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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과제 

 일본 기업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제유가, 금, 동, 니켈, 아
연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이 점점 가중되

고 있는 실정임. 

○ 일본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는 멈추기 시작했지만 각종 제
조업 제품가격의 하락 추세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일본기업들도 원자재 코스트 상
승을 가격에 전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세계은행이 분석한 일본 경제의 에너지 효율은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대의 장기불황에 따른 경제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본의 에너

지 효율성은 6.5를 유지하여 세계평균치보다 38%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2003년 실적치는 세계평균치보다도 10.6%나 낮은 4.2에 그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4.5보다도 6%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요국의 에너지 효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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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모든 에너지를 석유 1kg 으로 환산하여 각국 GDP 를 PPP  
                   기준으로 평가하여 1 단위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GDP 산출 효과를  
                   계산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 지표를 사용했음.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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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고유가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기업들은 계속되는 자원가격의 상승세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음.  

○ 우선, 고유가에 따른 코스트 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이나 사무실의 에너

지 효율 제고에 더욱 주력  

○ 고유가 시대를 기회로 삼아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 기술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주력  

○ 그리고 일본기업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를 모색하고 있음.  

사무실 및 공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 아이디어 실행 

 일본기업은 과거 1, 2차 유가파동을 거쳐서 수많은 에너지 절약 아이디아나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최근에도 새로운 발상을 기초로 한 에너지 절약을 모
색 중임.  

 예를 들면 마쓰시타전기는 코스트 절감과 함께 지구환경 보전 노력의 일환

으로 전사적으로 에너지 효율의 제고에 주력  

○ 각 사업부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면서‘에너지 절약비

율(省エネルギー率)’이란 지표를 도입   

· 에너지 절약 비율 = 해당연도에 삭감한 에너지 소비량(CO² 환산 수치) / 
전년도의 에너지소비량(CO² 환산 수치)×100(%)로 시산됨.  

○ 에너지 절약 비율은 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공장에서는 3.5%, 에너지 소비량이 많
은 부품 사업 공장에서는 7%로 책정되고 있음.  

○ 일본 공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 공장에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 지도와 관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이징․ 마쓰시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경우 2004
년도에 3만 4,500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했음.  

○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PDP 등 성장 분야의 경우 에너지 총량보다

도 에너지 원단위의 삭감에 주력, 일체소성로(一體燒成爐)의 채용 등 생산 프로세

스의 지속적인 개선에 주력  

 일본기업들은 그 동안 전력, 종이 등 각종 소모품을 삭감하기 위해 근로자

의 절약 의식을 고조시키는 자원 절약 운동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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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배열(排熱)을 전력으로서 재이용하는 Cogeneration이나 배수를 재활용

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왔음.   

○ 시세이도의 카마쿠라(鎌倉) 공장의 경우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강도를 센서가 
탐지하여 실내조명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화장품 생산 과
정에서 나오는 세정용 배수를 회수해 화장실 등에서 재이용하는 절약, 자판기의 
조명을 없애는 절약 등을 추진   

○ 일본의 각종 사무실에서는 작년 여름에 ‘쿨 비즈’ 운동을 전개 넥타이를 없애

는 비즈니스 풍토를 조성하여 실내 냉방 온도를 올렸음.   

○ 이와 같은 절약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보다 진화된 에너지 절약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음.  

 예를 들면 빌딩이나 공장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무소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음.  

 냉동식품용 창고나 식품유통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활용하는 유키지루시

Access사의 경우 미쓰비시전기의 에너지 절약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구입하

면서 5개의 주요 물류거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효율의 제고에 성공

했음.  

○ 미쓰비시전기의 MELCOLD라는 시스템을 통해 유키지루시Access는 냉동 및 냉장 
설비의 최적 온도 유지, 시스템의 원격 관리, 스케줄 관리 등에서 효과를 발휘하

여 각 거점 별로 15~20%의 에너지를 절약하였음.  

○ MELCOLD는 온도가 서로 다른 냉동 및 냉장실을 상황에 맞게 차별적으로 제어

하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에너지를 절약  

○ 창고별, 시간대별, 제품별로 수시로 변화하는 물동량에 맞추어서 냉동 강도를 최
적화 하는 것은 현장의 수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MELCOLD를 통해 물동량과 
수송 스케줄에 맞게 집중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전력 수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저렴한 심야 전략의 활용도를 제고하

는 이점도 확보     

○ 개별 빌딩이나 유통 및 물류 거점 별로 에너지 소비를 통제·관리 하는 조직을 
두는 것보다도 MELCOLD를 통해 여러 거점을 통합함으로써 관리 인력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추구  

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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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학 공장에서는 이미 구축한 Cogeneration 시스템이나 배수 활용 시스

템을 이용해서 주변 공장과 배수나 전력을 교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
이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치바 유화단지에 입주한 스미토모화학과 후지석유의 경우 배열을 교환하는 시스

템을 구축해서  연간 기준으로 원유 1만kl 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 엔지니어링 업체인 치야다화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바 유화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 간에서 공동 에너지 절약 노력을 통해서 64만kl(원유 환산치)/연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  

· 이는 일본 전체 원유소비량의 1일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일본정부도 종
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그리고 치바 공단에서는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무실이나 주택 등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협력 방안 등도 모색 중임.   

 지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스미토모화학과 후지석유의 공동 
노력에 있어서는 핀치테크놀로지(Pinch Technology)가 활용되었음.  

○ 이는 모든 플랜트의 열 공급량과 수요량을 복합곡선(Composite Curves)으로서 분
석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최소화 포인트를 찾는 기법임.   

치바 유화 단지내 에너지 공유 사례 

열 공유(후지석유)

열 활용 발전

통합감시시스템

후지석유
경계선

스미토모화학

열 공유(스미토모화학)

통합감시시스템

보일러 급수(給水)
보일러 열수(熱水) 
스팀

 
자료 : 千代田化工建設株式會社, 松田一夫, ピンチテクノロジーによるコンビナートのエネルギー 

共有の實現, 2005.12. 15, 岡山地區化學工業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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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제품 기술의 개발에 주력 

 일본기업은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다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일본 제품은 원래 에너지 효율이 높았기 때문에 유가 파동 시기에는 미국 자동

차 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었으며, 일본기업은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

는 데에 주력    

 PDP TV에 주력하고 있는 마쓰시타전기는 TV의 소비 전력 절감에 주력  

○ 2005년 5월부터 출시된 PX500 모델의 경우 그 이전 모델인 PX300에 비해 소비 
전력을 최대 35% 절감했음.  

○ 이를 위해 마쓰시타전기는 PDP 패널 전면에 있는 유리 막의 투명도를 높여서 보
다 적은 전력으로 발광(發光) 할 수 있도록 개선했음.  

○ 유리 막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재료기술의 향상이 과제였으며, 3년 동안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여러 재료의 조합을 연구하여 새로운 재료기술

을 개발  

○ 막의 두께도 수 미크론의 차이가 플라즈마의 방전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께가 적합한지를 재료의 조합을 바꾸면서 매일매일 실험하고 수많은 
실패 끝에 최적의 사이즈를 결정했음.   

 LCD TV에서는 샤프가 소비 전력과 중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지난 2월에 출시된 LC-20EX1-S의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면의 밝기를 자동

적으로 조절하는 센서 기술을 채택하여 소비전력을 절감 

 히타치금속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재료 기술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종 나노 소재 기술의 개발

을 중시   

○ 히타치금속은 소비전력이 많은 방전(放電) 가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미세한 금
형 가공을 가능케 하는 나노 복합소재를 활용한 초미세공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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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에너지 개발 확대 

 자원가격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략과 함께 일본기업

들도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음.  

 차세대 연료로서 에탄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미국

이나 브라질과 같이 농산물을 공업용으로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정부나 기업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생물자원을 가
공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에 주력  

 석유자원 개발 기업인 국제석유개발(INPEX)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산화탄

소에서 천연가스의 주된 성분인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日
本經濟新聞, 2006.5.12). 

○ 동사는 유기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미생물과 수소와 이산화탄소에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미생물을 채취하는 데에 성공  

○ 스테인리스로 만든 실험기구에 이 두 가지 미생물과 이산화탄소, 포도당을 넣으

면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간장으로 유명한 키코만의 경우 간장을 만들고 난 후 남은 찌꺼기를 발효시

켜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실험을 5월부터 개시  

○ 4년 후에는 하루 15톤 정도를 처리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의 10%를 
충당할 계획임.  

 신일본석유와 도요타자동차는 식물에서 디젤유를 만드는 바이오 연료의 개
발에 성공했음(日本經濟新聞, 2006.5.12).  

○ 바이오 디젤유는 식용유나 폐유에서 생산되고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낮은 품질 때문에 엔진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이번에 양사가 개발한 바
이오 디젤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음.  

○ 양사는 고압 수소를 야자수에서 추출한 팜 유에 추가함으로써 품질 악화의 원인

이 되는 산소를 제거해 기존의 디젤유와 같은 성능을 가진 바이오 디젤유를 생
산  

○ 양사는 이 기술을 2010년경에 실용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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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나무가 풍부하고 폐 목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음.  

○ 타이세이건설과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출자한 ‘Bio Ethanol Japan Kansai’는 건축

용 폐 목재를 활용해서 에탄올 생산 플랜트를 건설 중임.  

○ 식물의 분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에탄올 생산 효
율을 제고 

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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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총재, 완만한 금리 조정 방침 강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
본은행의 후쿠이(福井俊彦) 총재는 일본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천천히 
금리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日本經濟新聞, 2006.5.23).  

○ 후쿠이 총재는 일본경제의 현상에 대해서 수요 부족이 거의 해소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 경기는 탄탄한 상태이며, 확장 추세

에 제동을 거는 충격은 단기적으로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음.  

○ 따라서 금융정책은 경기의 진폭을 줄이고 과도한 금융완화 상태의 장기화에 따
른 리스크를 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실물경제에 후행 하지 않도록 
금리수준을 완만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 

○ 금리인상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방향과 엔고 문제에 관해서 후쿠이 총재는 
미국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격차가 외환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엔
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이와 같은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일고 있는 지나친 금
리 인상 기대를 견제하는 한편 금리 인상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음.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6월쯤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하

고 있으나 후쿠이 총재는 이러한 기대를 견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실 일본은행은 지난 5월 25일에 공개시장조작(당일 오패레이션)을 통해 자금을 
방출하여 0.07~0.08% 수준까지 상승한 콜 금리(다음 날 결제, 무담보)의 하락을 
유도  

· 이와 같은 오페레이션은 2005년 3월 이후 처음이 있는 일이며, 일본은행

으로서는 성급한 금리상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일본은행은 지나 3월에 양적 금융완화 정책의 종결을 결정한 후 30조엔을 
넘었던 시중여유자금(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을 계속 줄여 왔으며, 5월 25
일 현재 12조 2,100억엔까지 감소했음. 

○ 일본은행으로서는 시중여유자금을 계속 줄이면서 당분간은 금리를 0%대로 억제

해 나갈 것으로 보임.  

Ⅱ.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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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이 지난 5월 25일에 금리가 0.07~0.08% 수준에 오르자 자금 방출에 나섰

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행이 말하는 0% 금리 유지 정책의 상한선은 0.1%
미만인 것으로 보임.   

○ 일본은행이 지난 3월에 양적금융완화 정책의 종결을 결정할 때 밝혔던 바와 같
이 시중여유자금을 6조엔 수준으로 일단 축소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모색하겠다

는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가 높은 속에서 금리상승을 막으면서 시중여유자금을 
축소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지난 3월 이후와 같은 빠른 
속도로 시중여유자금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음. 

 후쿠이 총재가 말하는 과도한 금융완화의 리스크를 억제하고 경기변동의 진
폭을 줄이겠다는 것은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겠

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 사실, 일본경기의 회복세와 함께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
실임.  

 

GDP 디플레이터로 본 물가상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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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 내각부 

 

 

 

Ⅱ.경제브리핑



 
 

 
 

 
 
10   Japan Insight 2006.6. 

○ 앞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종합적인 물가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아직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나 소비 디플레이터 등은 0%에 접근하기 시작했음.  

금리·환율·주가 전망 

  노무라증권 다이치생명
Goldman 

Sachs Mizuho 

인상시기 2006. 9 2006. 7 2006.8 2006년 7, 8월 
혹은 2008년 

2006년 말 0~0.5 0.25 0.5 0.005~0.25 
일본 단기금리(%) 

2007년 말 0.75~1.25 0.75~1 1 0.05~0.25 

2006년 말 5~5.5 5.0 5.0 5~5.25 
미국 연방기금 금리(%) 

2007년 말 5~6 4.5 4~5.5 4.75~5 

2006년 말 113~125 107 100~120 110~117 
엔화(￥/$) 

2007년 말 105~120 103 90~100 105~110 

2006년 말 1.63~1.88 1.9 1.9~2 1.6~1.7 
닛케이주가지수(1만) 

2007년 말 1.8~2.05 2.2 - 1.55~1.7 
  자료 : 週刊ダイヤモンド, 2006.5.27 

 그리고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기준으로 전년

동기비로 0.5%를 기록했음.  

○ 4월부터 실시된 전기세와 의료비 보험 수가 인하 등의 영향보다도 국제유가의 
상승세나 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회복이 크게 작용하여 소비자물가는 4
개월 연속으로 0.5%의 상승률을 기록했음.  

○ 다만,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휘발유, 등유, 도시가스, 전기 등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에도 전년동기비로 0.2%의 상승률에 그쳤음.  

 아직까지 일본의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행으로

서는 금리 인상을 급하게 추진할 단계라고는 할 수 없으나 앞으로 금리인상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요인도 고려될 것으로 보임.  

○ 차기 자민당 총재,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보수 우익의 아베(安部晉三) 관방장관

은 금융긴축에 부정적인 인물이며, 지난 3월의 양적 금융완화 종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했음.  

· 아베장관은 최근의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특수 요인을 제외하면 0% 수
준이며,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Ⅱ.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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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금리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아베 장관의 총리 취임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일본은행으로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전에 금
리인상을 앞당길 것을 희망할 가능성도 존재  

Ⅱ.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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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서비스의 위험성과 효과적인 활용 원칙 1 

 휴대폰, 인터넷, 카드, 전자화폐 등의 보급과 함께 각종 제품 분야에서 소비

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 일본 가전양판점에서는 제품가격의 20%를 넘는 포인트 제공 서비스도 흔한 일이 
되었으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점포 다 포인트를 강조한 세일즈가 일상화되고 
있음.  

○ 판매점을 찾아가기만 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 10배의 포인트 제
공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운 온라인 상점을 일본 구글에서 검색하면 1,700만 건
이나 나올 정도임.  

 제휴 기업간의 포인트 교환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으며, 포인트가 전자화폐

로 교환되고 다시 현금으로 교환되는 케이스도 나타나기 시작했음.  

○ 이러한 포인트 제공 서비스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이며, 이는 거시적인 통계 데이

터에 잘 나타나지 않는 가격 하락 현상이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격 하락 현
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대량 마케팅용 광고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포인트 제휴 기업 연합의 확충과 함께 소비자의 축
적된 포인트가 사용되는 마지막 출구가 되도록 주력  

○ 자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포인트가 계속 다른 기업의 제품 구매로 활용될 경우 
포인트 제공 코스트만 가중되기 때문임.  

○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는 야후 포인트를 새로 매수한 이동통신(보더폰 저팬) 서비

스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계열 그룹 기업간에서의 포인트 유통 시
스템을 강화 

 다만, 이와 같은 포인트 서비스는 판촉을 위한 마약과 같은 측면이 있으며, 
한번 사용하면 매출 하락을 우려해서 사용을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

                                                           
1 日經ビジネス, 20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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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서비스를 피하는 기업도 있음.   

○ 기가 스케이즈 덴키라는 가전양판점과 같이 포인트 서비스를 위한 관리 코스트

나 원가 부담을 고려해서 도입을 보류하는 기업도 있음.  

 사실 소비자에게 제공한 포인트의 누적 금액에 대해서 기업은 포인트의 사
용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축적해야 하며, 이것이 일본기업의 재무에도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  

○ 크레디 세존 카드사의 경우 2005년 9월 기준으로 238억엔의 포인트 준비금을 축
적했으며, 이는 동사의 2006년 3월 결산 예산 순이익 220억엔을 초과하고 있음.  

 기업이 포인트 서비스 전략을 구축할 경우에는 자사 사업의 특성과 포인트

의 효과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임.  

○ 항공업계와 같이 승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연료비, 공항이용료 등의 기본 코스

트에 큰 변화가 없고 고정비용 비율이 높은 장치 산업의 경우 포인트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철도, 골프장, 비디오 대여점, 호텔 등도 포인트 서비스에 적합함.  

○ 반면, 외식업, 슈퍼, 백화점, 가전양판점 등은 고정비용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포
인트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 불리함.   

○ 이와 같은 산업의 특성 차이는 포인트의 제공 비율을 결정하거나 포인트 제휴기

업을 선정할 때 잘 고려되어야 함.  

 이와 같은 포인트 서비스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일본공수(ANA)가 있음. 

포인트 서비스의 실패를 피하기 위한 조건     

□ 포인트 발행은 가격 인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 판매촉진 비용과 판매 확대 효과의 균형을 의식해야 함.  

□ 포인트 서비스는 장치산업에서 유리하며, 자사의 코스트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함.  

□ 다른 기업과의 포인트 교환은 자금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함.  

□ 포인트 서비스의 목적을 고객의 저변 확대인지, 고객의 고정화․ 이용도 확대인지 
명확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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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는 포인트 서비스를 고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무리한 서
비스로 경영 여력이 감퇴되지 않도록 주력   

· 자금 부담이 적은 단순한 포인트 서비스의 경우 다른 업종의 기업과 폭 
넓게 제휴하여 수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  

○ 한편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연간 탑승 회수에 따라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여 우량고객의 고정화에 주력  

· 연간 탑승 회수 120회인 고객에게는 다이아몬드 회원 서비스를, 50회 이
상은 플라티나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  

· VIP 라운지의 이용이나 호텔 숙박권 제공 등은 물론, 자녀 생일에 유명 
마술사를 파견하는 식의 흔하지 않는 특별 서비스를 개발  

 결국, 포인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 고객의 
특성, 제휴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함.  

저출산과 가족 붕괴 따른 시장의 변화 압력 2  

 저출산으로 인해 2005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로 돌입한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음.  

○ 젊은 독신 가구, 자녀를 낳지 않는 2인 가구 등의 확대와 함께 평생 독신으로 지
내다가 부모가 죽고 혼자 살게 된 독신 노령 층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붕괴는 노인 문제를 악화 시키는 등 정부 
및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인구의 감소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특징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비즈니스 접근 방법을 혁신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
임.  

 예를 들면 외식산업의 경우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어
려워지고 있음.  

○ 불고기 집 등에서도 여성 혼자, 노인 혼자 식사하기 편하도록 배려된 음식점도 
                                                           
2 エコノミスト, 2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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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 한편 1인 가구용의 도시락 비즈니스나 요리 배달 서비스 수요가 
확대  

○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특수 제작된 배달 음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확대, 냉장고 등의 주방 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음.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인구감소로 산부인과 등의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 중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을 돌보는 간호 
시설로 변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일부 대형 병원에서도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를 겸업하면서 줄어드는 수요의 회
복에 주력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과 함께 노동인력의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인력파견회

사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가족의 붕괴로 육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주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육아 등 가사 노동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 주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육아나 가사 대행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

면서 주부들이 파견인력으로서 일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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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세대 TV 전략, 양산화+차별화 추구 3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간의 설비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LCD, PDP 등의 
차세대 TV 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은 양산 효과와 함께 차별성 확보에 주력  

 샤프는 미국 LCD TV 시장 등에서 소니에게 밀렸으나 신형공장 건설과 화질 
개선에 주력 중임.  

○ 샤프는 7세대 생산 라인 없이 8세대 생산 라인 건설에 나서는 공백 기간 때문에 
패널 조달 난도 겹쳐 미국 LCD TV 시장 등에서 소니에게 밀렸기 때문에 현재 8
세대 생산라인의 가동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  

· 미국 LCD TV 시장의 경우 일본 이상으로 대형 화면이 선호되기 때문에 
7세대 생산라인에서 40인치 패널을 확보한 소니와 대조적으로 샤프는 주
로 32, 37인치 밖에 공급하지 못해서 밀렸음.  

○ 따라서 샤프는 금년 중에 8세대 생산라인을 가동시켜서 연말 세일 기간에 46, 52
인치형 LCD TV를 투입하는 데에 주력  

○ 이와 함께 경쟁사보다도 먼저 해상도가 높은 Full HD(High Definition) 제품을 투입

하여 37인치급 제품도 선호되는 일본이나 EU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주력  

○ LCD 화질 개선을 위해 국책 프로젝트인 Future Vision사의 기술을 적극 활용  

 한편 마쓰시타전기는 PDP 공장을 잇따라 신설하면서 대량생산 이점을 추구

하는 한편 Full HD(High Definition) 제품을 강화  

○ 드라이버 IC 등 각종 반도체의 자체 생산비율을 높여서 코스트 절감에 주력하는 
한편 금년에는 42인치 PDP TV로 2,000달러, 50인치 3,000달러, 58인치 5,000달러로 
소매가격을 인하할 전략임.  

· 마쓰시타는 금년 미국에서는 50인치급 차세대 TV 시장의 쟁탈전이 격화

될 것으로 보고 채산성을 유지하면서 LCD TV 보다도 빨리 소비자의 수
요를 자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마쓰시타는 유리 기판의 두께를 줄이는 데에 주력하면서 히타

                                                           
3 週刊エコノミスト, 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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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과 정보를 교환해 유리패널의 표준화도 모색  

○ 가격과 함께 화질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50인치 PDP TV에서도 Full HD에 대
응한 제품을 투입할 계획임.  

○ 다만, 마쓰시타는 37인치급에서는 히타치, 도시바와 공동 출자한 LCD 제조회사

로부터 패널을 조달하기 시작하여 LCD TV에 주력할 계획임.  

· 아마가사키의 PDP 패널 제조공장은 37인치 PDP의 생산량을 줄이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42인치 패널의 생산을 확대  

· 이와 함께 2007년에는 42인치급 PDP TV에서도 Full HD 대응 제품을 출시

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마쓰시타는 PDP TV의 연간 수요를 2010년 2,500만대, 2010~2015년에 4,000~6,000
만대가 될 것으로 보고 2년마다 공장을 1개 정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소니의 경우 삼성과의 합작 LCD 패널 생산 공장인 S-LCD의 활용에 
주력  

○ S-LCD의 8세대 공장을 2007년 8월경에는 가동시켜서 내년 연말의 세일 기간에 
활용할 계획임.  

○ 연간 25~30%의 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패널에 사용하는 반도체의 개수를 
줄이는 등 부품 수 절감에 주력  

Future Vision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인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는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2004년 3월 ‘평면 
디스플레이 초첨단연구 센터’를 건설했다. 이는 9,760평방미터로 약 2,500평방미터의 클린 룸을 갖춘 
연구시설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총합연구소는 LCD 패널 업체, 재료업체, 장비업체 등 20 수개 사와 
토호크대학 등이 출자한 Future Vision사를 설립해 평면 디스플레이 초첨단연구 센터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해 왔다.   

여기서는 부품, 재료, 패널의 생산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의 확립에 
주력해 왔다.  Future Vision의 성과로서는 잉크 제트법에 의한 제조 프로세스의 개발이 있다. 플라스틱 
표면의 사출 성형에 의해 미세한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RGB의 잉크를 잉크 제트 방식으로 인쇄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동사는 패널의 화질 개선 등의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 獨立行政法人 産業技術總合硏究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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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가 국책회사인 Future Vision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데에 대항하기 위해 소
니는 삼성의 LCD 생산기술과 소니의 TV 기술을 융합하는 데에 주력  

수익급증 기업의 네 가지 패턴 4 

 일본기업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보다도 수익이 급
증하고 있는 기업과 부진한 기업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2006년 3월 결산 결과를 보면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은 4년 연속으로 확대, 2007년 
3월까지 5년 연속의 수익확대 추세가 예상되는 등 일본 상장기업의 수익증가세

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업종별로 업적이 상향·하향 수정되는 경
우가 허다함.    

○ 과거 1년 동안 경제 변수의 변화로서 엔저, 유가상승, 내수 회복이 기업 업적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경영실적이 상향 수정되거나 하향 수정된 것으로 보임.   

○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농림수산업, 식료품 산업이었으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경우 코스트 상승요인을 고객에게 전가함으

로써 악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했음.  

○ 석유산업은 유가 급등으로 매출이 급증해 수익이 예상보다도 급증한 기업의 비
율이 75%를 넘었으며, 내수 및 수출 확대에 힘입은 철강, 비철금속, 수송용기기 
등도 50%를 초과  

○ 내수 회복과 함께 도쿄 중심 지역의 지가 상승세, 오피스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부동산 업체들의 수익도 개선  

 수익이 급증한 기업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 패턴은 △ 설비투자 혜택

형 △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형 △ 소비시장 개척형 △ M&A·IPO(기업공

개)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됨.  

 설비투자 혜택형 기업은 일본기업의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서 공작기계 등 기계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음.  

○ 공작기계 산업의 경우 2005년도는 사상 두 번째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공작기계에 강한 닛페이토야마(日平トヤマ)라는 기업의 수익이 크게 
호전될 기업으로서 주목됨.   

                                                           
4 週刊ダイヤモンド, 20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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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는 수요 확대 혜택과 함께 자동차 조립 기업의 엄격한 원가 절감 요구에

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이나 협력기업과 함께 부품 공통화, 납기 단축 
등의 각종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을 확대시켰음.   

 중후장대 산업형 기업은 철강 등 과거 구조불황 업종의 대명사가 되어 왔던 
기업들임.  

○ 그러나 이러한 중후장대형 산업은 중국의 수요 급증과 함께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수익기반이 확고해졌음.  

○ 중국도 범용 철강재의 생산량이 연간 7,000만톤으로 확대되는 등 공급 압력이 고
조되고 있으나 일본 철강 산업의 경우 가전, 자동차 등에 쓰이는 고급철강재에 
특화 하는 구조조정에 힘입어서 수익이 확대  

○ 베어링용 특수강, 고급합금강, 광섬유 케이블 소재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
품 고도화 노력이 수익을 뒷받침하고 있음.  

 소비시장 개척형 기업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법으로 시장 기반을 강화

한 기업들임.  

○ 사와이제약(澤井製藥)의 경상이익(2006년 3월 결산)은 전년비로 2배나 증가한 38
억엔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성과는 제네릭 의약품의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의약 전문 영업직을 활용하거나 광고에 주력한 결과였음.   

○ 와세다 아카데미라는 상장 학원 기업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세 속에

서도 교원 및 간부 직원 육성을 위한 연수제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교원과 함께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킴

으로써 성과를 거두었음.  

 M&A․ IPO형 기업은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원가를 절감하

는 한편 M&A 자체를 신규사업 진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쇠고기 덮밥 체인점인 ‘스키야’의 모기업인 젠쇼사는 2000년 이후 양식 외식업체

인 ‘코코스’, 햄버거 체인인 일본 웬디즈, 일식 패스트푸드 나카이 등 10건의 기
업을 인수하여 일본 외식 산업 제3위 기업으로 도약  

· 이업종을 포함해서 외식산업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여 식료의 공동 조달 
등을 통해 코스트를 절감 효과를 추구  

○ 이들 M&A 추구형 기업은 일정 규모를 확보한 후 주식을 공개하여 이를 다시 
M&A 자금으로서 활용하는 성장 경영에 주력 중임.   

Ⅳ.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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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화학-이데미츠흥산 장수명 적색 OLED 재료 출하 개시 

 미쓰이화학과 이데미츠흥산은 장수명 적색 OLED 재료를 5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했음.  

○ 양사는 지난 2월 13일에 OLED 재료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협력체제 구축에 합
의했으며, 3월 22일에는 5월부터 제품의 출하를 결정한 바 있음.  

○ 이데미츠흥산은 이미 형광형 청색 및 녹색 발광재료를 제조 ∙ 시판 중이며, 이번

에 적색 재료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OLED 디스플레이용의 3색 발광 재료

를 모두 확보하게 됨.  

적색OLED 소자의 발광 모습  

 
                             자료 : 미쓰이화학․ 이데미츠흥산 공동 보도자료, 2006.3.22  

 기존의 OLED 디스플레이는 청색과 녹색에 관해서는 형광 재료가 사용되어 
왔지만 적색에 관해서는 형광 재료의 성능이 열악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광(燐光) 재료가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이번에 양사의 공동개발로 디스플레이 표시에 필요한 3가지 광원인 적색, 
청색, 녹색을 다 형광 재료로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

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OLED 디스플레이는 화질이나 제조 코스트 측면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에

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제품 수명이었으며, 이번

Ⅴ.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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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사의 공동개발로 이러한 제품 수명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는 것임.  

· 기존의 인광(燐光) 적색 발광 재료의 경우 밝기(輝度)가 절반으로 떨어지

는 시간은 사용 후 3만 5,000시간이었으나 양사가 개발한 형광 방식의 경
우 4.6배인 16만 시간임.   

○ 또한 3색을 형광 재료로 통일함으로써 각 재료도 통일할 수 있게 되어 회로구조

를 단순화시켜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이데미츠흥산은 이미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가진 청색·녹색 발광 재료를 
개발했지만 적색 형광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미쓰이화학의 형광적색 
Dopant(물질의 성질을 바꾸기 위한  불순물 첨가 기술)과 형광적색 Host 기
술을 결합했음.   

○ 제품의 판매는 이데미츠흥산이 담당, 동사는 미국의 Avago Technologies와 텍서스 
대학으로부터 고성능 Dopant의 특허를 취득, 전세계로의 판매가 가능한 상태임.  

○ 이데미츠흥산과 미쓰이화학은 적색형광 재료 이외의 분야에서도 개발 활동을 강
화하여 개발한 제품을 수시로 출시해 나갈 전략임.  

Eco-Mobile 제품 서서히 확대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구환경 보호의 필요성 증대로 일본기업들은 석
유가 아닌 식물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휴대폰의 개발을 확대하기 시작했음.  

 NTT도코모는 작년 말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폴리 유산과 식물의 일종인 케
나프를 혼합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채용한 환경 친화적인 휴대폰(N701iECO)
을 출시했음.  

○ 휴대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ABS수지)의 90%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했음.  

 한편, NEC는 폴리 유산을 90% 활용한 형상기억(形狀記憶) 바이오 플라스틱

의 실용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日本經濟

新聞, 2006.4.28). 

○ NEC는 강도를 높여 자동차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ABS수지에 버금가는 성능을 
확보, 만약 변형되더라도 온풍을 활용해서 원래 형태로 고칠 수도 있음.   

○ 또한 이를 활용해서 만든 휴대폰의 경우 드라이어 등의 온풍을 활용해서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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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형태로 외형을 변형시킬 수도 있음.  

○ 형상기억 소재는 리사이클이 어려웠지만 식물성 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
제도 해결  

 한편 도시바도 폴리 유산을 50% 이상 활용한 바이오 수지를 개발해 TV, 에
어컨 등의 리모컨에 활용할 전략임.  

○ 도시바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내구성,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 성형 기술의 개량

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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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주식상장에 성공한 Tear 

 인구고령화와 함께 일본의 사망 인구도 늘어나면서 장례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뉴비즈니스도 등장하

고 있음.  

○ 지난 1997년에 창업된 티어(Tear)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결

하는 장례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 성장을 거듭, 지난 6월 2일에는 나고야증권거래

소 센트렉스시장(밴처시장)에 상장되었음.  

 티어사는 19개의 직영 장례식장을 보유하는 한편 일반기업의 참여를 유도, 
이들이 갖고 있는 유휴부동산 등을 활용하면서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례 식
장 비즈니스도 전개  

○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자사 시설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택, 사원, 구민회관 
등에서의 장례식에서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장례식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장례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동사는 다양한 형태로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주력  

○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유족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데다 이들 자체도 현역을 은퇴하거나 고령일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조문객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유족의 금전적,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

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임.  

○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

하는 데에 주력  

· 티어사는 장례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장례식 후의 사
십구제, 일주기 등에도 대응하는 한편 비석도 판매   

○ 또한 프랜차이즈 참여 사업자에게는 시장조사, 장례식장 운영, 종업원 교육 등의 
경영 전반에 관한 지도를 실시  

 티어사는 장례식과 함께 고객에 대한 상속세 수속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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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이를 위해 동사는 전문 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고객은 사전에 티어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동사의 회원 수는 1997년 289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9월 현재 8만 7,168명으로 
확대, 매출액도 7년 동안에 52배 증가한 36억엔을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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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중기경영계획 목표 2년 앞당겨 초과 달성 

 BRICs 등 개도국 시장의 확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일본종합상

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쓰비시상사는 2006년 
3월 결산(2005.4~2006.3)에서 순이익이 92%나 확대된 3,500억엔을 기록했음.  

○ 미쓰비시상사의 중기경영계획에서는 2008년 3월 결산의 순이익 목표치는 2,000억
엔이었기 때문에 동사는 이를 2년 앞당겨서 초과달성한 셈임.  

○ 석유·가스 부문의 순이익이 751억엔, 금속·석탄 부문 1,358억엔을 기록해 자원

비즈니스 전체로 전사 순이익의 60% 정도를 확보 

○ 2006년 3월 결산(2006회계연도)에서도 순이익이 3,700억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었음.  

 미쓰비시상사의 실적 호조는 일본 장기불황기에 실시한 구조조정의 성과와 
함께 5년전, 10년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해외자원개발 등 투자사업의 성
과임.  

미쓰비시상사의 개요  

연결사업 구조 : 신사업그룹 2%, 석유·가스 25%, 금속 ∙ 석탄 20%, 기계 16%, 화학 11%, 생활산업 26% 

영문 회사명 : Mitsubishi Corp. 상장 : 도쿄 1부, 오사카 1부, 나고야 1부 

결산 : 3월 말일  매출액 : 19조 671억엔(2006년 3월 결산)  

설립 : 1950년 4월 1일  자본금 : 1,978억엔  

대표이사:小島順彦(고지마 요리히코) 주식상장일 : 1954년 6월  

종업원수 : 5만 4,143명 평균연봉 : 1,277만엔(종업원 평균연령 42.2세)  

자료 : Yahoo Finance  

 이에 따라 코지마(小島順彦) 사장은 확대된 수익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1
조 2,000억엔을 투자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밝히고 있음(5월 9일 실적보고회).  

○ 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다른 일본 종합상사와 비교해도 의욕적

Ⅶ. 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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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계획임.   

○ 미쓰비시상사는 자원 비즈니스가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2년
간 전체투자자금의 30%에 해당하는 3,600억엔 정도를 자원 비즈니스에 투자할 
계획임.  

 다만, 자원개발은 투자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미쓰비시상사는 자체적으로 
국가별 신용등급을 채점하고 모든 투자 안건을 ‘컨트리 리스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음.  

○ 과거 무역거래를 중개했던 단순한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높은 비즈니스로 사업의 중심을 옮겼기 때문에 리스크의 크기를 통제 가능한 수
준으로 억제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미쓰비시상사는 과거 무역거래 중개,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 확대를 목적

으로 한 소수 지분 프로젝트 참여 등의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회
사로서의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했음.  

 무역거래 비즈니스는 해당 분야의 상·하류 부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Supply 
Chain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음.  

 단순한 무역금융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보다도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 
중개 서비스나 리스 등의 산업금융 분야로 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  

○ 자원이나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투자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사업을 전개  

 미쓰비시상사는 과거의 low risk low return형 비즈니스에서 middle risk middle 
return형 비즈니스로 전환, Value Chain의 전략적인 innovator로서의 위상을 지
향  

○ 예를 들면 화학 분야에서는 원료확보에서 플랜트의 건설 및 운영, 수송 및 물류, 
금융, 마케팅,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수익성 제고

에 주력  

○ Value Chain의 길목에 제조업 자회사 등 전략 거점을 세워서 부가가치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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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통제  

○ 각 사업부문이 비즈니스의 부가가치 확대에 주력한 결과 미쓰비시상사는 종합 
에너지기업, 금속자원회사, 화학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금융회사 등 여러 분야의 
사업 회사를 가진 복합비즈니스의 집합체로 변신한 것임.  

 복합 사업회사로서의 사업 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 개척 능력, 오지를 포
함한 세계 각국에서의 현지화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 및 신규사업 개
척에 주력  

○ 여러 분야에서 원료 등의 조달, 판매, 물류에 관한 코스트 절감 능력을 활용하여 
온갖 산업과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   

○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 능력과 자본력을 활용해서 벤처캐피털과 같은 역할을 수
행하여 신규사업을 개척  

아프리카 및 멕시코만 자원개발에 주력 

 미쓰비시상사는 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의 사업 거점인 서부 아프

리카와 멕시코만 유전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로 북아프리카에 진출  

○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본, 앙골라에서의 유전개발 사업을 확대 하는 한편 북아

프리카에서는 리비아에 주력  

· 일본기업연합을 구성하여 2005년 10월에 4개 광구를 확보해 유전 개발에 
참여, 신일본석유개발, INPEX 등과 공동개발하게 되었음.   

○ 2005년 11월에는 북아프리카의 튜니지에서 육상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 캐나다의 
Candex Energy로부터 개발권의 20%를 확보하였음.  

 한편 멕시코만에서는 소수 지분 투자가 아니라 유전개발의 운영을 직접 담
당하는 Operator로서 개발에 참여하였음.  

○ 미쓰비시상사는 2005년에 멕시코만의 ‘마스탕 아일랜드 726’에서 원유 생산을 개
시했음(日本經濟新聞, 2005.9.15).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서 미쓰비시상사는 남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알
루미늄 제련사업(MOZAL)을 추진, 현지 유력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 호주의 세계적인 자원개발 회사인 BHP, 모잠비크 정부 등과 공동으로 1998년부

터 대규모 알루미늄 제련 공장 건설에 참여, 2000년 12월부터 조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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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남아공으로부터 전력의 장기 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일본,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의 국가자금 지원을 확
보하여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음.  

○ 미쓰비시는 2003년말에는 2차 건설 프로젝트도 완료, 연간 생산능력 51만톤의 세
계적 규모를 가진 알루미늄 생산 공장으로 발전  

○ 모잠비크의 풍부한 알루미늄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최대급의 제련 공장을 건설함

으로써 MOZAL은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    

○ 이는 모잠비크 최대 프로젝트이면서 연간 8억 달러를 넘는 외화를 확보함으로써 
미쓰비시상사는 현지정부와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에이즈 퇴치 지
원, 학교건설, 인프라 사업 등의 현지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 이를 기반으로 미쓰비시상사는 탄자니아 등 주변국에도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면

서 아프리카 오지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개척에 주력 중임.  

모잠비크 알루미늄 제련공장  

 
            자료 : 미쓰비시상사 홈페이지  

 미쓰비시상사는 유전개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이외의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도 각종 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역사회에 대
한 기여와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활동을 전개 중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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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즈니스의 전략적 확대 

 미쓰비시상사는 미쓰이물산과 함께 사할린Ⅱ 프로젝트에 참여해 1997년부터 
원유를 생산, 2007년부터는 가스 생산도 개시할 예정이며, 고유가 시대에 각
광을 받고 있는 천연가스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미쓰비시상사는 지난 1969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LNG를 수입한 이후 
각종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음.  

 특히 지난 1972년에 시작된 브루나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동사 발전

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음.  

○ 석유 메이저인 셸과 함께 진출한 미쓰비시상사는 45%의 지분을 갖고 프로젝트에 
참여, LNG 비즈니스 전반에서 사업을 전개  

○ LNG 사업은 가스 자원 개발과 함께 수송 과정을 위한 가스 액체화 공장(자원 수
출지역), 대규모 수송선, 액체 가스의 기체화 공장(가스 소비지), 파이프라인 등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이며, 상사로서는 이 과정에서 무
수의 비즈니스에 간여할 수가 있음.  

○ 브루나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브루나이 경제는 크게 부상하여 미쓰비시는 현지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  

 미쓰비시상사는 브루나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그 동안 LNG 비즈니

스를 확대해 왔으며, 오만, 말레이시아(Ⅰ~Ⅲ), 호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
음.   

○ 그리고 현재 러시아 극동 지방의 사할린, 인도네시아의 탄구, 북아프리카의 튜니

지에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와 함께 미국 서부 Long Beach에서 LNG 수입 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

며, 이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의 Freeport LNG 수입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오만

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추진  

 북미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의 기존 가스전의 고갈로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저가격 천연가스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며,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는 
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  

○ 미국의 LMG 수입기지는 4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요 확대에 따라서 50개 정도

의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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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상사는 미국 서부에 건설 중인 LNG 수입기지에 인도네시아 탄구와 사
할린산 가스를 수출할 계획임.  

미쓰비시상사의 LNG 사업 구조  

자원보유국 자원개발 액체화설비 물류 판매

탐사·개발·
생산

LNG생산 LNG선
주문

투자 투자 거래

기자재 조달

거래

LNG선
선박운행

투자

수입기지
미국

투자

부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러시아

(사할린)
인도네시아

(탄구)
미국

(알래스카)
오만

튜니지

거래

가치사슬 전체의 관리·조정

금융 Finance

• 계약교섭
• 통관
• 제품양도
• 대금회수
• 정보서비스

조사 니즈 개척<수입>

일본

한국
중국

 
자료 : 미쓰비시상사 홈페이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모색 

 미쓰비시상사는 수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원비즈니스 이외에도 신
규 사업 기회의 발굴에 주력 중임. 

○ 석유 메이저와 같이 자원 비즈니스에 올인 하고 고위험 고수익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어디까지나 중간 리스크만 부담하면서 자원 이외의 사업에도 비즈니스의 
기반을 일정하게 분산하겠다는 것임.  

 미쓰비시상사의 전체적인 사업 확장 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이 자원 비즈니

스를 중심으로 기존 비즈니스의 Value Chain을 확장하거나 기존 비즈니스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주된 전략이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로도 모색되고 있음.  

○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 사업 영역으로서 나노기술, 바이오, 연료전지, 첨단재료, 
GTL(Gas to Liquids), 바이오콜(석탄 대체물질), 안전 비즈니스 등에 주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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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의 유형별 사업 확장 분야 

기
존

가치사슬

사
업
도
메
인

기존 확장형

영업부대 확충·채널 확대 등
• 천연가스
• 금속자원
• 자동차사업
• 해외에서 전력 생산
• 화학(자원 확보형)
• 식량

수평적 확대형

지리적 확장·성공모델의 인접분야
전개 등
• 천연가스(북아프리카)
• 석유자원(서부 아프리카, 멕시코만)
• 자동차사업(유럽 판매금융, 중국·러
시아· 동구)

• 식량(중국, 동남아에서 투자사업)
• 금융(기업회생 지원, 자산·금융)

신
규

가치 사슬 발전형

상류 사업 또는 하류 사업 투자 등
• 천연가스(미국 서부 LNG기지)
• 자동차(태국사업의 수출기지화)
• 의료·개호(종합 건강 비즈니스)
• 아웃소싱 사업

R&D형

사업 도메인과 가치사슬 동시 혁신
• 나노기술
• 바이오 비즈니스
• 연료전지
• 첨단재료
• 신연료(GTL 등)
• Bio Coal
• 안전 사업

기존 신규·확장

 

 예를 들면 미쓰비시상사는 연료전지 분야에서 동경공업대학교와 공동연구

를 통해 지난 4월 14일에 새로운 무공해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  

○ 이 엔진은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마그네슘과 물을 반응시켜서 연소

되는 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연소하거나 연료전

지 등에 활용함으로써 동력으로 이용함.  

○ 동사는 이 기술이 자동차나 선박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년 후에 실
용화할 계획임.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이외에도 식품이나 유통, 자동차 등의 전
통 산업에서도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에 주력  

○ 미쓰비시상사는 계열사인 미쓰비시자동차와 함께 빠르면 금년 말에 한국 자동차 
시장에도 동반 진출할 계획임.  

○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등이 이미 한국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일본기업 중 
제4위에 불과한 미쓰비시자동차이지만 한국의 종합상사 등과 제휴하여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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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망을 구축한다면 후발 업자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것임.   

고지마 요리히코 사장 

고지마 요리히코사장은 1941년생, 1965년에 동경대학 공학부를 졸업한 후 미쓰비시상사에 입사하고 
노조위원장직을 맡은 바도 있는 인물이며, 2000년 4월에 신기능사업 그룹 CEO를 거쳐 2004년 4월부터 
전사 사장직에 취임하였다.   

2000년 4월에 만든 신기능사업 그룹은 산하에 편의점 사업을 담당하는 유통업과 함께 물류, 마케팅, 
정보, 금융 등 상사의 각 사업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화학 등 각 
사업부가 사업회사로서 현업에 보다 주력하는 한편 신기능사업 그룹이 회사내의 작은 상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고지마 사장은 지향하고자 하는 미쓰비시상사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제조업체 
자체가 직접 해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사도 현지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여 배당이익이나 주식 상장이익을 창출하는 사업투자형 비즈니스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나 기타 BRICs 국가의 성장세 가속화로 유가의 급등 등 세계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가 수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현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인 현지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현지에 있는 종업원들에게는 해당국의 변화, 비즈니스 상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곧 바로 본부에 알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전체 종업원들이 이와 같이 비즈니스 감도를 
지속적으로 닦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본부에 집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내용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 : 日經ビジネス, 2005.7.25, 2001.7.23  

 비 자원 해외사업의 경우 미쓰비시상사는 신흥시장에서의 전력 사업에 관심

을 갖고 있음.  

○ 자원도 있고 유력한 신흥시장의 경우 앞으로 경제가 착실히 발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면서 해당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를 들면 미쓰비시상사는 큐슈전력과 함께 멕시코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화력발전소(49.5만kw)를 건설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금년 9월부터 생산을 
개시하여 현지 멕시코 전력청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에서 미쓰비시상사는 70%의 지분을 확보하여 주도적인 사업자로서 
참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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