공
: 레미콘, 생석회 등 업체 포함되어 시멘트(23311) 별도 구분 불가

업체 별 재무제표 통계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미공개 업체의 내용 확인 불가
- 회사 내 다양한 사업부가 있으나 공시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양수/양도, 분할/합병 등의 이벤트가 있는 경우 통계의 연속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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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산정(통계별)
• Case1. NETIS 통계 활용 원단위 = NETIS 배출량 / 업종 생산량

• Case2. GIR 통계 활용 원단위 = GIR 시멘트제조 업체 배출량 / 업종 생산량

• 시멘트의 원단위가 클링커 원단위 대비 감소폭이 큼 → 시멘트생산시 혼합재, 대체재 사용에 대한 실적
온실가스 원단위 Case 1 (NETIS 통계) 온실가스 원단위 Case 2 (GIR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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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동향 분석
• Case 2. 기준으로 원단위의 세부 분석을 위해 원단위의 수치를 분해

→ ’11년 대비 ’17년 Fuel Mix, 에너지원단위 모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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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2.1 시멘트업종 주요 감축 사례

2.2 시멘트업종 사회적 및 해외 감축 사례



2.1 시멘트업종 주요 감축 사례

⑴ 폐열회수(폐열발전)
• 고온의 소성로를 사용하는 시멘트업종에서는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회수해 열을 재이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클링커를 생산하는 대형시멘트사의 경우 대부분 폐열발전 설비를 보유

43

29.5

25

19.7

16.5

9.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쌍용 (2018)

성신 (2012)

한일 (2011)

삼표 (2004)

아세아 (2015)

한라 (1992)

<국내 시멘트업계 폐열발전 규모현황> <국내 시멘트업계 폐열발전 도입사례>

<쌍용양회 폐열설비>
- 가동개시 : ’18. 9월 - 투자 기간/금액:  26개월 / 약 1천억원
- 예상 발전량: 28MWh (전체 전력 사용량 중 33%)
- 비고: 전세계 시멘트 생산공장 폐열발전 중 최대 규모

단위: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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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연료 및 원료 전환
• 시멘트업계는생산공정에서사용되는원료와연료를순환자원으로대체해온실가스감축및폐기물매립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① 연료전환 : 시멘트업계는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의 20%이상을 가연성폐기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8년 기준으로 약 137만톤의 가연성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시멘트산업 연료대체 비율 추이> <시멘트산업 가연성폐기물 사용량>단위 : 만톤

16
출처: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② 원료전환 : 시멘트업계의 순환자원 부원료의 사용량은 매년 약 10% 증가하고 있으며, 시멘트업계는

부원료 중 비탄산염 원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매립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 사회 전환에 기여

<자원순환 사회 전환 기여 사례>단위 :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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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공통기기 효율개선/ 공정 효율개선
• 시멘트업체들은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공통기기를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원료 이송방법, 

Fan 운전방법 개선, 단열강화 등 생산공정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A사 석회석 입도 개선 사례> <B사 Duct 개선 사례>

Fan  전력사용량 18% 개선

18

‘가’설비의 에너지효율 7%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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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종 효율개선 활동 실적>

출처: EG-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 수 130 55 177 66 93 117 107 142 48 151

투자비 151 26 1,080 50 305 195 744 371 45 1,774

단위 : 억원



2.2 시멘트업종 사회적 및 해외 감축 사례

⑷ 시멘트산업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저탄소형 시멘트)
• 저탄소형 시멘트는일반시멘트에(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시)를 혼합하여생산되고대표적으로 슬래그시멘트가

있으며 클링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순환자원을 대체재로 사용해 자원순환 사회 전환에 기여

• 슬래그시멘트의 경우 용도에 따른 구분과 함께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확대에는 한계를 가지며,

’08~’18년 슬래그시멘트의 생산비중 평균은 약19.2%임

<슬래그 시멘트의 함량 및 용도>

구 분 슬래그 함량 용 도

1종 5~30% 일반 콘크리트 일반
건축토목공사

2종 30~60%
해양 구조물 해안 근접
건축물 하수시설/화학

공장 시설물

3종 60~70% 저발열용 공사 댐 등
매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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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시멘트산업의 해외 협력 및 감축사례
• 시멘트업계는 국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으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과 베트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워크샵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해외 감축사업 추진사례(미얀마 쿡스토브)>

출처: 동아일보, GTC 등

<온실가스 감축 민·관·연 협력 사례(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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