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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판 통상백서 ‘고차원의 아시아 경제통합’ 지향 

■ 지난 7월 1일 일본 내각에 보고된 2005년판 통상백서는 ‘동아시아 통상백

서’라고 할 정도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를 집중적으로 분석  

○ 특히 중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

었음.  

■ 세계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중국을 주도로 성장해 왔지만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중국의 과잉투자 문제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각국의 외환준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해서는 아시아경제가 내수기반을 확대하면서 자율적인 성장패턴을 강화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통상백서는 동아시아 각국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역내 분업이 확대·고도화

되면서 동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 섬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에서 자급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수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해 왔지만 2000년 이후

에는 기계, 철강, 화학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자급도가 높아지고 이들 품목의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음.  

○ 한국, 대만 등은 부품 및 소재의 자체 조달 비율이 상승하는 한편 전기전자 산

업의 생산비중 및 수출이 확대 

○ ASEAN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전기전자 산업의 수출이 확

대 

■ 동아시아 분업은 중간재에 강한 일본, 조립분야에 강한 중국을 양극단으로 
그 중간에 NICs, ASEAN이 포진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  

○ 일본이 고급 중간재, NICs가 중·저급중간재, 중국 및 ASEAN이 조립 분야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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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하는 3각 무역관계가 확대·고도화   

○ 통상백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역내 분업의 확대 및 고도화는 세계경제에 대한 수

요 및 투자 기회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 그리고 통상백서는 아시아 역내에서 FTA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질이 높은 
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 통상백서는 중국경제가 2000년에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중국산업

의 자급기반이 정비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와 함께 투
자 리스크를 지적  

■ 중국 산업 및 경제는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어서 내륙지 농촌지역의 경
제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 중국 연해지역의 경우 수출확대가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유발 구조가 형성

되고 있는 데 반해 내륙지의 경우 수출의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연해지역

의 수출 및 생산 확대에 따른 수요유발 효과도 낮음(연해지역과 내륙지의 생산

연관 단절).  

■ 최근의 중국경제 성장은 GDP의 40%를 초과하는 막대한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2001~2003년 중국의 투자비율(고정자산투자/GDP*100%)은 40.5%를 기록하고 평균

성장률은 8.0%를 기록  

○ 반면 일본의 고도성장기(1961~1970)에는 투자비율이 32.6%로 평균성장률은 

10.2%를 기록  

○ 한국의 경우(1981~1990)도 투자비율이 29.6%로 평균성장률이 9.2% 달성  

○ 중국의 경우 한국, 일본에 비해 투자의 효율, 성장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진 상

태라고 할 수 있음.  

■ 중국경제의 과잉투자 의존형 성장패턴은 단기 및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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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및 에너지의 낭비와 이들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

력 확대, 전력 부족의 심각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  

○ 중장기적으로는 과잉투자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의 누적과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 

확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휴대폰 등 주요 산업에서의 공급과잉 현상 심화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요 제품 600개 품목 중에서 약 

80%가 공급 과잉 상태이며 의류, 가전, 자동차 등의 공업 제품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극심함. 

■ 중국정부는 2004년에 투자억제 정책을 강화해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경제 시스템상 과잉투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쉽다는 구
조적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지방정부의 성장 지상주의적인 경제정책, 지방정부-지방기업간 유착과 무제한적

인 금융지원을 통해 거품성장을 촉진하는 금융시스템의 낙후 문제 등이 있어서 

과잉투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중국 사업에 대한 일본기업의 평가와 대응 

일본기업 전략의 다양화

기회의 포착과
리스크의 최소화

일본기업의 변화

• 포괄적으로 시장을 커버
• 중국거점에 권한 집중, 
신속한 의사결정, 중국
기업과 경합

• 상위고객층에 집중
• 브랜드 파워, 일본과의
분업 강화

• 중국기업과 차별화

비즈니스 기회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인프라 확충
• 기반산업 정비
• 기술수준 향상
• 다양한 세그멘트의 시장 확대

비즈니스 리스크

• 모조품 증가, 우수인재 부족
• 기술유출 빈발
• 법치 결여
• 자금회수문제
• 에너지난

고성장 기반

• 안정된 고성장세
• 거대한 시장규모
• 외국인의 대중투자 확대

구조적 과제

• 소득격차, 농업문제, 실업문제
• 금융부실, 국유기업문제, 
에너지 환경문제

중국경제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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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가 중국의 부존자원 상황에 맞지 않게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너무 일찍 

의욕적으로 육성하다보니까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고급소비

재 시장이 확대되는 등 사업 기회도 확대  

○ 당분간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상해 등 연해지역은 선진시장과 

같은 고급 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통상백서는 심천, 上海, 無錫, 蘇洲, 珠海, 中山 등의 1인당 실질소득이 한

국 평균치를 이미 상회한 것으로 평가, 심천의 1인당 소득(일본의 1995년 수

준)은 한국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 직접투자도 계속 유입되면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비즈니스 기

회도 확대  

■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도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고
려  

○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산업 인프라의 확충,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정

비, 기술 및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높은 우위성을 가지

고 있는 데다 고급시장부터 저가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반면, 모방 제품, 지적자산 침해, 인프라 및 인력 코스트의 지속적인 상승세, 

정치·사회 불안(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공급과잉, 에너지 문제 등을 리스크 요

인으로서 경계  

■ 이러한 중국 비즈니스를 둘러싼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일률적이지 않고 기업 상황별로 다양함.  

○ 어떤 기업은 상위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

해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의 경우 일본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품

질이나 제품사양도 일본 생산 품목과의 통일성을 추구하여 중국 현지 기업과

의 차별성을 강조   

○ 한편, 중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기업과의 경쟁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국현지법인에게 권한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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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축    

· 이러한 유형의 일본기업의 경우 현지 거점에 대한 본사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억제  

동아시아 분업의 한 축이 될 인도가 중국 리스크를 분산 

■ 또한 일본기업은 중국의 기회와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전략만

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공동시장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일본기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던 동남아 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중국과 동남아를 함께 고려한 생산 및 거점간 분업 시스템의 최적화, 중국 투자 

집중 리스크의 억제에 주력  

○ 그리고 일본기업은 성장잠재력에서 점차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인도를 활용해서 중국의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인 아시아 역내 분업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기 시작했음.  

중국과 인도의 잠재성장률 비교 

(%) 인도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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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중국

  
  자료 : 다이치생명경제연구소  

■ 최근 일본기업은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카도쿠라 타카시(門倉貴史)씨는 인도의 잠재성장률이 
2005~2010년에 중국을 따라잡고 2010~2015년에는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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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Expo 개최와 관

련된  건설수요나 과잉투자에 따른 효과로 인해 2005~2010년의 중국경제 평균성

장률은  인도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대 중에는 양국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경제산업성도 통상백서에서 인도가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일원이 될 가능성

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최근 인도와 동아시아간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도 점차 아시아 역내 

제품 분업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보완성이 높은 파트너가 될 전망   

저출산 · 인구감소 사회 대책으로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 통상백서는 동아시아경제통합 전략을 일본이 안고 있는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목하고 있음.  

○ 2007년부터 저출산·인구감소 사회에 돌입하게 될 일본이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연관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경제

의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임.  

■ 경제산업성은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해 2030년에는 도쿄 등을 제외하여 전
국 269개 도시 중에서 80%정도의 지역 경제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치를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음.  

○ 저출산·인구감소의 부작용으로 소비감소, 인구고령화, 공공사업의 감소, 제조

업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심해져 경제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  

■ 그리고 통상백서에서는 경제규모의 감소와 함께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적자산 감소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음.  

○ 저출산·인구감소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감소를 생산성의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

지만 인구감소와 함께 인력에 기반을 둔 국가 지적자산이 정체 및 감소하게 될 

경우 생산성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임.  

■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 등에서 지식자산을 가진 인재의 유치 및 
활용을 촉구  

○ 대규모 이민 정책을 통한 생산 현장 인력의 유치 정책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첨단 인재 유치 경쟁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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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또한 앞으로 일본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양산 분야에서의 가격경쟁

력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개성을 살린 차별화에 있다고 보고 그 기반이 
되는 지적자산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동아시아와의 연계를 강화  

○ 희소해지는 인력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시키기 위해 일본의 자급적인 공업 

구조를 혁신하면서 동아시아 제조업과의 분업을 더욱 강화  

· 이를 위해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변하기 위한 일본 산업의 구조개혁을 지속

적으로 추진  

○ 동아시아 각국과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인 협력도 강화  

■ 이를 위해 통상백서는 동아시아 각국간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철폐, 금융

·에너지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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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기 안개 속에서 재부상 모색 

■ 일본경제는 작년 중반 이후의 완만한 조정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

했지만 불확실한 대외 요인 때문에 그 행보는 아직 불안한 실정임.  

○ 지난 7월 1일에 발표된 6월의 일본은행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결과에서는 

1990년대의 거품 붕괴 이후 문제가 되었던 설비, 고용, 채무의 3중 과잉 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심

리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국제유가 불안, 대중 수출의 둔화, IT경기의 불안정성 등 갖가지 불확

실한 요인들이 겹치고 있어서 불투명한 상황임.  

○ 일본경제신문사의 시산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향후 1년간 배럴당 60달러를 기록

하게 되면 45달러의 경우에 비해서 실질GDP는 0.1% 포인트 하락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고유가의 장기화는 기업수익 악화, 세계경기 및 수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비로 지난 5월에 0.1% 감소, 2004년 5월의 수출

증가율 21.5%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음.  

○ IT 분야의 재고조정은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이후의 회복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4.9%(2차 발표치이며, 1차발표

치는 5.3%)에 달했지만 2/4분기 성장률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임.  

■ 일본 연구기관들의 경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일본경기가 서서히 조정 국면에

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지만 UFJ종합연구소의 시마나카 유지 조사부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음(Nikkei Business, 2005.7.4).  

○ 그는 전력수요나 공장기계 수주 등의 경기지표를 볼 때 경기회복 기대는 이르다

고 지적  

■ 다만, 계속 감소해 왔던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도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
작하면서 소비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Ⅱ. 경제브리핑 

Ⅱ.경제브리핑



 
 
   

 

 
 

LG 경제연구원 9  

○ 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근로자의 기본 급여는 지난 4월에 4년 5개월 만에 증가세

로 반전한 후 5월에도 전년동월비로 1.4% 증가세를 보였음.  

○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면서 기본 급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의 회복세와 함께 디지털 가전이나 여행 수요 등이 회복되고 있음.  

■ 일본기업의 심리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내수 회복에 힘

입어 일본경기는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임.  

○ 일본 고용시장의 여건상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억제되면서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 수익이 유지되고 고용과 임금

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주요 기관들의 일본경제 전망  

 전망기관 2005. 1/4 2005. 2/4 2005. 3/4 

일본경제연구센터 1.3 -0.0 0.3 

Morgan Stanley(연율) 4.9 0.9 1.4 실질성장률(%) 

CSFB(연율) 4.9 -0.1 1.9 

일본경제연구센터(평균) 104.5 107 107 

Morgan Stanley(기말) 107.2 110.9 108 엔화(Y/$) 

CSFB(기말) 107.2 110.9 105 
주 : 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기준임. CSFB 의 3/4 분기 환율 전망은 7 월 8 일 기준 3 개월 후의 수치임. 
     일본경제연구센터는 5 월 전망치 기준이며, 기타는 7 월 전망치임.  

Ⅱ.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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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히트상품 - 닛케이 조사 

■ 일본경제신문사는 2005년 상반기(1~6월)의 히트 상품 랭킹 조사 결과를 발표

했음. 

○ 정일등급(正一等級)에는 부유층용 각종 서비스(자산운영, 레저, 주택 등의 부유

층 겨냥 상품), 종일등급(從一等級)에는 신선(新鮮)식품용 편의점 형태 100엔숍

이 선정되었음.  

○ 정이등급에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아이치 박람회, 종이등급은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건강과 동시에 환경에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

를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품임.   

○ 그 이외에 샤프의 보온고(保溫庫)를 갖춘 가정용 냉장고, 제3의 맥주(맥주나 발

포주와 달리 원료에 보리를 사용하지 않고 맥주 맛을 내기 때문에 세율 면에서 

유리함),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인테리어와 세련된 요리를 제공하는 저렴한 입식

(立食) 술집 등이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수준별로 차별화된 부가가치나 서비스를 세밀하게 제
공한 상품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임.  

○ 부유층용 고급 서비스가 호조를 보이는 한편 새로운 개념의 저가격 서비스가 호

응을 얻었음.  

■ 리조트 트라스트사가 제공하는 회원제 리조트 맨션의 경우 최고가격 3,000
만엔을 넘는 고가격 프리미엄 회원권부터 먼저 판매되었음.  

○ 시중은행들은 부유층에 대한 자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Private Banking 부

문을 아예 독립시켜서 자회사를 잇달아 설립 

■ 신선식품용 100엔 숍은 야채나 가공식품 등을 100엔 정도로 판매하는 새로

운 형태의 비즈니스이며, 편의점 업계의 새로운 유통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
음.  

○ 로슨의 경우 편의점에서는 히트제품 위주로 수시로 진열품을 교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스토어 100’이라는 신선식품용 100엔 숍을 개설  

Ⅲ. 시장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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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 100’에서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도 고품질의 저가격 제품 위주로 조

달하고 있으며, 기존의 편의점과 물류망을 같이 활용하면서 코스트를 절감  

2005년 상반기 일본 히트상품 랭킹  

正  從 

부유층용 서비스 

- 자산운영, 레저, 주택 등 특등

신선 식품 편의점  

- 편의점 같은 점포에서 야채, 고기, 식품 등을 
100엔 정도로 판매 

아이치 Expo. 

- 자연의 지혜를 주제로 호응 1등 
LOHAS 
- 건강과 환경을 배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 

iPod Shafle(애플) 

- iPod의 저가격 제품 
2등 

초입체(超立體) 마스크(유니 챰) 

- 꽃가루 및 감기 예방 효과 호평 

라쿠텐 이글스 

- 일본 최대 전자쇼핑의 야구팀 창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 200억엔  

3등 
슈레더(문서 폐기 처리기) 

- 4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매출 
급증가 

제3의 맥주 

- 저가격 알코올, 맥주시장 20% 잠식 
4등 

PSP와 닌텐도 DS 

- 소니, 닌텐도의 신형 휴대용 게임기 

음성정액제 PHS 

- 계약자끼리 무료통화 서비스로 인기 
5등급

보온고 탑재 냉장고  

- 학원 다니는 아동을 가진 가정에 호평 

에어 웨이브(혼다) 

- 천장을 유리로 한 소형 4륜 차량   5등급

미야사토 아이 Goods 

- 여자 골프 월드컵 우승 선수 관련 스포츠 
용품 

Stylish 입식 술집 

-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저가격 입식(立食) 술집
5등급

도쿄 빵집 스트리트 

- 전국의 유명 빵집을 모은 food  theme park 
Mixi 
- 인터넷상에서 인맥을 넓히는 소개 
서비스(회원 80만명)  

5등급

중부국제공항  

- 전망대에 목욕탕을 갖추는 등 토요타 
출신자의 지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  

자료 : 닛케이 조사 기준임.  

쿨 비즈 관련 상품 호조 

■ 계속되는 유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쿨 비
즈’ 캠페인에 힘입어서 관련 상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쿨 비즈(Cool BIZ)는 넥타이와 상의를 생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정장 스타일이며, 

Cool와 Business의 합성어임.  

○ 과거 유가파동기에 일본정부가 추진했던 ‘쇼에네 룩(에너지 절약 패션)’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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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모양의 상의 위주로 구성돼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는 옷을 구입해야 할 부

담도 있어서 호응이 저조했음.  

○ 그러나 이번 쿨 비즈는 넥타이를 생략하기만 하면 되고 이상한 옷을 사야 할 부

담도 없어서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산업계의 호응도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맞추어서 각 의류업체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정중하게 보일 수 있
는 샤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관련 샤스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음.   

○ 원래 일본에서는 IVY 패션(미국 동부 명문 학생들의 전통 패션)이 꾸준한 인기

를 얻고 주된 스타일인 Button Down계 샤스가 보급된 상태였음.  

○ 넥타이를 생략할 경우 보통 와이샤스보다는 Button Down계 샤스가 정중하게 보

이고 모양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Button Down 와이샤스의 매출이 급증가하고 

있는 것임.  

■ 각 신사복 회사들은 Button Down 와이샤스와 잘 어울리는 바지를 전시하면

서 쿨 비즈 상품 코너를 설치해서 판촉에 나서고 있음.  

○ 다만, 쿨 비즈로 인해 상의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할 우

려도 있기 때문에 의류 업체들은 Button Down 와이샤스에 맞는 IVY계 혹은 변형

된 IVY계 상의의 판촉에도 주력  

○ 한편 넥타이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

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장식품을 모색 중임.  

■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永浜利廣) 주임이코노미스트는 쿨 비즈 붐
으로 인해 1인당 여름 소비지출이 평균 3만엔 정도 늘어나 전체 경제 효과

가 1,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시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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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산업경기 유가 불안 극복이 과제 

■ 2005년 3/4분기 일본 산업경기는 작년 2/4분기 이후의 완만한 조정국면에서 
점차 탈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유가 불안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日本經濟新聞, 2005.1.4).  

○ 3/4분기에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비철, 산업·공작기

계, 정밀기계, 네트워크 서비스, 오락, 인재파견 등의 6개이며, 2/4분기와 같을 

것으로 예상됨. 

■ 가전의 경우 올림픽 등의 특별한 이벤트는 없으나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서 
LCD, PDP TV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합하는 Rear Projection 
TV의 판매 공세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전자 부품 및 반도체는 가격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재고 조정이 진전돼 

수주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고부가가치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도 호조를 보일 전망  

일본산업경기 예측 

백화점 수퍼 편의점 의약품소매 네트워크서비스

외식 여행·호텔 오락 광고 인재파견

철강·비철 석유 전력 화학 건설·시멘트

맨션·주택 종이·펄프 섬유·의류 플랜트·조선 산업·공작기계

전자부품·반도체 정보시스템 통신 가전 자동차

정밀기계 식품·음료 의약 화물수송 리스

 
주   : 왼쪽은 2005 년 2/4 분기 실적이며, 오른쪽은 2005 년 3/4 분기 예측임.  
자료 : 일본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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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계속되는 유가 상승세와 함께 점점 가격 전가(轉嫁)가 어려워지고 있는 
석유정제 및 화학 산업 경기는 악화될 전망  

○ 석유화학 제품 수요 자체는 계속 호조를 보임으로써 각사의 설비 가동률은 높은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가격은 급등락할 가능성 존재  

○ 한때 급락한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다소 회복했으나 중국의 유화 플랜트 신설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석유 제품 가격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

은 불확실한 실정임.  

일본 종합상사의 부활 

■ 과거 고도 성장기에 일본경제를 이끌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일본 종합상사는 그동안 일본경제의 소프트화와 장기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최근 부활하면서 실적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경제의 소프트화와 함께 중화학공업제품의 무역거래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

면서 거래수수료를 기본으로 했던 수익구조의 악화에 직면한 일본 종합상사는 

그동안 수익기반의 재조정에 주력해 왔음.  

○ 단순한 거래 중개 수수료 비즈니스 이외에 자원개발 프로젝트 투자, 금융서비스, 

IT 서비스, 국내외에서의 제조업 및 유통 비즈니스 투자 사업 등이 확대되어 실

적을 거두기 시작했음.   

■ 일본 종합상사는 무역거래 및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축적한 인맥이

나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투자사업의 수익성 확대

에 주력  

○ 종합상사의 정보력과 비즈니스 감각, 리스크 관리 노하우 등이 빛을 발하기 시

작해 이들 투자 사업의 수익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종합상사에는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인재가 많기 때문에 일본 종합상사들

은 각종 투자 사업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투자한 기업의 수익 제고에 주력  

○ 예를 들면 미쓰비시상사는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의 거대 유통업체인 다이에이 

산하의 편의점인 로손을 매수한 후 니나미 타카시(新浪剛史)씨를 경영자로 파견

하여 신선(新鮮)식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업태에 도전, 종은 실적을 거두고 있음.  

○ 글로벌화 및 시장경제화로 기업의 매수합병이나 부실기업 회생 비즈니스는 글로

벌기업뿐만 아니라 로컬 기업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종합상사의 관련 

노하우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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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를 비롯한 개도국 경제의 호조,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속에서 종합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나 어학 능력을 가진 일본 종합상사의 비
즈니스 추진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선진국에 비해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하고 현지화 스킬 확보도 어려운 개도국

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종합상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

음.  

○ 예를 들면 유니크로라는 대형 의류 체인점이 중국에서 위탁가공 시스템을 구축

하고 저가격·고품질의 의류를 수입하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종합상사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활용했기 때문이었음.  

■ 물론 최근의 석유, 철강재, 화학제품 등 종합상사들이 전통적으로 취급해 왔
던 품목의 가격 상승, 이들 분야에 대한 BRICs의 수요 급증이 일본 종합상

사의 실적을 더욱 호전시켰다고도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일본 종합상사들이 꾸준히 계속해 왔던 각종 자원 개발 비즈니스의 

수익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 종합상사의 부활 조짐은 시황 호조에만 의존한 일과성의 현상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
다는 점도 주목됨. 

■ 이토추상사는 여성에 초점을 맞춘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 풍 소비재 및 레저 
수요 등을 겨냥한 고품격 포탈 사이트인 Excite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는 등 
넷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태내고 있음.  

○ Excite는 야후나 라쿠텐 등의 대형 포털 사이트와 달리 20~30대의 젊은 여성 고

객층에 초점을 맞추어 높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이들 고객층을 겨냥한 제품 개발

에 주력하고 있는 제조업체 등으로부터의 광고 수입이 급증  

○ 또한 이토추는 넷 전문 증권사인 카부.com증권도 궤도에 올려 Excite와 함께 주

식을 상장함으로써 1,000억엔의 자산 이익을 확보했음.  

○ 그 이외에 이토추상사는 디지털 컨텐츠, 통신, 패션 서비스, 편의점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송 프로그램, 전자 결제 등의 각종 넷 비즈니스를 오프라인의 비

즈니스 기반과 연계적으로 추진  

○ 이토추의 넷 비즈니스는 각 시장에서 부동의 1등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

합상사의 다양한 상권 및 비즈니스 노하우를 살리면서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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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해 수익 창출에 성공, 종합적으로는 무시 못할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 

○ 넷 비즈니스가 완전히 오프라인에서 완결되기가 어렵고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이

나 비즈니스 노하우가 차별적인 경쟁력으로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인터넷과 

종합상사 상권 비즈니스의 융합이 기회가 되고 있음.  

PDP  TV 사업 생존전략에 매진하는 히타치와 마쓰시타 

■ LCD TV는 소형, PDP TV는 대형 시장이라는 분업관계가 무너져 LCD TV의 
대형화와 함께 소니의 PDP TV 사업 포기, PDP TV 전문기업인 파이오니아의 
부진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히타치와 마쓰시타가 PDP TV 전략을 한층 강화

하고 있음.  

○ 샤프나 한국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LCD 비즈니스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은 사운을 걸어서 PDP TV 사업에 주력  

■ 마쓰시타전기는 지난 4월말에 PDP TV 모델을 갱신하면서 일본시장에서 가
격을 인하하는 한편 대리점 및 양판점에 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  

○ 작년에 65만엔 정도로 판매했던 42인치 PDP TV의 경우 최저가격 38~45만엔 정도

로 인하하는 등 판매 공세를 강화  

○ 적극적인 공세에 힘입어서 35인치 이상의 박형TV(Flat Panel Display TV) 시장

에서 마쓰시타전기의 점유율은 처음으로 40%를 능가해 샤프의 LCD TV를 밀어내 

제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週刊ダイヤモンド, 2005.6.4)  

■ 또한 PDP TV 시장규모가 일본을 능가해서 세계최대가 된 미국 시장에서도 
마쓰시타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 하이비전 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앞세운 마쓰시타전기의 점유율은 20%대 후반에

서 금년 5월에는 일시적으로 40%를 초과하기도 했음(週刊東洋經濟, 2005.6.18).  

○ 마쓰시타는 미국시장에서 모든 광고·선전에 PDP TV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해 

PDP 시장 확대에 주력  

○ 샤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대형 LCD TV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팔리

고 있지만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는 부진해 20인치대의 중소형 위주에 주력하고 

있어서 마쓰시타의 독주를 막기가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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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시타는 일본 및 세계시장에서 PDP TV 판매대수를 2004년의 71만대에서 
2005년에는 200만대로 2.8배나 확대시킬 방침으로 있음.  

○ 이를 위해 아마가사키시에 건설 중인 PDP 패널 생산 제2공장의 건설을 앞당기고 

생산라인도 당초계획보다도 1개 추가할 방침임(일본경제신문, 20005.6.11)  

○ 또한 마쓰시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경

영자원을 PDP TV에 집중하기 위해 부진한 반도체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종업원 1,000명을 조기퇴직 시키기로 했음.  

■ 마쓰시타의 공세는 해외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샤프의 LCD TV에게 위
협이 되고 있는 한편 같은 입장에서 PDP TV에 주력하고 있는 히타치제작소

도 긴장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히타치는 지난 7월 11일에 PDP TV의 시장점유율을 35~4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과 함께 새로운 제품 모델을 발표했음.  

○ 신제품인 ‘Woo 8000’ 시리즈는 화면 휘도(輝度)가 뛰어나고 하이비젼 디지털 

튜너와 함께 HDD를 탑재했음.  

○ 신제품의 가격은 42인치가 56.7만엔이며, 구식 모델에 비해 가격을 25만엔(30%) 

인하했음.  

■ 히타치의 야마다(山田健勇)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장은 「2010년으로 예상하

고 있었던 1인치당 5,000엔 수준의 PDP TV 가격 시대가 2008년으로 앞당겨

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코스트 절감에 한층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패널 모듈과 TV 조립의 수직적인 사업 전개의 효율성을 높여서 가격절감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임.  

■ 히타치는 2005년도의 PDP TV 판매 대수를 전년도에 비해 2배 많은 약 3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에서 약 4억엔을 추가투자하고 9월에는 후 공정의 현지생산을 개

시할 예정임.  

■ 한일 기업에 의한 7세대 및 8세대 LCD 생산라인 가동이 점차 본격화되면 
PDP TV와의 경합이 한층 치열해질 것은 분명함.  

○ LCD TV의 공세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PDP TV이지만 LCD에 없는 자발광(自發

Ⅳ.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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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 이점이라는 화질상의 우수성 때문에 시장이 소멸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미디어 평론가인 아사쿠라 레이지(麻倉怜士)씨는 PDP TV와 LCD TV
가 공존할 것이라고 평가  

○ 아사쿠라씨는 자발광인 PDP는 흑색의 표현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홈 시어터를 

구축하여 실내 조명을 끄고 영화나 콘서트, 오페라, 고화질 영상물 등 감상형의

Rich Contents를 보는 데 있어서는 PDP TV가 유리하다고 평가  

○ 반면 가전제품 매장에서 LCD TV의 화질이 좋아 보이는 바와 같이 LCD는 실내 조

명을 킨 상태에서 보는 뉴스나 일반 TV 프로그램용으로서 유리하다고 평가  

○ 이에 따라 LCD 및 PDP 가격의 하락과 함께 각 가정은 결국 두 가지 종류의 FPD 

TV를 갖추는 라이프스타일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현재도 브라운관 TV를 여러 대 보유하는 가정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형태가 

박형TV 의 다양화로 이어질 전망  

■ 미국의 조사회사인 디스플레이 리서치사는 35인치 이상의 박형 TV 시장에

서 LCD TV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4년도의 7%에서 2008년도에는 40%로 
상승하겠지만 PDP TV의 점유율은 여전히 6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Ⅳ.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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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 온난화에 대응한 환경기술 개발 

■ 장기화되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일
본기업들의 환경 기술개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 및 활용 기술개발, 
전자기기 및 산업시설 등의 에너지 효율 제고, 신에너지 개발 활동 등이 활
발해지고 있음.  

■ 신소재 개발 활동으로서는 천연소재 활용 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 NEC와 유니치카(섬유회사)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폴리 유산(乳酸)에 천연섬유를 

배합하고 식물성분 비율을 약 90%까지 높인 휴대폰용 플라스틱 신소재를 공동 

개발했으며, 1년 정도 후에 실용화할 계획임(朝日新聞, 2005.6.15).  

○ 토요타도 자동차용 내장제 등에 Kenaf라는 식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인도네시아의 Kenaf 농장을 현재의 2배인 3,000ha

로 확대하는 한편 2006년 이후에는 토요타시에 바이오 플라스틱 양산공장을 건

설할 계획임(日本經濟新聞, 2005. 6.23).  

■ 일본의 가전업체들은 가정용 전기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냉장고와 에어

컨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명

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에 주력 중임.  

○ 마쓰시타전기는 냉장고의 냉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섬유 활

용 진공단열재를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음.  

· 마쓰시타는 유리 섬유의 재질이나 배열을 바꾸면서 에너지 효율을 추가적으

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마쓰시타는 에어컨 필터의 자동 세정기능을 개발해 냉방 공기가 항상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소비전력을 절감  

○ 한편 히타치제작소는 냉장고의 핵심부품인 컴프레서의 운전 제어를 효율화하여 

소비전력을 줄기 위해 고효율 Power 반도체의 연구에 주력 중임.  

○ 미쓰비시전기는 독자적인 모터기술로 냉장고 소비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컴

Ⅴ.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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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서의 개량에 주력  

· 또한 미쓰비시전기는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는 햇빛이 비치는 공간을 자동적

으로 먼저 집중 냉각하도록 제어할 수 에어컨을 개발하여 소비전력을 30% 절

감  

■ 산업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  

○ 토넨제네럴석유, 미쓰이화학, 오사카가스 등과 같은 유화단지에 입주한 3개사는 

LNG를 기체화하기 이전의 저온(低溫 : 마이너스 160도 정도) 상태를 에너지원으

로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日本經濟新聞, 2005.7.5)  

· LNG의 저온상태를 활용해서 부탄가스를 효과적으로 저장    

·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나 프로판가스를 LNG의 저온 에너지를 활

용해서 분리하여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추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나프타

를 쓰지 않고 합성수지를 제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한편, 빌딩의 전력 사용량 절약을 위해 타이세이건설은 지하에 파이프를 연결하

여 계절과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하의 공기를 활용해서 냉온

방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  

· 또한 카시마건설은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하여 사람이 있는 곳에 냉방

과 온방을 집중시켜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 중임.     

■ 태양전지나 바이오매스 등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화되기 시작한 신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급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日本經濟新聞, 2005.6.3).  

○ 태양전지의 경우 가격이 높은 실리컨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색소증감형(色素增

感型) 제품의 개발이 강화되고 있음.  

· 색소증감형 태양전지는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電解質)에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치 

Expo에서 토요타가 전시한 실험 주택에서는 겔 상태의 소재를 활용해서 이러

한 문제를 극복했음.  

○ 다만, 샤프는 실리컨의 두께를 180마이크로(백만분의 1)미터로 압축한 실리컨 

태양전지를 개발해 코스트 문제 해결에 주력  

· 미쓰비시전기도 레이저를 활용한 실리컨의 절단법을 개발 중이며, 이것이 완

성될 경우 태양전지용 실리컨을 50마이크로 미터까지 얇게 할 수 있다고 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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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찌꺼기 등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전력을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 츄가이로코교(中外爐工業)사는 나무 찌꺼기를 폐기가스로 건조

하고 다시 가공해서 수소나 일산화탄소, 메탄으로 전화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개

발해서 발전 효율을 20% 향상시켰음.  

○ 한편 토요타자동차는 휘발유와 함께 옥수수 등 식물에서 만들 수 있는 알코올 

연료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Flex 승용차의 개발에 착수했음.  

· 이는 휘발유와 알콜을 같은 연료 탱크에 넣고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가

격의 변동에 따라 연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생김.  

· 브라질에서는 휘발유와 알코올을 겸용한 차량이 작년의 22%에서 금년 5월에

는 50%를 초과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는 Flex 승용차로 

중남미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임.  

일본기업이 차세대 메모리 실용화 기술 잇달아 개발 

■ 지난 6월에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2005 Symposium on VLSI’에서 차세

대 플래시 메모리로 지목되고 있는 MRAM(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 磁氣 메모리)의 실용화 관련 신기술이 잇달아 발표되었음.  

○ MRAM이란 자기(磁氣)의 방향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메모리이며, 고속·대

용량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고쳐 쓰기가 가능한 DRAM의 특징과 전원을 꺼도 데이

터를 보존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을 함께 가진 것임.  

· 이를 활용하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의 메모리 확장, OS를 한 순간에 기동

시킬 수 있는 PC의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MRAM 실용화를 위해서는 미세 가공시의 전류 절감기술이나 고속 성능을 

유지하면서 Cell 면적을 억제하는 기술의 개발 등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본기업은 MRAM을 차세대 메모리의 유력 후보로 지
목하여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음.  

○ 후지쓰연구소는 심포지엄에서 MRAM 메모리를 대용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회로방

식을 발표했음.  

· 이는 기억 소자인 MJT소자(Magnetic Tunneling Junction : 자기저항소자)의 

분산에 따른 영향을 억제해 집적회로에 대용량화한 MRAM을 혼합탑재해도 불

량률을 낮출 수 있게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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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와 도시바는 종래보다 5배 이상 기록밀도를 높인 대용량 MRAM에 적합한 Cell 

기술을 발표했음.  

· 이는 기록층을 다층화한 MJT소자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양사는 금년도 중에 

256Mbit MRAM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Ⅴ.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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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방식 IP 전화 서비스로 도약하는 킨미라이츠신 

■ 지난 1997년 12월에 설립된 키미라이츠신사는 독자적인 IP 전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거듭해 온 벤처기업임(週刊エコノミスト, 2005.7.5).   

○ 인터넷 전화는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초기에 각광을 받았

지만 낙후된 통화 음질 때문에 보급이 부진했음.  

○ 이에 따라 킨미라이츠신사는 창업 초기부터 통화 음질의 향상에 주력, 음성 전

용회선망인 ‘수퍼 넷’을 구축해 왔음.   

■ 키미라이츠신사는 수퍼 넷을 구축하기 위해 중계기를 일본내 90개, 해외 18
개를 설치 

○ 중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동사는 법인 혹은 개인 오너를 모집하고 오너가 

스스로 설비에 투자하는 프랜차이즈식 통신 비즈니스 방식을 채택해서 투자부담

을 절감  

○ 각 오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중계국을 통과하는 통화량에 따라서 보수를 받

게 됨.  

■ 킨미라이츠신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

도 중계국을 설치  

○ 해외전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비

즈니스맨들의 이용이 확대  

○ 고객은 동사가 발행하는 글로벌 카드라는 선불식 전화 카드를 활용해서 일반 전

화, 공중전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퍼 넷’에 접속해서 일본 내 장거리 전

화나 세계 230개국에 전화를 할 수 있음.  

○ 또한 동사가 발행하는 Global Card Reloaded의 경우 편의점에서 통화료를 추가

할 수 있음.  

■ 2004년에는 IP TV 전화 서비스인 'TVfone adomo'를 출시  

○ 동사는 과거 TV 전화 비즈니스에서 실패한 기업들의 경험을 참고로 하면서 초기 

보급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IP TV 전화기를 무료로 대여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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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TV 전화가 같은 통신사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TVfone adomo'

는 일반전화, 국제전화, 휴대폰 등 기존의 전화망과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PC의 경우도 어떤 통신사를 통해서도 통화가 가능함.  

○ 또한 단추 하나로 화면을 치울 수 있도록 해 불편할 때 자신의 얼굴을 숨길 수 

있게 했음.  

○ 동사는 'TVfone adomo'를 3년 이내에 300만대 보급시킬 계획임.  

코스모석유 1.8배 빠른 발모제 개발 

■ 코스모석유는 신소재기술을 활용해서 피부과 전문 의사와 공동으로 일반적

인 발모제보다도 1.8배 빠른 신형 발모제를 개발(日本經濟新聞, 2005. 5.29)  

○ 코스모석유는 1960년부터 석유정제 과정에 쓰이는 탈 유황(脫 硫黃) 기술을 의

약 등의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바이오연구에 착수  

○ 동사는 탈 유황기술을 활용해서 아미노레브린산(ALA)이라는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공법을 확립했으며, 제조기법 등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한편 이 물질을 

활용해서 지난 1999년에는 농작물 육성제를 개발했음.  

○ ALA는 원래 동물이나 식물에 포함된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1나노미터의 물질임.  

· 암치료 등에도 쓰이지만 가격이 높은 것이 문제였지만 동사는 화학적인 공법

을 확립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  이번에 동사가 개발한 발모제는 인간의 혈액에도 포함된 ALA에 철분을 추
가해서 만든 것임.  

○ 철분을 추가함으로써 발모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  

○ 일반 발모제에 사용되고 있는 미노키시질이라는 물질에 비해 1.8배의 발모 속도

를 갖게 됨.  

■ ALA에 철분이 첨가됨으로써 모근(毛根)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어 
발모가 촉진됨.  

○ ALA에 철분을 첨가하는 아이디어는 여드름 치료법을 계속 연구해 왔던 방위의과

대학의 비상근 강사인 이토(伊藤嘉恭) 의사가 발견하여 특허를 취득했음.  

○ 발모제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이토의사와 코스모석유의 특허가 다 필요하기 때문

에 양자는 공동 사업에 합의한 것임.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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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교수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환자 23명 중 절반 이상에서 발모효과가 확인되

었음.  

○ 코스모석유와 이토 의사는 기술제휴 대상이 될 제약사 및 화장품 회사들과 교섭 

중이며, 2007년도 중에 상품화할 계획임.  

발모제 사용전과 사용 후  

 
               주 : 이토(伊藤嘉恭) 의사 촬영  
               자료 : 코스모석유 홈페이지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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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최고이익 갱신 

■ 신에츠화학공업은 지난 3월 결산에서 10년 연속 최고이익을 갱신하여 일본 
최우량 화학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음.   

○ 신에츠화학의 매출규모는 2004회계연도(2004.4.1~2005.3.30) 기준으로 9,675억

엔에 불과해 일본 최대 화학기업인 미쓰비시 화학의 2조 1,895억엔의 절반 이하

이지만 순이익은 378억엔 많은 932억엔으로 일본 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을 보였

음.  

○ 중국의 고성장세에 힘입어서 일본 종합화학 회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이들과 신에츠화학의 실적 격차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한 신에츠화학공업의 실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음.  

일본 주요 화학기업의 실적 비교  

                                                                                                              (단위 : 억엔, %)  

  신에츠화학 미쓰비시화학 미쓰이화학 토레이 스미토모화학 

매출액 9,675 21,895 12,275 12,986 12,963 

순이익 932 554 262 344 645 
ROA 6.51 2.79 2.19 2.55 4.03 

       주 : 2005 년 3 월 결산 기준임.   
자료 : Yahoo Finance  

■ 신에츠화학의 주력 제품은 PVC(염화 비닐수지), 실리컨, 반도체용 웨이퍼, 
석영(石英) 등 가격의 변화가 극심한 것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
익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신에츠화학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대 초의 IT 버블 붕괴 시에는 광섬유 관련 소재나 반도체 소재 분야의 수

요가 급락했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하여 최고이익을 갱신해 왔음.  

■ 신에츠화학은 주력 제품이 글로벌 1등 기업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며, 특정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강한 시장기반을 확보  

○ 세계 1위 품목에는 PVC, 반도체 실리컨, 셀로스 유도체, 합성석영, Rare Earth 

Magnet 등이 있으며, 실리컨도 세계 3위의 제품임.  

Ⅶ. 기업사례

Ⅶ. 기업사례 신에츠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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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1등 품목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신에츠화학의 매출구조는 선진권, 개
도권을 망라하는 글로벌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경기변동에서 오는 충격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음.  

시황변화에 민감한 경영자 

■ 신에츠화학이 가격 변동이 극심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카나가와 치히로(金川千尋) 사장의 시장 감각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에 반도체 시황의 호조를 일찍 예감한 카나가와 사장은 한 때 반도체 

실리컨 웨이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60%까지 올리기도 했으며, 이후 반도체 시

황 악화에 따라 점유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허용  

○ 일본에서 구조불황 사업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PVC 분야의 경우 일본 시장은 

부진하지만 미국 등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지역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하

여 경쟁사를 밀어내면서 고수익구조를 구축  

· 시황이 호조를 보일 때 고객과의 계약을 일찍 갱신하는 타이밍이 뛰어난 카

나가와 사장은 ‘시황을 읽는 천재’(日經ビジネス, 2003.2.17)라는 칭찬을 

받기도 함.  

■ 카나가와 사장은 시황을 읽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비결을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음(朝日TV, 2005. 6.12 방송).  

○ 『 항상 장기적인 일과 단기적인 변화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 매일 매일의 업

무 속에 보배가 숨어 있다.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  

■ 실제로 카나가와 사장은 매일매일 시황 정보나 각종 이슈를 체크하여 회사

의 실적에 반영하는 ‘일차(日次) 결산’을 반복하는 정보 분석을 20년 이상 
계속해 왔음.  

○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상의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추어 세계 화학시장의 흐름을 빠

르게 읽고 의사결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임.  

○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면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

구     

· 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 자동차, 통신 등 관련 산업경기나 이슈를 시시

Ⅶ. 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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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으로 체크  

■ 카나가와 사장은 출장시를 제외하면 매일 아침 7시 15분에서 30분 정도에 
출근하여 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미국 휴스턴의 PVC 생산법인인 Shintech
의 영업보고를 매일 체크함.  

 

‘카나가와식 경영’의 핵심  
  
카나가와 사장은 1926년 한국의 대구에서 태어나 18세까지 서울에서 지냈다. 1950년 3월에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에 입사했다. 10년 이상 상사 근무를 하고 1962년에 
신에츠화학에 입사했으며, 1978년에 미국 자회사인 Shintech 사장에 취임(현재까지 계속 겸직), 
해외사업본부장을 거쳐 1990년에 사장에 취임했다.   
특이한 점은 해외사업 경험이 많고 20년 넘게 미국 자회사의 사장직을 겸직하면서도 한번도 

해외주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Shintech의 경영을 맡은 후에는 격월로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생활을 
10년 이상 계속했다.   
해외사업에 종사한 초기인 1960년대에 카나가와 사장은 중남미인 니카라과 PVC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 후 1970년대에 혁명이 일어나 고생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투자이익은 회수한 
상태였지만 혁명으로 사업이 소멸되는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민한 감각도 
지니고 있다.  
니카라과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카나가와 사장은 『 리스크에는 부담해야 할 리스크와 

부담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가 있다. 컨트리 리스크는 부담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이다. 중동은 원료 
조달상 유리하며, 중국도 유망하지만 컨트리 리스크가 높다. 반면, 미국 등 경쟁이 심한 곳은 컨트리 
리스크가 낮다. 저는 컨트리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컨트리 리스크는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해야 하며, 경영진은 현재 유리한 지역에 진출하여 재임기간에 실적을 거두기를 원하지만 이는 
리스크가 높으며, 전사적인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고 설명한다.  
또한 카나가와 사장은 투자에 대해서는 『 기업은 돈이 있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면 차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자금이 남아돈다고 전망이 불투명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업을 발견할 수 없다면 돈을 붙잡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사업은 규칙이 있는 
전쟁과 같으며, 공정하게 싸워야 하지만 경쟁자를 도태시키기 위해 온갖 일을 한다. 물론, 같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면, 보다 큰 비즈니스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카나가와 사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력도 갖춘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카나가와 사장은 시황을 늘 지켜보면서 비즈니스 리스크의 씨앗을 제거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지켜보면서 결단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 카나가와식 경영’ 의 
핵심은 다양한 비즈니스 초점을 머리 속에 그려 놓고 시간 축과 세계시장이라는 수평축을 폭 넓게 
관찰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매일매일 꾸준히 축적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朝日 TV, 2005. 6.12 방송. 日經ビジネス, 20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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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 사이의 시차를 감안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여 미국 거점의 업무를 

매일 체크해 필요한 지시를 곧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임.  

○ 그 이후의 업무 스케줄은 30분 간격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임원회의의 경우도 

각 사업부장이나 공장장의 실적보고가 분 단위로 세밀하게 설정되고 있음.  

○ 카나가와 사장이 실무자로부터 세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자세한 지시를 직접 

전달  

강한 사업을 위주로 글로벌 확장 경영 

■ 신에츠화학은 미주, 유럽, 일본, 동남아 등에 거점망을 구축하는 글로벌 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범용화학 수지인 PVC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국제통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영이 

가능해 환 리스크 헤지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 반면 중국의 경우는 판매거점 위주이며, 전략사업인 PVC 제조거점을 두고 있지 

않음.  

■ 신에츠화학은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대규모 거점을 세
우기 어렵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   

○ 중국의 경우 잠재적인 정치 리스크와 함께 정부가 기초원료인 석유, 전력을 국

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  

○ 석유화학의 상류부문인 석유나 전력 등의 기초원료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

책 변화가 화학 산업의 수익구조를 순식간에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    

○ 자체적인 경영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신에츠화학은 중국

에서의 사업 전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임.  

■ 반면 미국의 경우 극심한 경쟁 환경 때문에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영노력으로 경쟁에 이기면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음.  

○ 신에츠화학이 Shintech을 세워서 1978년에 미국 PVC 시장에 진입했을 당시에는 

13개사가 경쟁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신에츠화학은 최하위에 그쳤지만 경쟁사들

이 하나 둘씩 탈락해 Shintech는 현재 압도적인 1등 기업으로 성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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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는 재래형 산업이지만 미국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1990년대 

이후 IT혁명으로 산업경기가 활성화돼 Shintech의 성장기반이 강화되었음.  

■ 신에츠화학 성장의 기초는 글로벌 경영에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영을 뒷
받침하고 있는 것은 1등화 전략임.  

○ 강한 사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경쟁사를 탈락시키면서 시장을 글로벌하게 확

장하는 것이 결국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임. 

○ 신에츠화학의 주력 제품인 PVC는 범용화학수지이며, 개도국에서도 생산되고 있

지만 관련 제조기술과 생산능력 측면에서 'Global No.1'으로서의 지위를 중장기

적으로 유지한다면 도전자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임.   

■ 이에 따라 신에츠화학은 세계시장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규모와 타이밍으로 
설비를 확장하는 한편 탈락한 경쟁사의 매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 신에츠화학은 텍사스 PVC 공장에 이어 2002년에 보덴사의 루이지애나 PVC 공장

을 매수했음.  

○ 유럽에서는 셸과 아크조사의 네덜란드 합작법인을 2000년에 매수해서 시장입지

를 강화  

■ 신에츠화학이 글로벌 M&A를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수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수 후의 사업구도나 경영정상화 계획

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음.  

○ 매수 당시 적자에 허덕이었던 네덜란드 거점의 경우 매수 1년 만에 흑자로 전환

시키는 데에 성공  

○ 매수 과정에서 고용 문제 등의 쟁점을 정리해 계약 과정에서 문제를 사전에 억

제해 매수 후에는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 성공요인

임.  

○ PVC 등 범용수지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M&A 전략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

면도 있으며, 신에츠화학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축적해 M&A 스

킬도 향상시켜 왔다고 할 수 있음.  

○ 화학수지의 시황이 악화될 때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M&A를 성공시켜서 생산능

력을 확충하여 호황기에 대비하는 시황 중시 경영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

음.  

○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신에츠화학이 부실기업이나 사업의 절상화 스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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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신에츠화학은 PVC의 글로벌 생산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PVC 생산능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임.  

○ 미국에서는 10억달러를 투자해서 2007년말까지 PVC 원료인 VCM 75만톤/연간, 염

소 45만톤/연간, 가성소다 50만톤/연간 등의 설비를 건설  

·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미국에서는 PVC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

단해 원료인 염소 등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류 부문에 진출해 일

괄생산체제도 구축할 계획인 것임.  

· 신에츠화학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기초원료인 에틸렌부터의 일괄생산체제 

구축도 고려 중임.  

○ 또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공장의 PVC 생산능력을 35만톤/연간에서 45만톤/연간

으로 확대할 계획임.  

○ 신에츠화학은 미국거점을 중심거점으로 삼으면서 유럽, 일본 거점이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세계적인 PVC 수요 증대에 대응할 전략임.  

원천 기술의 집중화와 응용 다각화 

■ 신에츠화학의 고수익 경영은 PVC 등 범용화학수지의 글로벌화에만 있는 것
은 아님.  

○ 전자재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밀화학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해 안정된 수익

기반을 구축했음.   

■ 반도체용 실리컨 등의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술과 사업의 수직구조를 강화  

○ 원천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기술 분야를 엄선하고 수익형 구조를 가지고 

응용분야를 다각화하면서 시장저변과 매출의 확대에 주력  

· 실리컨의 기초인 규소(硅素)를 활용한 규소 화학에 집중하는 한편, 주요 원

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산도 매입  

○ 실리컨 응용분야를 반도체 이외로 확대시키는 데에 주력  

· 예를 들면 최첨단 실리컨을 인간형 로봇에 응용해서 보다 부드러운 로봇을 

현실화시키면서 시장기반의 확대를 도모  

■ 실리컨 이외의 분야로서 천연 고분자 물질인 Cellulose에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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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부터 Cellulose 유도체를 생산, 제약회사에 의약품용 첨가물을 판매  

신에츠화학의 실리컨을 활용한 인간형 로봇의 겉과 속  

 
                     자료 : 신에츠화학 홈 페이지  

■ 화학분야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은 상당 기간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에츠화학은 신규 비
즈니스 능력의 고도화에 주력해 왔음.  

○ 예를 들면 신에츠화학은 사장 직할로 신규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New Z위원회’를 운영해 왔음.   

○ 이를 통해 신규사업의 유망성을 평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투자 방향을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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