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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수익 확대 전망 

■ 일본 기업의 수익이 유가 급등과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에도 불구

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4분기의 일본 기업 수익은 전체 산업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2.9%, 제

조업 기준으로 14.2% 증가했음. 

일본기업의 경상이익 증가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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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4 분기 전방이동평균치 기준임. 일본 재무성「法人企業統計調査」에서 시산했음.  

 

■ 사상 최대 이익을 갱신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동안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수익 호조가 투자 확대,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의 호

조를 뒷받침하고 있음.  

○ 그 결과 IMF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 선

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도 유일하게 2005년 일본 경제 성장률

을 기존의 0.8%에서 2.0%로 크게 상향 수정했음.  

■ 유가 강세와 세계 경기의 둔화 조짐 속에서 유독 일본 경제와 일본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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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조를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요 연구 기관들은 일본 기업의 수
익이 2006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9일 발표한 「 2005~2007년도의 기업수

익 전망 」에서 일본 기업(NOMURA 400지수 기준)의 경상 이익이 2006년도에 

10.6%, 2007년도에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일본 기업의 경상 이익이 2006년도에도 증가하게 되면 2002년 이후 5년 연
속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셈임.  

○ 5년 연속으로 경상 이익이 증가하게 될 경우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1966~1970

년, 제1차 유가 파동 이후의 1976~1980년에 이어 사상 세 번째의 일임.  

낮은 인건비 부담이 수익 호조 장기화의 배경 

■ 일본 기업의 이러한 수익 호조는 그 동안의 구조조정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건비 부담의 삭감이 기여한 것으로 보임.  

일본기업의 인건비 노동분배율 경상이익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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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4 분기 전방이동평균치 기준임. 노동분배율 = (인건비)/ (인건비+경상이익+ 감가상각비+ 

지급이자)X100(%)를 기준으로 시산했음. 데이터는 일본 재무성「法人企業統計調査」를 활용  

 

○ 일본 기업의 노동 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은 1999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왔으며, 이것이 일본 기업의 전체적인 고정비용 절감에 기여했음.  

○ 장기간 신규 고용을 억제해 왔던 일본 기업은 정규직의 비중을 줄이고 파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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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해 왔음. 

■ 최근에는 일본 기업이 수익 호조에 힘입어 정규직의 채용을 늘리면서 일본 
기업들의 인건비는 2003년 3/4분기(이동 평균치 기준)를 바닥으로 완만한 상
승세로 돌아섰으나 노동 분배율은 아직 낮은 상태임.  

○ 노동 분배율은 원 수치로는 2005년 2/4분기에 63.5%로 1/4분기의 59.4%에 비해 

증가했지만 이동 평균치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매출과 수익의 확대에 따라서 정규직의 채용을 늘리면서 

총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노동 분배율의 급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보여 

일본 기업의 수익은 계속 호조를 보일 전망 

■ 한편, 일본 기업들은 그 동안 설비투자를 억제하여 설비 가동률을 높여 왔으

며, 이것이 인건비의 절감과 함께 일본 기업의 고정비용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경제신문사가 상장 기업 1,620개사의 2004년도(2004.4~2005.3) 단독 결산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손익 분기점 비율(기업의 수익이 0이 되는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에 대한 비중: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음)은 82.9%를 기록해 

과거 25년 동안의 최저치를 갱신했음. 

■ 이러한 구조조정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경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수익을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양적 질적 개선 동시 추구 

■ 일본 기업들은 강화된 수익 기반을 기초로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주력 

○ 첨단 부품 및 소재 분야를 강화하면서 정규직 종업원을 늘려 비정규직만으로 기

대하기 어려운 노하우의 축적과 경쟁력의 강화에 주력  

■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고급 소재 기술을 강화하고 있음. 

○ 화학 산업에서는 디스플레이 소재 등 IT 관련 소재 분야가 강화되고 있음.  

○ 스미토모금속광산은 LCD용 2층 구조의 첨단 기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며,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생산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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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용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후지사진필름은 시야각(視野角)을 확대

한 신제품을 투입하면서 생산량을 확대 

○ LCD회로용 금속 소재 분야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히타치금속은 

생산량 확대와 함께 한국 내 공장의 확장에도 주력  

■ 전자 부품 산업의 경우 가격 경쟁이 극심한 디지털 가전 이외의 자동차용 
부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서 수익 기반 강화에 주력  

○ 알프스전기는 자동차 도어용 부품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항공전자는 카내비게이

션용 부품에 주력 

○ 반도체 업체들도 날로 확대되는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 중임. 

■ 전자기계 분야에서도 캐논이 새로운 기술을 무기로 신형 디스플레이인 SED 
(Surface-conduction Electron-emitter Display) TV의 생산 공장 설립에 주력  

○ IT 분야의 완만한 재고 조정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4/4분기의 연말 세일, 내년 초의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 내년 

중반의 독일 월드컵에 대비하여 신제품을 준비 중임.  

○ 디지털 가전의 기능 고도화와 함께 가격 절감 전략이 추구되고 있으며, 백색 가

전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제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 자동차 분야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해외 시장용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를 
일본 시장에 투입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전기와 휘발유 겸용) 자동차의 생산 
능력 확충에 주력  

○ 도요타자동차는 신연료 자동차 시장에 이어 텔레매틱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연구 개발 체제를 확충하고 있음. 

■ 한편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3G 전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컨텐츠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수많은 일본 기업의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
음.  

○ 이와 함께 ADSL를 능가하는 가정용 광통신 인터넷 접속 서비스망이 급성장을 거

듭하면서 다양한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익 개선 효과가 

고조되고 있음.  

■ 또한 일본 기업들은 상승하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의 효율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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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도 주력  

○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각 공장에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주력  

○ 예를 들면 폐열을 재이용하거나 쓰레기나 분뇨 등의 오물을 원료로 활용하기 위

해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중화학업체들이 확대  

■ 제품 고도화나 비용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전략과 함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양적 성장 전략도 모색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국제 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의 정체라는 전체적인 

교역조건의 악화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물량 확보가 필수 과제라고 인식하

고 있는 것임. 

○ 이를 위해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왔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물량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의 신흥 시장

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음.  

■ 이상과 같이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된 데다 일본 기업들이 
윤택해진 보유 현금을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 차세대 사업 등에 활용하

기 시작했음.  

○ 중국이나 미국 경제가 추락하거나 엔화가 폭등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일본 기업

의 수익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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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본 경제 호조 지속 전망 

■ 지난 8월 9일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가 작년 하반기 이후의 조정 국
면에서 탈출했다고 선언하는 등 일본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우려되지만 과잉채무, 과잉인력, 과잉설비의 부담이 가

중되는 장기불황 구도를 거의 극복한 일본 경제는 당분간 소비와 투자가 건실하

게 확대될 전망  

○ 일본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수익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개

선되고 있음.  

■ 기업 수익의 호조와 함께 고용도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정규직 사
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 수가 정규직 사원이 과잉이라고 응답한 기업 
수를 13년 만에 능가했음. 

○ 과거 10년 이상 침체된 일본의 설비투자가 중장기적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시마나카 유지 UFJ총합연구소투자조사부장, エコノミ

スト, 2005.8.30).  

주요 기관들의 일본경제 전망  

 전망기관 2004 2005 2006 
일본경제연구센터(회계연도) 1.9 1.7 0.9 
노무라증권(회계연도) 1.9 2.0 2.6 
미즈호은행(회계연도) 1.9 2.3 1.6 
UFJ총합연구소(회계연도) 1.9 1.6 1.6 
Morgan Stanley 2.7 2.4 2.5 

실질성장률(%) 

CSFB 2.7 1.8 1.9 
일본경제연구센터(회계연도) 107.5 111.7 112.3 
노무라증권(회계연도) 107.5 109.4 110.0 
미즈호은행(회계연도) 107.5 109 102 
UFJ총합연구소(회계연도) 107.5 111.4 108.8 
Morgan Stanley(기말) 107.2 112 115 

엔화(Y/$) 

CSFB(기말) 107.2 110 110 
주 : Morgan Stanley 의 2006 년 환율 전망은 2006 년 상반기 말 기준이며, CSFB 는 2006 년 9 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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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익이 건실한 가운데 고용의 회복세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내년도 일
본 경제는 2% 내외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06년 일본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MF 전망에 따르면 200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5년과 같은 4.3%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수와 함께 일본의 수출 수요도 건실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부에서는 국제 유가의 급등이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일
본의 내수 경기의 회복세도 서서히 마감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스핀크스 인베스트멘트 리서치의 모타니 슌스케 대표는 일본 정부의 경기 조정 

국면 탈출 선언은 선급했다고 주장(日經ビジネス, 2005.9.5)  

○ 일본경제연구센터도 이미 최고조에 달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2006년 성장

률은 0.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이 2006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2005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보는 
연구 기관들도 있으나 이들의 경우에도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이 서서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시작했으며, 장기 불황을 극복한 일본 경

제가 당분간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국제 유가가 극심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2006년 일본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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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선정 3/4분기 베스트 신제품 

■ 닛케이 산업연구소가 정리한 3/4분기 베스트 신제품 조사에서는 소니의 캠
코더인 ‘HDR-HC1’가 1위로 선정되었음.  

○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성공시킨 후에 일본 시장에 금년 8월에 

출시한 렉서스는 2위를 기록  

○ 3위는 독자적인 성분으로 미백 효과를 높인 시세이도의 미백 미용액(美容液)이 

차지했음.  

2005년 3/4분기 베스트 신제품  

순위 제품 기업 

1 하이비전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캠코더 「HDR-HC1」 소니 

2 「Lexus GS」, 플레미엄 가치를 추구한 그랜드 세단 자동차 도요타 

3 독자개발 성분을 사용한 미백 미용액 「HAKU 메라노포커스」 시세이도 

4 점자 라벨도 만들 수 있는 라벨 제작기 「테프라 프로 SR 6700D」 킹짐 

5 걸을 때 ‘힙업’ 효과가 기대되는 내의, 「힙 워커」 와콜 

6 65인치형 하이비전 LCD TV, 「AQUOS LC-45AE5」 샤프 

7 충격이나 수분에 강한 아웃도어용 휴대폰, 「G'zOne TYPE-R」 카시오/KDDI 

8 가정용 고성능 프라네타리움(천체 투영실) 「홈 스타」 세가 토이즈 

9 스트레스 해소 성분을 함유한 Mental Balance Chocolate, 「GABA」 에자키 그리코 

10 
47인치형으로 30만엔을 밑도는 Rear Projection TV, 「LIVINGSTATION 

ELS -47S1 」 
세이코 엡슨 

자료 : 日經産業硏究所 기준임.  

■ 소니의 비디오카메라, HDR-HC1은 가정용의 소형 제품이지만 전문가가 사용

하는 하이비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품질과 함께 가격을 10만엔대로 억
제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이점도 제공한 것이 성공 이유가 되었음. 

○ 소니는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부각시키

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  

○ 판매를 담당하는 소니 마케팅은 7월 7일의 제품 출시에 앞서서 6월 15일부터 

‘하이비전 핸디 캠코더 두근두근 체험 프로젝트’라는 블로그를 개설했음.  

Ⅲ. 시장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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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서 4명의 집필자-소비자를 선정하여 캠코더를 제공해서 블로그를 운영

하였음.  

· 집필자에는 디지털 제품에 관한 지식이 있는 남성과 함께 캠코더를 사용해 

본 일이 없는 일반 주부도 포함되었음.  

· 집필자들이 기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나 자녀들을 촬영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상품의 가치가 전달되도록 했음.  

· 집필자끼리의 대화도 게재하면서 블로그 사이트의 분위기 고양에 주력  

■ 최근 일본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로그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서 블로그를 활용한 입 소문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니는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음.  

■ 2위가 된 도요타의 렉서스의 경우도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 해외에서 구축한 고급 브랜드로서의 파워를 살리기 위해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도요타 자동차와 개념이 다른 고급 자동차로 인식되도록 주력  

○ 이를 위해 렉서스 브랜드를 담당하는 니시야마(西山均) 상무는 프랑스의 고급 

브랜드인 '뤼비통'을 연구하여 부유층 마케팅 역량 강화에 주력  

○ 도요타는 고급화된 별도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마케팅 전

략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3위에 오른 시세이도의 미백(美白) 미용액은 미백 수요가 여름뿐만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는 수요 트렌드로 보고 새로운 성분을 강조한 제품으로서 출
시되었음. 

○ 시세이도는 강한 햇빛을 탄 피부는 색소가 빠지면 원상 복귀하지만 햇빛을 타는 

과정에서 생긴 주근깨는 쉽게 빠지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서 새로운 성분을 탐색

했음.  

○ 미약한 햇빛으로 염증이 만성화 되면서 주근깨가 생겨 피부가 검게 되는 메커니

즘에서 ‘메라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메라닌의 과도한 발생을 억제하는 m-

트라네킴산이 개발됨.  

○ 시세이도는 미용액에 이 성분을 배합(配合)함으로써 만성적으로 피부가 검은 소

비자들에게도 미백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음.  

Ⅲ.시장트렌드



 
 

 
 

 
 
10   Japan Insight 2005.9. 

평판디스플레이 연말 수요 겨냥한 마쓰시타와 샤프의 격돌∗ 

■ 일본 시장에서 PDP의 강자가 된 마쓰시타와 LCD의 샤프가 금년 말의 평판

디스플레이(FPD) TV 수요를 겨냥해서 격돌할 것으로 보임. 

■ 마쓰시타의 경우 금년 여름의 보너스 시즌을 앞두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전년동기비로 10% 정도 인하해서 PDP TV 시장 점유율의 확대에 성
공했음.  

 

마쓰시타의 아마가사키 PDP 공장 가동 
 

마쓰시타는 일본에서 세 번째가 될 PDP 모듈 생산 공장을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건설, 지난 9월 
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11월로 예정되었던 가동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은 대형 TV의 성수기인 
연말 세일 기간에 맞추어서 공급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신 공장은 우선 1단계로 월간 12.5만대의 생산능력으로 시작한다. 일본 내 3개 공장과 중국 상해의 
공장을 합한 마쓰시타의 생산 능력은 월간 29.5만대(연간 354만대)가 된다. 그리고 아마가사키 공장이 
완전 가동(월간 25만대)될 2006년에는 마쓰시타의 PDP 모듈 생산능력은 연간 500만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마쓰시타는 37인치 이상의 FPD TV 세계 시장에서 PDP TV가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여 코스트 절감에 주력해 LCD TV의 공세를 막을 전략이다.  
아마가사키 신공장에서는 차세대 생산 프로세스 기술이나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코스트를 절감하는 한편 시장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최대 시장인 
42인치형을 중심으로 마쓰시타는 세계 최대의 양산 능력을 활용하면서 4개 공장을 일괄적으로 운영하여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마쓰시타는 내년 2월의 토리노 동계 올림픽, 6월의 독일 월드컵 등 대형 글로벌 이벤트에 
맞추어서 디지털 방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여 대형 FPD TV 시장의 선점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쓰시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주) 아마가사키 공장 개요  
- 소재지 :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스에히로쵸 2-16-4 
- 부지 면적 : 142,000 평방미터, 연면적 : 약 147,000 평방미터   
- 투자금액 : 950억엔(건물, 설비비용 포함) 
- 책임자 : 사장 森田硏(모리타 켄 : 마쓰시타전기 Panasonic AVC Networks 상석부사장 겸직) 
- 생산품목 : PDP, PDP 모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 생산능력 : 제1기 - 월간 12.5만대, 제2기 - 월간 12.5만대, 총 월간 25만대 
- 생산개시 : 200.9.16 
- 생산인원 : 약 800명 

자료 : 마쓰시타전기 보도자료, 2005. 9.20  

                                                           
∗ 日經ビジネス, 2005.9.5 를 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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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시타는 PDP TV 시장에서도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연간 수 차례에 걸쳐 신제

품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봄과 가을의 두 번에 걸쳐서 기본 모델을 

출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음.  

○ 그 외에 저가격 모델이나 소규모 개량 모델을 수시로 추가해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전략을 전개  

○ 연 1회 제품 모델을 교체하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마쓰시타의 점유율은 

지난 4월 40% 수준에서 5~7월에는 60%를 초과했음(일본 시장 기준).  

■ 샤프의 경우 소니 등의 경쟁사가 치열하게 추격하는 속에서도 LCD TV 시장 
점유율 40% 수준(일본 시장 기준)을 유지하는 데 성공  

○ 소니는 삼성과의 합작사인 S-LCD에서 안정적으로 LCD 모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데 힘입어서 지난 2월에 새로운 저가격 모델인 ‘Happy WEGA’를 출시했음.  

○ 그러나 샤프도 같은 2월에 저가격 모델인 ‘AD5’시리즈를 출시해서 대항, 소니

의 가격 공세에 맞서서 가격을 급격히 인하하면서도 항상 소니 제품보다도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점유율 유지에 성공  

○ 특히 37인치 이상의 LCD TV의 경우 샤프의 점유율은 70%(일본 시장 기준)에 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샤프는 소비자의 가격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FPD TV가 가진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에 주력한 반면 소니의 경우 수입 조달한 모듈을 활용

한 저가 제품이라는 이미지도 부담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소니는 전통을 지켜 왔던 ‘WEGA’브랜드 대신 새로 ‘BRAVIA’라는 

브랜드를 LCD TV 시리즈에 채용하게 됨.  

■ PDP TV의 강자인 마쓰시타와 LCD TV의 강자인 샤프에 대해 다른 일본 기
업들의 공세가 계속되겠지만 금년 연말 수요를 겨냥한 두 강자간의 시장 쟁
탈전이 격화될 전망  

○ 최대의 초점은 마쓰시타가 준비하고 있는 37인치형 저가격 PDP TV이며, 연말 세

일 기간의 피크에는 이 제품이 20만엔대 중반 정도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마쓰시타는 32인치형 LCD TV에 몰리고 있는 고객을 저가격 37인치형 PDP TV를 

통해 탈취하겠다는 전략임.  

○ 이를 위해 마쓰시타는 건설 중이었던 일본 내 제3공장(아마가사키 공장)을 예정

Ⅲ.시장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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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2개월 앞당겨서 9월 16일부터 가동했음. 

■ 이러한 두 강자간의 격돌로 하위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
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게다가 대만제 LCD 모듈을 활용한 중소형 
기업의 신규 진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FPD TV 시장도 점차 혼전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화기의 해외 생산 체제로 유명한 일본의 유니덴과 벤처 기업인 ‘퀵산’은 금

년 10월에 하이비전급 32인치 LCD TV를 인치당 4천엔대로 공급할 계획임(週刊ダ

イヤモンド, 2005.9.24).  

○ 이와 같이 치열해지는 가격경쟁과 함께 마쓰시타의 경우와 같은 신제품 모델의 

수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

고 연구 개발 부담이 큰 하위 업체의 경우 FPD TV 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해졌음. 

Ⅲ.시장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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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컨텐츠 벤처의 인덱스가 대형 영화사 닛카츠를 인수 

■ 휴대폰용 컨텐츠를 개발하고 송신하는 비즈니스를 축으로 성장해 왔던 인덱

스가 지난 9월에 오랜 전통을 지닌 대형 영화사인 니카츠(日活)를 인수하게 
되었음(週刊東洋經濟, 2005.9.17).  

○ 각종 캐릭터, 전자화폐 등 휴대폰을 활용해서 소비자와 밀착된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개발하면서 모바일 솔루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왔던 인덱스는 

VOD(Video on Demand) 등 방송 및 통신 융합 비즈니스를 본격화  

○ 닛카츠는 고도성장기에 히트한 유명 영화나 성인용 컨텐츠 등 수천 개에 달하는 

영화 작품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인덱스는 중년 및 고령층이 향수를 가지고 있는 영화의 명 장면 등을 휴대폰 착

신 동화상에 활용하거나 휴대폰 VOD 사업을 더욱 강화할 생각인 것으로 보임.  

○ 니카츠의 최근 작품은 흥행에 고전하고 있지만 컨텐츠의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 통신시장이나 위성방송, DVD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컨텐츠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임. 

■ 인덱스는 지난 4월에도 휴대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
해 유력 완구 업체인 타카라사와 토마사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신 회사에 출
자도 하고 유력 캐릭터의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음. 

○ 인덱스는 휴대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통해 기존의 오프 라인 기업과의 제휴나 매수 전략에 주력  

○ 기존의 오프 라인 기업의 경우 경영이 부진한 데도 있으나 인덱스는 이들의 비

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량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생각임.  

○ 인덱스는 이와 같이 사업 모델의 진화 및 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 유럽, 중

국에서도 비즈니스 기반을 확장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상태임.  

■ 앞으로 인덱스는 휴대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나 IP 방송에 대응하여 방송

사와의 제휴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週刊ダイヤモンド, 2005.9.17).    
 

Ⅳ. 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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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TV와 휴대폰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지원, 휴대 전화를 활용한 솔

루션 개발 강화, 해외 시장용 모바일 컨텐츠의 개발 및 송신 사업 등에 주력할 

방침임.  

■ 인덱스는 컨텐츠 비즈니스를 동영상 등의 대용량 컨텐츠로 확장한 결과 점
차 휴대폰 이외의 PC 네트워크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임.  

○ 통신 용량 및 속도의 제약이 적은 PC 네트워크 분야로 다각화할 경우 야후를 주

축으로 한 소프트뱅크 그룹과의 경합도 예상됨.  

○ 사실 소프트뱅크 그룹도 현재 5개 지상파 방송사와 제휴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포탈 사이트인 야후를 통해서 원칙 무료로 송신하여 광고 수입 등을 확보하는 

비즈니스를 모색 중임.  

일본 전자 업체, 첨단 백색 가전의 동아시아 수출에 주력∗ 

■ 일본의 각 전자 기업들은 고성장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

로 한 고부가가치 첨단 백색 가전의 수출 비즈니스에 주력  

○ 일본 기업은 그 동안 우리나라나 중국 기업들에게 밀려서 동남아 등의 동아시아 

시장에서 지위가 약화되어 왔지만 이들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고급 제

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첨단 제품의 수출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임.  

■ 특히 중국은 각종 백색 가전 분야에서 대수 기준으로는 미국을 능가하는 시
장 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일본 기업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  

○ 일본 전기기계공업회의 조사에 따르면 백색 가전 5개 품목(냉장고, 세탁기, 청

소기, 전자 렌지, 전기 밥솥)에서 냉장고, 세탁기, 전기 밥솥의 3개 품목의 경

우 중국의 수요가 2005년에 제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도시바는 오는 11월에 고온의 수증기로 음식의 기름이나 염분을 절감하는 
웰빙형 스팀 오븐 렌지(일본 시장 판매가격 11만 5,500엔 수준)를 중국과 동
남아에서 판매할 계획임.  

○ 도시바는 현지의 범용 제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이지만 건강에 관심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월간 1만대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日本經濟新聞, 2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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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타치제작소는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악취 제거 효과를 높인 공기 청정기

(일본 시장 판매가격 2만 5,000엔~5만 9,850엔 정도)를 12월부터 중국에서 출
시할 방침임.  

국가별 백색가전시장의 세계 비중 비교 

세탁기

4.6

6.7

13.7

24.3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냉장고

4.7

6.2

15.0

15.7

인도

일본

미국

중국

전기 밥솥

5.6

6

15.6

52.8

한국

태국

일본

중국

전자 렌지

5.4

7.2

16.0

30.8

영국

일본

중국

미국

(단위: %)

 
주 : 각국 시장(대수 기준)이 세계 전체 시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日本電氣機械工業會 조사(日本經濟新聞, 2005.9.17 석간)  

■ 샤프는 오는 11월부터 살균 기능을 높인 공기 청정기를 11월부터 한국 시장

에 투입할 계획이며, 판매가격은 일본 시장과 같은 4만 5,000엔 정도로 할 
계획임.  

■ 마쓰시타전기는 이미 작년 말에 중국 시장에 투입한 드럼식 세탁기가 크게 
히트를 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마쓰시타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 판촉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속적으로 출시하는 데에 주력, 지난 9월에는 전기 및 수도 요금을 절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신형 드럼식 세탁기를 개발했음(朝日新聞, 2005.9.27).  

○ 이 세탁기는 에어컨에 사용되고 있는 ‘히트 펌프’기술을 적용하여 건조를 위

한 온풍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조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음.  

Ⅳ.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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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고효율 각막 재생 배양 장치 개발 

■ 히타치제작소는 도쿄여자의과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눈의 각막(角膜)을 자동

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음(日本經濟新聞, 2005.8.26).  

○ 장치는 입 속의 피부 세포를 활용해서 2주 만에 각막을 재생할 수가 있음.  

■ 피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피세포(上皮細胞)를 입 속에서 
채취하여 장치에 넣으면 2주 후에는 이식 수술용의 재생 각막으로 변할 수 
있는 투명한 시트가 만들어짐.  

○ 시트는 온도 변화에 맞게 성질이 변하는 특수한 고분자 화합물로 포장한 용기에

서 배양함.   

■ 배양된 각막 시트를 환자에게 이식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임상 시험은 이
미 오사코 대학 등에서 개시되었음.  

○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력 회복에 필요한 각막 시트는 우수한 배양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었음.  

○ 히타치가 개발한 장치는 효율적으로 각막 시트를 배양함으로써 수술 효율을 획

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것임.   

○ 일본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는 약 5만 명이며, 이 중 약 2만 명은 

각막 시트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IT 및 바이오산업의 기반 정밀 가공 기술의 진화∗ 

■ 정밀 가공 기술에 강한 일본 제조업은 IT,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

을 강화하기 위해 정밀 가공 기술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음.  

■ 공작 기계의 파낙은 1나노미터(나노는 10억분의 1) 수준의 미세 가공 능력을 
갖춘 공작기계를 개발했음.  

                                                           
∗ 日經ビジネス, 2005.7.18 

Ⅴ. 기술동향 

Ⅴ.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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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의 미세 기계인 ROBONANO의 최신 기종은 공구와 받침대를 1나노미터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으며, 동사는 이를 활용해서 1.5mm의 미록보살을 시험 제작했음.  

○ 기계적인 마찰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空氣)를 이용해서 축(軸)을 움직이는 시스

템을 채용했으며, 금속의 절삭(切削) 중에 열이 발생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장치내의 온도도 관리되도록 했음.  

직경 1mm의 미록보살  

                             

                            주 : 금을 소재로 파낙이 만든 직경 1mm, 높이 1.8mm 의 미록보살  

■ 종업원이 47명에 불과하지만 인텔이 직접 상담하러 찾아올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크라스타 테크놀로지라는 중소기업은 ‘나노 인 프린트’라는 독특

한 기계식 전자 회로 기술을 개발했음.  

○ 이는 금속소재를 정밀 가공하여 복잡한 금속 패턴을 합성수지에 전사(轉寫)함으

로써 폭 10마이크로미터(백만분의 1미터), 깊이 30마이크로미터의 경로를 만들

고 여기에 전도성 잉크를 주입하여 전자회로를 만드는 기술임.  

○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형태의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으나 동사는 이를 바

이오 의료용 기기로 응용  

○ 금속가공 기술로 복잡한 형태의 소재를 만들면서 기존 잉크제트 프린터보다 2배 

정도 정밀도를 향상시켜서 0.5피코(1조분의 1)리터 단위로 액체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이를 활용하면 나노 단위를 뛰어넘는 피코 단위로 액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

에 각 재료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중요 성분을 추출할 수 있음.  

○ 동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DNA 칩과 같은 검사·진단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주

력할 방침임. 

■ 전자 부품을 만드는 FDK는 연마(硏磨) 가공의 한계로 여겨졌던 10나노미터 

Ⅴ.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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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연마 가공 기계인 ‘3차원 나노 연마 장치’를 개발했음.  

○ 이는 자석을 이용해서 철을 함유한 액체를 ‘브러시’와 같은 형태로 변형시켜

서 이 섬세한 ‘브러시’로 미세한 연마 가공을 하는 시스템임.  

○ 연마 가공에서는 대상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힘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금속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FDK의 시스템은 대상물을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가공이 가능함.  

■ 카시와라기계제작소는 폭 1mm 이하의 초박형(超薄型) 금속을 1나노미터 수
준에서 정확하게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범용 금속이라도 고부가가치 
기능성 재료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했음.  

○ 나노 수준에서 연마한 얇은 금속판은 전자부품이나 센서 등의 성능을 훨씬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사는 실리컨 웨이퍼 등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고 Nano 

Flat Metal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카시와라기계제작소는 지난 5월에 폭 0.1mm의 얇은 금속판을 완전하

게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완전 용접은 금속의 모든 접촉 부분을 연결해야 할 용기(容器) 가공 등에서 필

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용접의 주류인 레이저의 경우 미세한 가공 조정이 어려워 

박판에서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동사는 불활성(不活性) 아르곤가스(Argon Gas)를 활용한 마이크로 플라

즈마 기술을 개발했음.  

○ 플라즈마는 레이저에 비해 제어가 보다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개발

한 장치를 활용하면 소형연료전지, 축전지 등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Ⅴ.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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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몰’이 병원 비즈니스의 원가절감에 기여  

■ 여러 개의 개인 병원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작은 종합병원과 같이 기능하도록 
하는 '의료 몰' 비즈니스가 주목되고 있음.  

○ 병원 경영 컨설팅 벤처기업이나 건설회사, 부동산업자, 종합상사, 대규모 약국 

체인 등이 ‘의료 몰’ 비즈니스에 진출  

○ 일본 정부의 의료비 삭감 방침, 비효율적 종합 병원의 적자 경영으로 샐러리맨 

의사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 의사들의 개업이 증가 추세에 있음.  

○ 반면, 의사들은 경영 능력이 미약한 데다 장비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야 할 초기 

투자 부담도 있어서 개업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  

■  ‘의료 몰’은 고가격의 검사 장비나, 수속 업무, 환자 대기실, 주차장 등을 
여러 병원에서 공유할 수 있어서 의사들에게는 병원 개업 및 운영비용 절감 
이점이 있음.  

○ 또한 환자들도 여러 분야의 개업 병원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음. 

○ 도시 근교의 신흥 주택지 등의 경우 병원 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데도 있기 때문

에 부동산 개발 업자나 건설 회사로서는 의료 몰을 유치할 경우 부동산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음.  

■ 개인 병원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조롭게 운영될 경우에도 보통 
2~3년 정도 소요되지만 병원 전문 컨설팅 기업인 L.A. Medical Management가 
2004년 9월에 개설한 요코스카시의 의료 몰의 경우 첫해부터 흑자를 달성했

음(日本經濟新聞, 2005.8.23).  

○ 동사의 경우 개업 예정지에서 반경 1.5km의 지역을 진료 시장 권역으로 설정해 

역내 인구 분포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50~100명 정도의 규모로 지역 주

민 인터뷰 조사도 하면서 진료 과목을 선정하는 등 면밀한 사업 계획을 작성했

음.  

■ 병원 컨설팅 벤처 기업은 의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와 상담 노하우를 기반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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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료 몰’ 비즈니스를 주도  

○ 메릭스 컨설턴트의 경우 인구, 편리성 등 7개 항목으로 해당 부동산의 의료 부

가가치를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한편 환자의 방문 데이터 등을 기초로 대기실의 

규모나 진료 시간대 등에 대한 조업을 하고 있음.  

○ 2001년부터 지금까지 7개의 ‘의료 몰’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롬’사의 경우 

진료 시험(새로운 약 등의 진료 시험)을 지원하는 노하우를 통해 병원 경영을 

지도  

○ 또한 동사는 LTT Bio와 함께 주름 제거, 면역 치료 등 고도 의료를 포함한 Anti 

Aging(抗 加齡)에 특화한 ‘의료 몰’을 공동 운영  

○ 이들 벤처 기업들은 의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개업 및 경영 지도 세미나를 개최

하는 한편 경영 상담도 실시해 의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에 주력  

■ 약국 체인의 ‘의료 몰’의 경우 개업 지원과 함께 간호사의 채용, 의료 사
무, 금융 거래 등 의료 관련 비즈니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모색

되고 있음(週刊東洋經濟, 2005.8.27). 

의료 몰 비즈니스 진출 사례  

기업 사업 개요 

아이롬(벤처기업) 의료기관의 치료 시험 지원에 주력. 의료 몰을 2001년부터 개시, 
수도권 중심으로 7개 운영  

오바야시구미(종합 건설회사) 2003년에 사업부를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착수. 운영 실적은 
도쿄도에서 1개  

세키스이하우스(주택 전문 건설회사) 일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운영 실적. 2005년 8월에는 
의사 개업 지원 기획실을 창설 

미쓰이물산(종합상사) 자회사 ‘메디반스’를 통해 2002년부터 진출, 도쿄에서 2개를 
운영 

마쓰이홈(주택 전문 건설회사) 야마구치현에서 3개 병원, 1개 약국으로 구성된 몰을 창설 

메디컬-히카리(약국 체인 스토어) 미에현의 약국 체인 스토어. 2005년 중에 미에현에서 ‘의료 
몰’ 개업을 계획 

L.A. Medical Management(벤처기업) 병원 경영 컨설팅 회사. 가동 중인 ‘의료 몰’은 1개이지만 
향후 카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진출 확대 방침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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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키스이하우스, 오바야시구미 등의 건설 회사는 아파트 건축 시장의 포화

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오너들에게 ‘의료 몰’의 건축 사업을 제안해 건
설 수요를 진작하고 있음.  

○ 오바야시구미가 개발한 의료 몰에서는 몰의 입구에 자사가 운영하는 종합 안내

소를 설치하여 환자의 병원 수속을 합리화하는 한편 IT화로 의료 사무 필요 인

력을 1명 정도로 단축  

종합 생활 편의 서비스를 사업화한 저팬 베스트 레스큐 시스템 

■ 일본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각종 개인적 고충을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잠재 수요를 사업화 시키는 데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JBR(Japan Best Rescue System)사가 있음.  

○ 1997년 2월에 설립된 JBR은 365일, 24시간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구

급차를 전국에서 운영  

○ 오토바이, 자동차의 고장 처리, 집 및 자동차 유리 교체, 집 등의 열쇠와 관련

된 사고, 집 청소, 셔터 사고, 보험의 재검토, 화장실 및 수도사고 처리, 주택 

개조, 그 이외의 고충 처리에 주력  

○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편의와 안심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신속하

게 제공  

■ JBR은 기본적으로 프란차이즈 시스템을 채택하고 전국 8개의 Life Support 
School에서 연수를 받은 유리 가게, 수도 수리점, 전기공사 기술자 등을 조직

화해 24시간 서비스 체제를 구축했음. 

■ JBR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통해 일반 고객의 고충 처리 주문에 따
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회원 서비스의 확대에도 주력  

○ 회원 고객에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도난 방지 및 도난 보상 서비스, 주택 입

주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회원 서비스의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의 상점이나 약국, 외식 업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JBR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개척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8월 30일에는 일본 
벤처 주식시장의 하나인 마더즈에 상장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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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V 시장에서 최고 점유율 

■ 후나이전기는 일본 기업이지만 OEM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AV(Audio & Visual) 분야에서 개도국의 무명 기업과 같은 강자가 된 회사임.  

○ 일본인조차 잘 알지 못하지만 동사는 OEM을 통해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고 있음.  

○ 유가 파동이나 계속되는 엔고로 인해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1992년에 전면적

인 해외 생산 체제(국내 공장 모두 폐쇄)로 이행하여 현재는 일본 거대 전자 업

체를 능가하는 수익성을 확보  

○ 일본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월마트 등 유통 업체와 제휴

해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경영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어 왔음.  

■ 미국 AV 시장에서 후나이전기는 TV(CRT), VTR, DVD Player 등 3개 분야에

서 최고의 시장 점유율(OEM 포함)을 기록하고 있음(日經ビジネス, 2005.8.22).  

○ 코스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국에서 대량생산하고 미국에 집중적으로 수출

하는 경영 전략의 결과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  

○ 제품의 79%를 중국의 자사 공장과 위탁 가공 공장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말레

이시아와 태국에서 생산하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 연간 약 1,600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현지법인의 종

업원 수는 현지인을 포함해서 60명이며, 매출액 판매관리 비용이 11%로 일본의 

거대 가전 기업의 절반 이하 수준임.  

후나이전기의 개요  

연결사업구조 : AV기기 66%, 정보기기 26%, 기타 8%. 해외사업 비중 90% 

영문 회사명 : Funai Electric co., ltd. 주식 상장 : 도쿄 1부, 오사카 1부 

결산 : 3월 말일 매출액 : 3,830억엔(2005년 3월 결산) 

설립 : 1961년 8월 9일 자본금 : 311억엔 

대표 이사 : 후나이 테츠로(船井哲良) 주식상장일 : 1999년 2월 

종업원 수 : 2만 3,347(연결기준) 평균연봉 : 639만엔(종업원 평균연령 36.1세) 
자료 : Yhoo Finance  

Ⅶ. 기업사례

Ⅶ. 기업사례 후나이전기: 계산된 합리화 경영으로 디지털가전 공략



 
 
   

 

 
 

LG 경제연구원 23  

일본 전자회사의 수익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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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나이 소니 마쓰시타 샤프

ROA
ROE

 
 주 : 2005 년 3 월 결산 기준임.  

○ 중국 등 신흥국 기업을 능가하는 높은 코스트 경쟁력을 무기로 후나이는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 

■ 세계 최강의 코스트 경쟁력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으로 후나이전기의 수익률

은 일본 대기업을 능가하고 있음.  

○ 2005년 3월 결산 기준으로 후나이전기의 ROE(Return of Equity : 주주자본이익

률)는 15.89%, ROA(Return of Asset : 총자산이익률)는 10.75%로 소니, 마쓰시

타, 샤프 등을 훨씬 능가    

○ 후나이의 ROE는 마쓰시타의 9.5배, ROA는 14.3배에 달하고 있음.  

‘후나이 프로덕션 시스템-FPS’과 중국의 저 코스트가 결합 

■ 후나이전기의 높은 미국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가
격경쟁력이며, 이는 중국 생산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결과임.  

○ 일본의 다른 대기업들도 중국에 생산 거점을 세우고 있으나 당초 기대만큼의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반해 후나이의 경우 철저한 합리화로 현지 중국

계 기업을 능가하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  

■ 후나이의 경우 생산 공정을 중국에 단순하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생산 시스템인 후나이 프로덕션 시스템(FPS)을 현지에 이전하여 코스트 경
쟁력을 높이고 있음.  

○ 이는 도요타식 생산 방식을 후나이식으로 개량한 독특한 생산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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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식 생산방식은 생산품목의 교체에 필요한 생산 라인 조정 시간을 크게 단

축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가전제품의 경우 모델의 교체 주기가 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때마다 설

비를 교체할 경우 낭비가 발생함.  

○ 따라서 후나이는 기계화하는 공정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 공

정과의 균형을 유지해서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하나의 상품을 5년 정도 제조할 것이면 기계화가 유리하지만 하나의 상품의 수

명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후

나이는 보고 있음.  

■ FPS는 기계 공정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 라인에서 수많은 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상 작업 실수가 나오기 마련임.  

○ 따라서 도요타식 생산 시스템과 같이 라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라인 

정지 단추를 직접 누르고 라인을 정지시키자마자 반장이 달려와 원인을 확인하

고 있음.   

○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라인이 정지될 것을 전제로 생산 계획이 작성되고 있으

며, 라인 정지 원인이 컴퓨터에 기록되고 관련 데이터가 퇴근 전 미팅 때에 공

개됨.  

○ 그리고 라인 정지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협의한 후에 곧바로 개선 방안이 실행

으로 옮겨짐.  

○ 개선 활동의 결과 라인 정비 횟수가 줄어들면 라인의 속도를 올려서 다시 일정

한 라인 정지 시간이 발생하고 개선안을 새로 찾는 과정이 되풀이 됨. 이러한 

라인 시간의 제고와 개선 과정을 통해 생산성을 끊임없이 향상   

■ FPS를 활용한 후나이전기의 ‘인해전술’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

되어 효과를 높였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광동성의 東莞에는 후나이의 대규모 위탁가공 공장이 있으며, 이 공장의 

경우 작업자 1인당 VCR 생산대수가 1993년에는 하루 6.9대에 불과했지만 1999년

에는 22.1대로 3배 이상이나 증가한 바 있음.  

○ 현재 24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연간 1,500만~2000만

대의 DVD Player가 생산되고 있음.  

○ 눈이 좋고 손도 빠른 저렴한 젊은 근로자를 대량으로 채용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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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  

○ 중국이 노동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생산성 향상 운동을 소홀히 한 다른 일본

기업과 달리 생산성과 코스트 이점을 철저하게 추구   

■ 후나이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최대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음.  

○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경쟁사를 능가하는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

에 비용 절감 효과를 더욱 확대   

○ 저가격 → 최대 시장 점유율 → 학습 효과 → 더 한층 가격 절감이라는 선순환

을 추구하는 후나이의 저 고스트 경영에서는 인력을 활용한 FPS가 효과적인 측

면이 있음.  

○ 기계 자체의 생산성은 정해진 것이지만 인력의 경우 학습 효과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개선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합리화 아이디어나 동작의 합리화가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후나이는 FPS를 조직 문화로서 정착시키고 있으며, 

각 종업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낭비 요소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10엔, 20엔 단위

의 절약을 축적하겠다는 행동 자세를 갖추고 있음.  

개발-조달-생산의 삼위일체로 코스트 절감 방안 추구 

■ 후나이는 생산 부문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개발, 조달, 생산 부문이 삼위일체

가 되어 코스트 절감에 주력하고 있음.  

○ 공장뿐만 아니라 간접 지원 부문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코스트 절감에 매진해야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임.  

○ 예를 들면 후나이는 생산 대수를 늘리면서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고 부

품 수도 줄이면서 남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

해 왔음.  

○ 뒤늦게 진출한 프린터 비즈니스에서 후나이는 캐논 제품보다도 가볍고, 부품 수

도 훨씬 적고 부품 기판의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을 출시  

■ 중국 기업이나 미국계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 등도 가격 경쟁

력이 높은 조립 기업이지만 후나이의 경우 부품 및 소재 분야의 자체 능력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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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후나이는 정밀한 회전 기구를 갖춘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생산하는 

데에 주력해 왔음.  

○ 경쟁 기업들의 모방을 방지하면서 독자적인 코스트 절감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서임.  

■ 재료 분야의 경우 후나이는 사출 성형 기술의 고도화에 주력해 왔음.  

○ 스테인리스 등의 무거운 금속 소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볍고 코스트 절감 효과

가 큰 소재 가공 기술을 축적해 왔던 것임.  

○ 부품의 형태나 구성에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화학 수지 사출 성형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데에 주력    

■ 후나이는 이러한 부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원천

적으로 목표 가격을 세우고 비용 절감에 주력  

○ 협력 기업, OEM 고객 기업으로부터 시장 예상 가격을 인터뷰하고 수요를 예측하

면서 목표 원가를 설정함.  

○ 후나이의 기술자들은 이 목표 원가를 기초로 각 분야에서 이를 능가하는 코스트 

절감 계획을 책정함.  

○ 코스트 절감을 위한 개발, 부품의 조달 및 자체 생산, 생산 합리화 등의 노력을 

결집해서 목표 원가를 달성  

후나이의 삼위 일체적 생산계획  

협력사, OEM 공급자로부터
예상 시장 가격 인터뷰

비용 절감 목표 설정

수요 예측

표준원가 설정

추가적 코스트 절감 계획

생산

• 생산 대수의 확대 계획과 작업
합리화 방안 모색

비용 절감 방안 강구

개발

• 코스트 절감을 위해 제품 개발
의 개선점 추구

조달

• 부품·소재 협력사의 이점과 부
품·소재의 자체 생산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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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나이의 기술자들은 팀을 구성하여 전세계의 
원가 절감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日經ビジネス, 2000.9.18).  

○ 부품, 원재료, 생산, 경쟁사 제품(강·약점 등), 시장 동향, 지적재산권 등 분

야별로 담당 기술자가 각종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원가 최소

화 방안을 강구  

○ 아이디어 회의에서 각 팀원들이 수집한 정보와 이를 기초로 작성한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토의하면서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회의

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효과가 같을 경우 개량의 여지가 

많은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채용하겠다는 원칙도 있음.  

중국 리스크에 대응 

■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 판매하는 후나이 비즈니스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타격을 곧바로 받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임.  

○ 물론, 지난번의 절상률이 2%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후나이를 포함해서 중국에 

진출한 수출형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후나이로서는 중장

기적인 위안화 절상 추세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  

○ 후나이는 절상률이 10% 정도에 달하면 영향이 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만 집중해 왔던 전략적 자세를 수정하기 시작했음.  

○ 위안화 절상 이외에도 현지 근로자의 임금 상승세, 중국과 선진국간의 무역 마

찰 등이 후나이의 중국 중심 글로벌 전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경계  

■ 사실, 후나이는 2004년에 미리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형 TV의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서 
공장을 태국으로 옮겼음.  

○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비와 함께 미국이 중국산 칼라TV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가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후나이는 중국 대신 태국을 선택한 것임.  

○ 태국의 공장 부지에는 여유가 있으며, 중국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곧

바로 태국에 피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  

■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후나이는 현지에서의 위탁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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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견지할 전략임.  

○ 후나이 전기의 3개 중국거점(東莞, 黃江, 中山)에는 약 2만명의 근로자가 일하

고 있지만 이들은 다 현지 자본의 위탁가공 공장임.  

○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종업원은 후나이의 정식 종업원이 아니며, 토

지 등의 부동산도 후나이의 자산이 아님.  

○ 후나이는 관련 설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악화될 경우 관련 

설비를 해외로 옮겨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임.  

■ 물론, 중국 정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빨리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계 최고급의 가격 경쟁력을 갖기 쉬운 중국에서 
단계적인 코스트 절감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에도 주력  

○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후나이의 최대 경쟁 상대는 중국 기업이며, 중국에서 이

들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일정한 경쟁력의 유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임.  

○ 중국제 부품과 일본 및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의 부품 코스트를 비교 검토 하면서 

중국제 부품 조달 비율이 높은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끊임없이 추구하

면서 위안화의 절상에 대응  

○ 중국 기업을 능가하는 현지 거점의 생산성 향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디지털 가전 진출 본격 준비 

■ 후나이는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기보다도 기초 기술 개발 코스트를 줄이

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제품 분야에 뒤늦게 진출하여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데에 주력해 왔음.  

○ 이러한 전략은 성과도 있으나 최근과 같이 디지털 가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에는 불리한 측면도 있으며, 사실 후나이의 경영 실적은 다른 일본 기업보

다도 여전히 좋긴 하지만 금년 들어서 다소 악화되고 있음.   

○ CRT TV, VTR 등 후나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의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

소멸되는 경향에 있는 것도 후나이의 글로벌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후나이는 디지털 가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가격 경쟁력

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Ⅶ. 기업사례



 
 
   

 

 
 

LG 경제연구원 29  

○ 특히 후나이는 LCD TV, DVD Recorder, 디지털 카메라를 차세대 전략 상품으로 

지목하여 시장점유율의 확대에 나서고 있음(日經ビジネス, 2005. 8.22).  

○ CRT TV, VCR, DVD Player에 이어 LCD TV와 DVD Recorder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올려 6관왕을 하겠다는 것임.  

 

후나이식 코스트 절감 경영  
  

후나이전기의 후나이 테츠로 사장은 1927년에 태어나 1944년에 고베무라노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에 
후나이 미신 상회를 창업한 후 1961년에 후나이전기를 설립했다. 그 후 50년 이상 후나이전기의 사장직을 
맡아왔다. 후나이사장은 샐러리맨이 사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오너가 경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해 앞으로도 사장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엔고와 노사갈등으로 고전을 거듭해 왔던 동사가 도약하게 된 계기는 도요타식 생산방식을 조직적으로 
학습한 것이었다. 1976년에 후나이 사장은 임원에서 반장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종업원 100명을 
도요타자동차에 보내고 연수시켰다. 그 성과로 후나이 프로덕션 시스템(FPS)를 창조해 이것이 동사의 코스트 
절감 경영의 원점이 되었다. 「책을 보고 도요타식 생산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도요타식 생산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다. 도요타식 시스템의 근본은 위기의식에 있다. 후나이는 계속 
고전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체화했기 때문에 도요타 방식의 도입이 가능했다」고 후나이 사장은 
설명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후나이식 코스트 절감 경영은 다음 5가지를 중요시한다. 첫째, 성숙 시장에 승부를 걸고 
매년 제품 모델을 교체한다. 너무 기술적으로 앞선 제품보다도 기술이 성숙되고 선행기업들이 경쟁에서 
지친 시점을 노려서 진출하여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LCD TV 시장의 경우 디지털 Full High Vision 
규격으로 인치당 5,000엔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2007년경에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후나이는 준비 중에 
있다.   
둘째, 시장 점유율이 3위 이내에 들지 못한 제품은 3년 이내에 지속성 여부를 판가름한다. 점유율이 낮고 
학습 효과 측면에서 경쟁사를 앞서지 못한 분야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제품의 원가는 미국의 시장가격 예상치를 역산해서 결정한다. 수년 앞을 내다보고 가격 경쟁력의 
목표를 세워서 조직 전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나이는 부품과 소재의 
자체 생산에도 주력해 왔다. 특히 후나이는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전자 기술을 따라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기술의 기초에 지속성이 강한 기계 기술에 주력해 왔다. 전자 기술과 기계 기술을 
결합하면서 경쟁 우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숨어있는 낭비 요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찾아낸다. 후나이사장은 1억엔의 손해를 
회사에게 입힌 종업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훈계해서 말아버린다고 한다. 너무나 죄스럽다는 것은 본인도 
주위 사람도 잘 알고 있어서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실수에 대한 
죄의식은 미약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위험이 있어서 크게 혼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 日經ビジネス, 2000.9.18, 2003.10.20, 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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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후나이는 일본의 대형 전자 기업 4개사 및 일본 이외의 전자 기업 1개사에

게 DVD Recorder를 OEM 공급하기로 했으며, 월마트로부터도 제품 공급 주문을 

받았음.  

○ 후나이의 DVD Recorder 생산 대수는 내년 3월까지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후나이는 수식간에 세계 최대 기업으로 부상하게 

됨.  

■ LCD TV의 경우도 한국, 일본, 중국 기업간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기업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후나이는 OEM 비즈

니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 후나이는 LCD TV 화면 크기로 1인치 당 5,000엔 정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

에서는 자사의 원가 절감 경영이 세계 시장을 제패할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핵심 모듈 부품인 LCD의 안정적인 조달이 과제가 되기 때문에 후

나이는 지난 2001년에 대만의 대형 LCD 기업인 奇美電子(ChiMei : CMO)의 주식 

2%를 확보하여 제휴 관계를 구축하였음.  

○ 다만, CMO는 일본의 샤프 등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약

점이며, 후나이도 저가격 LCD TV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CMO의 

특허 소송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음.  

■ 후나이전기는 사업의 중심을 디지털 가전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학 협동이나 글
로벌 M&A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고 있음.  

○ 후나이는 2005년 1월에 프랑스 톰슨 그룹과 제휴해서 디지털 TV에 관한 특허를 

확보했음.  

○ 또한 같은 2005년 1월에 후나이는 일본의 전기 통신 대학과 디지털 가전에 관한 

포괄적인 사학 협동 계약을 체결했음. 

■ 디지털 카메라 분야에서도 후나이는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하기 시작한 일본 
기업을 표적으로 OEM 비즈니스를 강화할 전략임.  

○ 하위 기업들의 사업 축소 추세에 맞추어서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기술자를 영입

하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투자 효율을 제고해 나갈 전략임.  

○ 후나이는 기술력과 코스트 절감 능력을 결합한다면 수년 후의 세계 디지털 카메

라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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