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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불황 대책 모색하는 일본기업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선진권 및 개도권의 실물경제를 본격적으로 위축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확대 기조를 유지해 왔던 일본기업의 수익도 악화되고 
있음.  

일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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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분기별 증가율 기준임.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전산업, 전체 기업 규모 기준임.  

자료 : 일본 재무성  

○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왔던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세계경기의 급락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내수형 산업의 일본기업들도 수익 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5년 연속으로 확대해 왔던 일본기업의 수익

이 2008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09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임.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가 불황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기업은 불황 극복을 위
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재무구조의 개선, 부실한 거래처의 선별 강화, 원가 절감, 인원 감축 등 방어적인 

불황 대책이 일반적으로 강구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적극적으로 불황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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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음.  

 일부 일본기업은 불황을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호기로 삼아서 마케팅 등 필
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음.  

위험한 거래처를 판단하는 포인트  

1 예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1 차입금리가 동업자에 비해 높음. 

2 재고비율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음.  12 비 은행 대출기관을 이용  

3 단기의 차입금이 급격히 감소(은행융자의 
회수 우려)  

13 지불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함. 

4 매출이 급격히 확대(조작 혹은 투매 가능성)  14 지급일 및 지급 조건 변경 

5 취급 상품이 시장 니즈에 맞지 않음.  15 미래 발행 일차를 기재한 어음을 발행  

6 회사 규모에 비해 호화로운 본사나 부대 
시설 보유  

16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가 잇따라 설정되고 
있음  

7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지점의 통폐합 추진 중  17 찾은 임원변경이나 부자연스러운 본사 
이전  

8 판매처가 수개 사에 집중되고 있음.  18 결산서의 개시에 응하지 않음.  

9 우량한 거래선이 적고 수시로 변함. 19 업계 내부에서 나쁜 소문이 있음.  

10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있음(조달 난 우려).   20 간부급 종업원이 퇴사하고 있음.  
주 : 5 개 이하 : 일단 안전하지만 분식회계 항목 및 비은행 대출기관 이용 등은 1 개라도 있으면 위험한 기업임.  

    6~9 개 : 상당히 위험한 기업임. 거래 축소, 채권 보전책을 고려해야 함.  
    10 개 이상 : 위기적 상황에 빠진 기업임. 거래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좋음.    

 자료: 週刊ダイヤモンド, 2008.10.4  

 예를 들면 마쓰시타전기에서 브랜드 명을 변경한 Panasonic의 경우 상대적으
로 성장세 하락 폭이 적은 BRICs나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백색 가전의 현지 판매 전략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음(일본경제신문, 
2008.8.9).  

○ 이를 위해 Panasonic은 현지의 생활양식 등에 맞춘 전용 생활 가전을 2009년 3

월까지 50개 품목 개발하고 2010년 3월까지 이를 7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인도 시장용으로는 섭씨 50도의 날씨에도 잘 가동하면서 강력한 세균 제거, 

집진(集塵)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  

· 베트남 시장용으로는 2시간 이내에 얼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빙 기능을 확충

한 냉장고의 개발에 주력   

· 브라질 시장용으로는 고출력 소형 오디오를 개발하는 한편 12가지 브라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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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리용 메뉴를 갖춘 전자레인지를 개발  

· 중국 전용제품으로서는 현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전화기를 개발  

○ 과거 일본 시장용 제품을 개량해서 해외 시장에 판매해 왔던 방식을 변경하여 

처음부터 BRICs의 각국 시장용 전용 제품으로서 개발하기 위해 현지 마케팅 담

당자와 일본의 개발팀이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  

○ Panasonic은 BRICs와 베트남 6개국의 2009년도 매출액을 2007년도 대비 40% 

늘어난 6,000억엔으로 확대할 계획임.  

 한편 일본 원유정제 업계 1위인 신일본석유는 동 7위인 큐슈석유를 지난 10
월에 흡수 합병했음.  

○ 경기침체와 국제유가의 급등이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합병

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설비의 통폐합을 주도해 나갈 전략임.  

불황기 공격 경영의 5가지 원칙 1 

 이와 같이 불황기에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서 매출 및 점유율을 확대하고 호
황기를 준비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음.  

○ △ 고객과의 대화를 늘리고 △ 가족을 이미지하고 △ 제품군을 점검하고 △ 시

장점유율을 높이고 △ 자사의 본업을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이 중요  

○ 불황기에 빠지면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는 상황을 관망하는 경우도 많으나 수익

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이 직접 짧은 사이클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행동을 취하

지 않으면 기업이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임.  

 이러한 불황기의 공격 경영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거대한 유명 
기업보다도 지방의 유력기업이나 중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고객과의 대화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닥터 시 라
보’라는 화장품 회사를 들 수 있음.  

                                                           
1 日経ビジネス,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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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조언을 받고 개발하는 ‘닥터즈 코스메’라는 기초 화장품을 제조･판매 하

는 이 기업은 1999년 이후 급성장을 거두었으나 2005년에 판매 부진에 빠지자 

마케팅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음.  

○ 이 과정에서 전화 판매 전략에서 전화상담원들이 장시간 통화를 하도록 하는 장

려책을 실시하여 급성장 과정에서 놓쳤던 고객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분석해서 

자사의 강점, 고객의 니즈의 원점을 확인하는 데 주력   

○ 장시간 고객과 통화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잡은 종업원을 사장이 스스로 표창     

○ 불황기에는 기업 CEO 스스로가 고객 상담 창구에 나가서 고객의 불만, 고객의 

심리, 고객의 잠재 니즈를 확인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경기침체기에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법칙  

고객과의 대화를 늘린다. 
1 

불황기 때야말로 원점에 돌아가 고객의 심리, 니즈를 탐색한다. 

가족을 이미지 한다. 
2 

과도한 소비가 감소하고 가족적인 지출이 증가, 이러한  가족형 지출에 초점을 맞춘다.  

제품 군을 점검한다. 
3 

제품 종류, 가격, 브랜드 전개 등 자사의 강점을 더욱 명확화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4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호기, 고객 확보 코스트 하락  

자사의 본업을 명확하게 한다. 
5 

불황기에 싸울 수 있는 사업이야 말로 자사의 본업이다.  

 불황기에는 과도한 지출이 억제되면서 가정 회귀라는 경향이 나타나기 쉬우
며, UCC 커피는 이러한 경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을 이미지하는 전략으
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UCC는 커피의 원료 생산에서 유통, 판매, 커피전문점까지 수직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인데, 최근의 트렌드인 에스프레소 커피를 피하고 기존의 ‘한 장씩 드립’ 하

는 전략을 고수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에스프레소 방식은 성장률이 높지만 가정용을 포함해서 일본인이 마시는 커피의 

80% 정도가 드립식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붐이 후퇴하면 드립식 커피가 신장

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점포 내부도 일본식 인테리어 디자인을 강조, 가정적이고 편안하게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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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도록 배려  

 불황에 빠질 경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나 LED 조
명기구를 제조하는 CCS는 자사의 강점이나 제품 구색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제품에 선행적으로 투자하여 불황극복에 주력  

○ 동사는 기존의 청색, 적색 LED와 함께 태양광에 가까운 색상의 표현력이 높은 

자연광 LED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등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불황기에도 강화할 

전략임.  

○ 신제품의 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매출의 축으로 

할 전략임.  

 한편, 불황기에는 유망 기업의 주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재무 여력이 큰 기
업에게는 M&A를 확대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함.  

○ 가정용 플라스틱의 ‘아이리스 오야마’는 업적 부진에 빠진 기업을 매수하여 재생

시키는 기업재생형 M&A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왔던 기업임.   

○ 매수당한 기업은 ‘아이리스 오야마’ 그룹에 들어가면 차입 금리가 낮아지고 관리

부문, 물류 부문, 생산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

하기 쉬우며, ‘아이리스 오야마’도 매수를 통해 신제품의 매출 비율이 확대되는 

시너지가 발생  

 자사의 본업을 명확하게 인식한 경쟁전략을 통해 핵심 부문을 철저하게 강
화하면서 고객 기반을 넓혀나가는 전략도 불황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됨.  

○ 세계 유수의 컨덴서 기업인 ‘니치콘’사의 경우 금속 재료나 분말 재료의 성형화

(成形化) 등 재료 가공 분야까지 철저하게 사업을 전개, 자사 컨덴서 제품의 일

괄생산 체제를 구축  

○ 이를 기반으로 가정용 제품뿐만 아니라 250만 볼트의 고압전원, 하이브리드 자

동차용 부품 등으로 제품 분야를 다각화하는 한편 세계 전체로 시장을 다변화해

서 불황 극복에 주력  

 이와 같이 불황기에도 공격적 경영을 전개하는 기업의 경우 경기의 변화, 
회사 상황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경영환경 예지 능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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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또한 무리한 확장에 빠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격하기 어려운 낙후된 분야를 

끊임없이 구조조정 하여 공격 분야, 성장 분야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도 

발생   

강점 분야를 더욱 닦고 성장분야로 확장 

 한편, 특정한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일본기업 중에는 불황기라고 특별
한 전략을 강구하기보다도 자사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시장 저변
을 끊임없이 성장 분야로 확장시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부품 분야에서 자사만의 강점을 가진 일본기업은 제품의 

성능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시장 요구에 맞게 재료부터 부품 가공으로 이르는 과

정에서 새로운 공법, 재료 혼합 기술, 특수 가공 기술 등을 강화       

 예를 들면 정밀한 나사를 제조하고 있는 ‘후쿠이뵤라’의 경우 금속 가공 제품
에 필수적인 공정인 절삭(切削) 과정을 생략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초정
밀, 고강도 나사를 제조해 전자제품, 자동차 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NHK, 
經濟羅針盤, 2008.10.12) .  

○ 금속제의 금형에 재료를 놓고 압축하여 순식간에 나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금속 찌꺼기 등의 낭비가 억제됨.     

○ 재료에 충격을 가하는 굴삭 과정을 생략한 데다 금속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 

상태에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해 제품의 강도를 확대  

○ 금형을 가공하는 기계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계

는 자사에서만 사용하고 외부판매가 금지된 상태이며, 기계의 초정밀 가공 능력

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 제작 과정에서는 숙련공이 손으로 직접 가공   

 히타치제작소 그룹에 속한 히타치금속의 경우 금속 가공 기술의 강점을 강
화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영구 자석 사업을 확대해서 불황 돌입에도 
불구하고 수익 확대 기조를 유지  

○ 히타치금속의 2008 회계연도 상반기(2008.4~9)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비로 

13%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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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금속 가공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전하고 있으나 히타치금속은 

첨단 금속 가공기술의 강점을 성장 분야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쪽으로 확대 응용

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음.   

  

 기업 매수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  
  
불황기에는 기업 매수 기회가 많아지지만 기업 매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M&A에 나서면서 대형 합병에 
실패하기도 했으나 기술을 가진 구미계 중견 및 중소기업을 수없이 매수하면서 기술력과 
마케팅 기반을 확장해 왔다. 기업 매수는 중요한 기업 성장 전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황기를 이용해서 구미계의 알짜 기업을 매수하려는 일본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기업 매수에 성공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성공 조건을 인식하면서 전략적인 의미와 효과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매수 성공 조건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나 앞 페이지의 아이리스 오야마와 같이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럭커의 5가지 
명제도 중요시되고 있다.  
첫째, 기업 매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수당하는 기업으로부터의 시각이 중요하며, 자사가 
매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영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 매수에서는 양사가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장, 기술, 기업 
문화이다. 셋째, 매수 기업은 매수당하는 기업의 제품, 시장, 고객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매수하는 기업은 매수당하는 기업에게 최고경영진을 1년 이내에 보낼 수 
있는 인재가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매수당하는 기업의 경영진은 종속적인 위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다섯째, 
매수 후 1년 동안에 매수한 기업과 매수당한 기업 사이에 많은 인재를 교체 승진 발령 인사를 
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조직적인 융합과 함께 조직원들이 매수를 적극으로 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 : 週刊ダイヤモンド,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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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2009년 성장률 전망치 0% 수준으로 하향 추세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권뿐만 아니라 일부 개도권에 파급되면서 
세계경제가 동시 불황으로 빠지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
음.  

○ 민간 연구기관의 경우 2009년 일본경제 전망치를 종전의 1%대에서 0%대 초반

으로 수정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음(일본경제신문 집계).  

○ 일본 정부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2008년의 1.3%보다 높은 수

준에 있으나 노무라증권 금융연구소의 경우 2009년 전망치를 1.4%에서 0.6%로 

하향 수정했으며,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일본경제가 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0.8%)에 빠질 것으로 수정 전망  

○ 경기침체기에 빠진 일본경제는 당초 내년 중순경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노무라증권 금융연구소는 본격적인 회복은 201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회복 시기가 늦어질 전망임.  

 그동안 수출 주도로 회복세를 보여 왔던 일본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
께 글로벌 금융 불안의 여파로 엔화가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기하강 압
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일본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10월의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주요 11개 경기지표 중 

수출, 생산, 고용, 개인소비, 기업체감경기, 기업도산 등의 6개에 대한 경기판단

이 동시에 하향 수정되고 전체적인 경기상황 판단도 하락  

○ 10월 월례경제보고의 판단은 ‘경기의 약화’이며, 과거의 경기후퇴기의 경기판단

인 ‘악화’와 비교하면 양호한 표현이지만 6개 경기지표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하

향수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경기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

로 보임.  

 글로벌 금융 불안의 여파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일본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 
부실화에 대비한 예방적인 지원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Ⅱ.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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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능강화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됨.  

주요 연구기관들의 일본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 현황 비교  

                           (%) 

2008 2009 
  

수정 수치 원래 수치  수정 수치 원래 수치 

닛세이기초연구소 0.4 0.6 -0.8 1.6 

다이치생명경제연구소 0.2 0.5 0.3 1.5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 0.1 0.7 0.6 1.4 

BNP파리바증권 0.1 0.4 0.4 1.1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0 내외 0.7 1 내외 1.6 

미쓰비시UFJ 0.0 0.3 1 .0 1.3 

크레디스위스 -0.1 0.2 0.5 1.4 

JP Morgan증권 -0.2 0.1 0.2 1.1 

IMF 0.7 1.5 0.5 1.5 

일본정부 1.3 2.0 - 1.6 
주 :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08.10.19  

○ 금융기능강화법은 2004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시한부 법률이었으며, 

2005년 4월의 예금 부분보장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신용금고 등의 소규모 금융

기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불안 심리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일본정부는 자동 폐기된 이 법률을 개정해서 공적 자금 10조엔 정도를 활용해서 

신용금고나 지방은행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임.  

○ 일본계 거대 은행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화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

고 구미 금융기관의 지원에도 일부 나서고 있으나 계속되는 보유 주식의 하락이

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일본정부도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기 위해 거대은행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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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청소기 전쟁의 새로운 키워드는 공기 정화 2 

 일본 청소기 시장에서는 최근 실 판매가격이 대당 3만 엔을 넘는 고급 청소
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당 6만 엔을 넘는 프리
미엄 청소기가 약진하고 있음.  

○ 히타치 어프라이언스가 지난 9월 29일에 출시한 신형 청소기인 ‘로봇 사이크롱

(사이크롱식)’은 대당 9만 엔, ‘로봇 팩(종이팩식)’은 8만 엔임.  

○ Panasonic 브랜드로 처음으로 판매될 백색 가전 중 하나인 청소기(모델명 MC-

JC10WX)도 대당 10만 엔 정도로 판매될 예정임.  

 일본의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에서는 그동안 사이크롱식을 도입하면서 먼지 
흡인력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러한 흡인력만을 강조한 트렌드는 다소 주춤하
는 경향에 있었음.   

○ 기존의 종이팩 청소기의 경우 먼지가 쌓이면 청소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

으나 사이크롱 방식은 원심력으로 먼지와 공기를 분리하여 흡인력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사이크롱의 단점은 먼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먼

지를 버리기 쉬운 종이팩 방식의 흡인력을 높인 고급 청소기가 나오자 수요가 

분산되었음.       

○ 일본 청소기 시장에서 사이크롱 방식의 청소기의 비중은 2002~2003년 경에는 

40%까지 급상승한 후 25% 전후로 하락  

○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도 고급 청소기 시장에서 사이크롱 방식과 종이팩 방식을 

동시에 채용하는 경향에 있음.  

 먼지 흡인력이라는 장점은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당연한 기능이 되었기 때
문에 일본기업들은 청소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성, 조작
의 간편성 등을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기능을 모색해 왔음.  

                                                           
2 Business Media誠(http://bizmakoto.jp/),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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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타치 어프라이언스의 경우 고급 청소기 시장에서 저소음과 공기 정화 기
능을 중시한 제품을 출시    

○ 동사가 지난 9월 29일에 출시한 ‘로봇 사이크롱(사이크롱식)’과 ‘로봇 팩(종이팩

식)’은 먼지 포착 비율이 99.999%로 업계 최고 수준인데다 운전 소음이 49dB로 

크게 낮추었음.  

○ 먼지 포착 비율이 높으면 먼지와 함께 흡인한 공기를 청소기에서 배출할 때 균

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실시한 공간의 공기를 정화할 수가 있어서 노

약자나 각종 알로지에 고민하는 가정에는 효과가 있음.   

· 일본 다다미 6개 정도 크기의 방이면 동사의 청소기를 23분 동안 가동하면 

반도체 클린 룸 수준의 청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저 소음성을 확보하기 의해 팬 주변에 고정 날개(표면을 깎음)를 붙이는 등

의 개선을 강구     

○ 동사는 고객 조사 결과 고객 니즈는 공기 청정 기능, 흡인력의 장기화에 있다고 

보고 제품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청소기 매출액 중에서 프리미엄 청소기

의 비중을 2007년 3%에서 2008년에는 10%로 끌어올릴 계획임.  

 이와 함께 일본 도쿄도 등도 청소기의 배기 공기의 청정도에 대한 행정기준
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공기정화 기능이 청소기의 새로운 트렌
드가 될 전망임.  

집착형 소비의 확대 추세 3 

 소비자의 가치관은 오랫동안 고급 지향인가, 가격 이점 지향인가라는 이분
법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일본 소비자의 성향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  

○ 최근의 특이한 소비 현상으로서 고급 브랜드 제품과 질이 좋은 저가격 제품을 

코디네이트 하는 'High & Low'라는 패션을 즐기는 소비자도 나타나고 있음.  

○ 사실, 고급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최근에는 고급 브랜드

가 예전만큼 잘 판매되지 않고 있음.  

○ 브랜드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렴하고 질이 좋은 제품을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

                                                           
3 週刊ダイヤモンド, 2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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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을 가진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보다 스마트해지고 있는 일본 소비자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키워
드로서 ‘집착’을 들 수 있음.  

○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집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고 있는 것임.  

○ 가격과 함께 이러한 집착을 판단 기준으로 추가할 경우 소비의 유형은 △ 프리

미엄 소비 △ 철저한 탐색 소비 △ 편리성 소비 △ 저가격 납득 소비 등 4가지

로 나눌 수 있음.  

○ NRI(노무라총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집착을 강조한 프리미엄 소비와 철저한 

탐색 소비 계층을 합한 비중은 2000년의 23%에서 2006년에는 32%로 확대되고 

있음.  

 프리미엄 소비 성향은 자신의 취향에 집착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이라도 좋다는 입장임.  

○ 상품 자체의 품질과 함께 서비스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전문성이 높은 유통 

채널을 선호함.  

○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판매원이 있는 가전 판매점, Shoe 

Fitter가 있는 구두점, 정중한 서비스를 해주는 고급 브랜드 직영점 등을 선호  

 철저한 탐색 소비 성향은 원하는 상품에 집착하지만 저가격도 추구하며, 온
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
을 투입  

○ 시간적 여유가 많고 IT도 즐기는 10~2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편리성 소비 성향은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상품이나 가격을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 소비 행태임.   

○ 경제력은 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적은 40~50대의 남성이 24시간 영업의 편의

점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저가격 납득 소비는 상품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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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시하는 행태임.  

○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많고 50대까지 편리성 소비 계층이었던 사람이 정년퇴직

과 함께 이행하는 패턴이 많음.  

○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일부 젊은 층도 여기에 속함.  

집착도와 가격 중시 성향으로 분류된 소비 행태 

고가격 수용

저가격 중시

자
기
취
향
에
집
착

집
착
이
적
음

< 프리미엄 소비> 

· 자동차, 가구, 인테리어, 가전
등 구입빈도가 낮은 소비재 등

< 철저한 탐색 소비> 

· 여행, 일용 잡화, 자동차, 가구 등

< 편리성 소비> 

· 편의점, 가전, 인터넷 수퍼,    
판매원 의견 수용성 높음. 

< 저가격 납득 소비> 

· 일용잡화 등, 고령층, 비정규직
젊은 층이 많음. 

 

 이상 네 가지의 소비 유형은 소비자별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1명의 소비자
가 4가지의 소비 유형을 상황별로 선택하는 경향도 강함.   

○ 제품이나 유통 서비스는 네 가지 유형의 하나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함.  

  또한 네 가지 유형의 소비의 비중은 소비재별로 다르다는 특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가구 및 인테리어의 경우 프리미엄 소비와 철저한 탐색 소비가 과반수이며, 여행

에서는 철저한 탐색 소비와 프리미엄 소비, 가전제품에서는 프리미엄 소비와 편

리성 소비, 일용잡화에서는 철저한 탐색 소비와 저가격 납득 소비가 각각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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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TV의 다양한 진화 모색하는 일본기업의 전략 4 

 글로벌 금융 불안과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급락하여 2009년 
시장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은 평판TV의 수요 진작 
전략 마련에 고민하고 있음.  

○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미국 시장 등에서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

응하기 위해 일본기업은 가격 절감에 주력하는 한편 제품 차별화 전략을 강화  

 소니의 경우 폭 9.9mm의 초 경박형 LCD TV를 미국, 일본, 북미 지역에 출
시하고 샤프는 65인치 대형 LCD의 판매에 주력  

○ 일본기업들은 풀HD 제품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화상 기술이나 경박화･대형화 

기술을 강조한 제품을 확대하여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에 주력할 생각임.  

○ 저가격 이점을 내세운 신흥기업 등과의 가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비가격 이점을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확보할 전략인 것임.  

 다만, 이미 북미 시장의 경우 37인치 이상의 LCD TV의 70%가 풀HD화된 
상황이어서 일본기업은 풀HD 이외의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  

○ 지난 9월 30일에서 10월 4일까지 개최된 일본 최대의 IT･전자 전시회인 

‘CEATEC Japan 2008’에서는 3D(입체영상)나 초해상 기술 등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평판TV의 진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Panasonic의 경우 3D 풀HD PDP 시어타 시스템을 전시, 큰 주목을 받았음.     

○ 이는 103인치 PDP와 Blu-ray Disk Player를 이용해서 유저의 좌우 초점에 풀

HD 영상(1920x1080 화소)을 표시함으로써 고화질 3D 영상을 가능케 한 것임.  

                                                           
4 日経ビジネス, 2008.10.6, Nikkei, 麻倉怜士の CEATEC まとめ（上）３Ｄ, 液晶の進化,  

2008.10.7, Nikkei, 麻倉怜士の CEATEC まとめ（下）「超解像」とダ"-クホ-スの出現, 2

008.10.8, Nikkei, KDDI 實空間透視ケ-タイなど新技術や未來モデル   ＣＥＡＴＥＣ速報,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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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asonic은 인간이 좌우의 다른 화상을 인식함으로써 입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스플레이의 좌우를 나누어서 각각 풀HD 화상을 표시함으로써 

3D 영상을 실현  

○ Blu-ray Disk에는 PIP(Picture in Picture)이라는 두 가지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좌우 화면에 동시에 다른 화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

리 어렵지 않는 것임.   

○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해리 포터’의 최신작 등 3D 영화의 제작이 확대 추세에 있

으며, 마쓰시타는 Blu-ray Disk에 기록된 컨텐츠를 가정에서 3D로 시청할 수 있

도록 하는 평판TV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는 것임.  

○ 평판 TV의 화질 진화 이슈로서 할리우드가 주력하고 있는 3D화와 함께 NHK가 

주력하고 있는 풀 하이비전의 4배의 정보량이 필요한 고정밀화가 있으나 

Panasonic는 글로벌한 기술 트렌드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샤프와 소니의 경우 LED 조명을 LCD에 활용하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LCD는 형광등을 활용한 백라이트로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흑색 속에서 다른 

색을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자발광(自發光)인 LED를 대량으로 활용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  

○ 단, 200만개 정도가 되는 모든 화소에 LED를 활용하는 것은 코스트 부담이나 

기술적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활용하는 LED의 수를 억제하면서 흑색 등의 

Contrast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가 됨.  

○ 소니와 샤프는 RGB 타입의 LED를 수천 개 정도 활용해서 화소와 함께 액정의 

변조 정도를 조정  

· LED가 있는 부분은 휘도가 높지만 LED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의 휘도는 낮

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표면상 여러 개의 LED와의 거리에 따라서 빛이 통과

할 수 있는 비율을 조정  

· 소니와 샤프는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이번 CEATEC

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제품을 출시  

 또한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는 낮은 해상도의 컨텐츠의 경우도 풀HD급 영
상으로 전환하여 평판TV의 성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초해상도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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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TEC에서 전시  

 그리고 일본기업들은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의 지향에 맞게 평판
TV를 단독 제품이 아니라 여러 디지털 기기와의 연계 기능을 강조하는 전
략을 강화  

○ AV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니의 경우 Blu-ray Disk, 디지털 카메

라, 휴대폰, 노트북 PC 등과 평판TV의 연결 기능을 강조  

·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컨텐츠를 평판TV에서 편집하거나 

Blu-ray Disk 등에 저장  

○ Panasonic의 경우도 다양한 AV 제품 분야간의 연계 전략을 염두에 둔 제품 기

능의 개량 등에 주력하면서 ‘비에라 링크’라는 가정내 Panasonic 제품 연계 기능

을 강조하여 연말 제품 판매전에 임할 전략임.  

생명체 원리 모방한 도요타의 신 코스트다운 전략 5 

 도요타자동차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코스트 부담의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상을 기초로 한 진화형 원가 절감 방법에 주력하기 시작했음.   

○ 낭비 억제에 주력하는 기존 원가 절감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

을 추가하기 위해 생명체의 원리를 모방하여 자동차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  

 금년 2월에 모델 체인지하여 출시된 고급차인 크라운의 경우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면서 차량을 제어하는 전자제어 유닛(ECU)을 1/4로 줄이는데 성공  

○ 인간의 두뇌는 자율신경, 운동, 언어, 시각, 기억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 

이들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동차의 기능에 대비시키면서 ECU의 기능을 

4개 부분으로 집약함으로써 부품 수를 삭감한 것임.    

○ 첫 번째, 간뇌(間腦 : 자율 신경 중추)는 자동차의 출력 제어 기능, 두 번째, 대

뇌의 두정엽(頭頂葉 : 감각 중추)과 대뇌의 후두엽(後頭葉 : 시각 중추)은 자동차

의 안전 제어 기능, 세 번째, 대뇌 전두엽(前頭葉 : 운동 중추, 언어 중추)과 대

뇌의 측두엽(側頭葉 : 기억 중추, 청각 중추)은 자동차의 보디 및 멀티미디어, 네 

번째, 소뇌(小腦 : 협조 운동)와 뇌간(腦幹 : 생명 유지)은 자동차의 운동 제어 
                                                           
5 日經ビジネス,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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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적용  

○ 인간의 두뇌 기능을 모방하면서 자동차의 전자두뇌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함으

로써 부품 수를 삭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바 있는 원가 절감 운동인 CCC21의 경우 조달 및 
경리 부문이 원가 절감을 주도했으나 도요타는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을 통한 원가 절감 활동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원가 절감 운동인 VI(Value 
Innovation)에서는 개발 부문이 원가 절감활동을 주도  

○ 개발부 소속인 다카하라 VI 추진 그룹장은 지금까지 5,000개사 이상의 부품 기

업을 방문하는 한편 진화론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발상의 확보에 주력  

○ 예를 들면 다카하라 그룹장은 높이 8,000m, 기온 -40도라는 혹독한 환경인 히

말라야 산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네하즈루’라는 새의 운동 기능에 주목하면

서 자동차로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  

· ‘아네하즈루’는 근육, 순환기, 호흡기,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등이 각자 협조적

으로 진화한 결과 히말라야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     

 아네하즈루와 같이 자동차의 각 부품 및 모듈이 단독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
니라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에어백의 센서 담당자는 10~20도의 차량 기울기를 감지하

는 센서를 채용해 왔으나 에어백의 풍선이 팽창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면 30

도의 기울기라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센서의 감도를 낮추어서 코스

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었음.  

 또한 도요타는 2,000km를 날아가는 ‘아사기마다라’라는 나비가 지도도 없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카 내비게이션의 진화 방
향을 모색할 전략임.   

Ⅳ.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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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ㅕ 

 

자원 문제에 도전하는 일본의 기술 6 

 10년 정도로 세계의 재래식 원유 생산의 피크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
는 가운데 자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자원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신규개발을 통해 자원의 생

산 효율을 제고시키는 데에 주력 중임.  

 히타치제작소와 히타치 플랜트 테크놀로지는 비 재래식 석유자원으로서 각
광 받고 있는 캐나다 오일샌드의 생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 처리 기술의 개발에 주력 중임.  

○ 오일샌드는 매장량이 막대하지만 액체화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

연가스가 필요한데다 생산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변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고려할 경우 현지 정부의 생산 목표 달성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주입되는 대량의 폐수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

에 이러한 오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오일샌드의 생산 확대와 함께 극복되어야 

할 제약 요인임.   

○ 이에 따라 히타치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배수를 처리하여 다시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일샌드용 물 처리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  

○ 히타치의 물 처리 기술은 초전도 자석을 활용하면서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캐나다의 혹독한 자연환경에도 적합한 것임.   

· 폐수에 응집제 등을 혼합하면 석유 성분이나 모래가 결합되어 작은 덩어리가 

생기지만 이를 초전도자석의 힘으로 분리하여 남은 수분을 필터를 통해서 정

화하는 것임.  

· 이는 화학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에 비해 캐나다의 추운 날씨에도 효율적으로 

                                                           
6 日經ビジネス, 2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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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을 5분 정도로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품용 야채 재배 기업인 산와농림(三和農林)은 츠크바대학교와 함께 호수 
등에 생식하는 녹조류(綠藻類)를 이용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기술의 개발에 
주력 중임.  

○ 옥수수 등의 식량 자원으로 에탄올을 추출하여 휘발유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 일

반화되기 시작했으나 식량 자원의 부족 문제나 낮은 생산 효율이 문제로 지적되

어 왔음.  

○ 녹조류를 활용하는 합성 석유의 생산은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있는 데다 옥수

수 에탄올과 같은 식량 문제가 없는 데다 에탄올 등에 비해 생산 효율이 높은 

기술임.  

○ 미세한 녹조류를 1ha의 육상 재배 시설에서 재배할 경우 약 ４7~140톤 정도의 

석유 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옥수수 바이오 에탄올에 비해 최대 700배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것임.    

· 담수(淡水) 지역에 생식하는 녹조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 

석유 성분을 창출하여 물보다 가벼운 석유 성분을 이용해서 광합성에 유리한 

수면 윗부분에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츠쿠바대학교의 와타나베교수는 100개 이상의 녹조류에서 생식능력과 석유분 

생산 능력의 균형이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실용화에 주력  

○ 옥수수 등의 농산물의 경우 매년 재배해야 하지만 녹조류는 일단 재배하면 살리

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음.  

· 이론적으로는 농업이 포기된 30만 ha의 유휴 농지에 양식장을 설치하고 재배

할 경우 일본의 연간 석유 수입량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함.    

○ 산와농림은 지난여름에 조류 재배용으로 용량 2톤 규모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한

편 도요타그룹의 덴소도 와타나베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개시  

○ 미국 벤처기업인 Green Fuel Technology나 석유 메이저의 셸도 실험생산에 나서는 

한편 테이진 등 일본의 화학기업들도 녹조류 이용 기술의 개발에 나서고 있음.  

 교세라의 경우 순도 50%의 플라티나를 이용해도 광택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순도 100%의 소재와 차이가 없는 금속 가공 기술을 개발  

Ⅴ.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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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플라티나의 가격 안정화 효과를 추구  

에너지 전환 효율 50%의 태양전지 기초기술 개발 7 

 태양 에너지의 공급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전환 효율 개
선 기술이 일본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  

○ 현재의 실리컨 재료를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의 경우 에너지 전환 효율의 한계점

은 25%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소

재 연구가 강화되고 있음.  

 후쿠이대학교의 야마모토(山本嵩勇) 교수들은 청색의 발광다이오드(LED) 소
재를 활용한 태양전지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  

○ 야마모토 교수들은 LED에서 청색을 내는 질화(窒化) 갈륨에 질화 인듐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해서 태양전지 소자를 제작   

○ 태양광을 모방한 빛을 소재에 발사한 결과 미량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컨의 경우 발사된 태양광의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변화

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효율은 25%가 한계인 데 반해 질화물(窒化

物)계 재료의 경우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서 이론상 

에너지 전환 효율을 50%까지 올릴 수가 있음.  

 한편, 동경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와 츠크바대학의 연구 그룹의 경우 갈
륨비소(砒素)를 이용한 인공위성 탑재용 태양전지의 성능 향상에 주력 중임.  

○ '양자 dot'라는 직경 40나노미터, 높이 5나노미터의 초미세 입자를 소재 속에 매

입시켜서 약 900~1,200나노미터의 파장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  

○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량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40~50%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실리컨계 재료를 사용한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은 10~20% 수준
이며, 소재 기술의 개량을 통해 에너지 전환 효율이 개선되면 태양전지의 
약점인 코스트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  

                                                           
7 日本經濟新聞,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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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관식 태양열 온수기 비즈니스 개척하는 Geocluster 

 일본 남부에 있는 큐슈대학교의 벤처 사업으로서 창업된 Geocluster는 진공
관식 고효율 태양열 온수기를 개발하여 주택 및 농업용 시스템으로서의 시
장 확대에 주력 중인 기업임.  

○ 태양열 온수기는 태양열로 물을 가열하는 기기이며, 수광(受光)한 태양광 에너지

의 50%이상을 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온수를 다시 만드는 데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용, 농업용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태양광 시스템

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음.  

· 태양열 온수기로 만든 온수를 냉매로서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Solar 

Heat Pump도 확대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단순한 형식의 평평한 패널에 열을 모으는 평판형 방식이 

있으나 내부를 진공으로 한 유리관을 다수 배열함으로써 열을 모으는 진공형 방

식이 제조 과정이 어렵지만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음.  

 Geocluster의 진공관식 태양열 온수기는 2중의 유리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
들고 온수의 보온성을 높였음.  

○ 내부의 유리에 특수도료를 사용함으로써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음.  

○ 진공관의 형태가 원형인 데다 고휘도(高輝度)의 반사판을 채용해서 태양의 고도

가 낮은 아침 등에도 안정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게 했음.  

 Geocluster는 중국의 환경 컨설팅 비즈니스도 선행적으로 전개하면서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축적, 진공관식 태양열 온수기기의 실제 생산은 중국의 협
력 기업에게 위탁  

○ 환경 분야라는 첨단 사업에서도 처음부터 글로벌 전략을 강조하면서 성장 기회

를 모색 중임.  

Ⅵ. 뉴비즈니스 동향  

Ⅵ. 뉴비즈니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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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luster의 진공식 태양열 온수기 

유리관

진공층

유리관, 
흡수 막 처리

 
자료: Geocluster 홈 페이지  

 이와 함께 Geocluster는 동사의 진공관식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해서 농업용 
온실 시스템의 실험에도 주력 중임.  

○ 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에 진공관식 태양열 온수기를 활용해서 자동 온도 제어 

시스템을 구축  

Ⅵ. 뉴비즈니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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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회의 인프라 지향하는 NEC 

 NEC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기도 한 일본 유수
의 전자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통신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IT기업으로 탈바꿈한 회사임.   

○ NEC는 지난 1919년에 일본 최초로 시외전화 교환기의 생산에 성공한 이후 일

본 통신시장의 발전과 함께 반도체 등의 부품이나 슈퍼컴퓨터의 생산에도 주력

하는 한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임.   

○ 다만, 2007년도 매출액의 경우 IT 및 네트워크 솔루션이 60%에 달하는 등 최근

에는 하드웨어보다도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에 주력 중임.  

 이와 같은 NEC의 변화 방향은 지난 2003년 10월에 수립된 중기경영 전략에
서 제시되었음.   

○ 즉, 소비자를 선도 역으로 해서 'Broadband & Mobile'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강화에 주력하게 된 것임.  

○ 또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입각하여 IT를 활용한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활성화해 각 지역의 네트워크 시장, 방송･통신 융합 관련 솔루션 시장을 

개척     

○ Broadband화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IP 관련 기기 등 새로운 하드웨

어의 경쟁력을 강화  

 NEC는 이와 같이 기업, 정부 등에게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서 나노 기술이나 자동차용 전지 기술
의 개발에도 주력  

○ 특히 NEC는 이이지마(飯島) 특별주석연구원이 1991년에 발견한 카본나노튜브에 

대한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금세기 중에 전자산업의 기

반기술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초기술 및 응용 연구에 주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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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의 개요    

연결 사업구조 : IT･네트워크 솔루션 60%, Mobile Personal Solution 15%, 전자부품 17%,   기타 8% 

영문 회사명 : NEC Corporation  주식 상장 : 도쿄1부, 오사카1부, 나고야1부, 사포로, 후쿠오카 

결산 :  3월 말  매출액 : 4조 6,172억 엔(2008년 3월 결산) 

설립 :  1899년 7월 17일  자본금 : 3,379억 엔   

사장 : 矢野薫(야노 카오루) 주식 상장 일 : 1949년 5월  

종업원 수: 23,059(단독), 152,922명(연결) 평균연봉: 746만 엔(평균연령 39.8세, 단독기준) 
자료 : Yahoo Finance 등  

NGN 관련 솔루션 개발과 글로벌화에 주력 

 NEC는 주력 사업 분야인 IT･네트워크 솔루션 분야에서 아시아에 진출한 일
본기업 및 현지기업의 정보시스템 사업이나 각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시
장 등을 개척하는 한편 차세대 비즈니스로서 NGN(Next Generation Network) 
관련 사업에 주력 중임.  

○ NGN은 유무선 통신을 통합하고 Triple Play라고 하는 음성 전화, 데이터 통신, 

방송을 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임.  

○ 기존의 통신망을 모두 IP(Internet Protocol)화하는 한편 인터넷 전화나 불법성도 

강한 동영상 사업 등과 달리 인증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과 함께 음성, 화질, 네

트워크의 안전성 등을 보장하는 서비스임.  

○ 지난 3월부터 NTT가 NGN 상용 서비스를 개시, 2010년 말까지 가입자 수를 

2,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이와 함께 소프트뱅크 그룹이나 KDDI도 독자적으로 NGN 사업 추진에 주력 

중임.   

 NEC는 이와 같이 일본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NGN 비즈니스에
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NEC가 생각하고 있는 NGN의 비즈니스 기회는 △ 통신사를 주된 고객으로 한 

유무선 통신 및 방송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 Service Provider를 주된 고객으

로 한 인증, 요금 징수 등의 Service Platform △ 컨텐츠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는 Service Application 영역 등에서 발생함.  

Ⅶ. 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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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NEC는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 전략을 

활용하면서 NGN 영역에서 어떤 고객에도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

력을 지향  

 그리고 NGN은 통신망, Service Platform, 서비스 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
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에 맞는 경쟁력을 선행적으로 확
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지상파 IP 방송, 3.9G 및 4G 이동통신, 유무선 연계 기술(FMC: 

Fixed Mobile Convergence)의 진화 등에 대응  

 또한 NEC는 NGN 영역에서 활동하는 통신사, 컨텐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B2B 비즈니스와 함께 NGN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 일
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 시장을 동시에 개척하는 B2B2C 전략을 추
진      

○ 모든 영역에 진출하면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전략임.  

NGN을 통한 사업의 확장 방향 

IT
기술

네트워크
기술

기업 시스템 사회 시스템

사회 인프라 사업기업용 IT·네트워크 솔루션 사업

단
말
사
업
·
서
비
스
사
업

개인·가정
(광의)  서비스 플랫폼
NGN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

통신사용 IT·
네트워크 사업

NGN 서비스 플랫폼
인증, 요금 징수, 위치정보 등

네트워크 인프라
광 IP 네트워크, 무선/광 Access 

차세대 네트워크 : NGN  

 
자료 : 矢野薫 사장, NEC 経営説明会, 2008.2.20 

 이러한 종합화 전략은 경영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NEC는 솔루
션에 주력하면서 강점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한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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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강화  

○ NEC는 NGN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일본 통신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주력  

· NEC는 일본의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의 기지국 시장의 34%, 유선통신

기기 시장의 2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음(2006년 기준, NEC, NECの

キャリアネットワーク事業戦略, 2007.7).  

○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NEC는 통신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협업 과정에서 국내외의 관련 기기 제조업자와 비즈니스 혁신 파트너 관계

를 확대해서 제조업체와의 노하우 및 경험의 공유에 주력   

 예를 들면 NEC는 통신사 고객 시장의 강화를 위해 알카텔･루슨트사와 개발 
합작사를 설립하고 Service Platform 분야에서는 SAP사와의 제휴 관계를 구
축     

○ NEC는 CDMA 시스템 세계 1위, W-CDMA 세계 3위인 알카텔･루슨트와 제휴함

으로써 LTE(Long Term Evolution : 3세대와 4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규격, 3.9

세대라고 지칭되기도 함) 관련 솔루션의 선행적 개발을 위해 양사의 기술력을 결

합시킬 전략임.  

○ LTE는 2009~10년경에 일본 및 구미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 2011년 정도

에 서유럽 사업자가 따라가면서 2015년까지 전세계 4억명 시장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LTE 개발 합작사의 연구개발비는 NEC와 알카텔･루슨트가 균등하게 각출해 기

술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시스템을 공급할 방침

임.  

○ 한편 SAP와는 세계 각지에서 Application Service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솔루션 개발, 공동 마케팅 협력도 실시, 소프트웨어 인력의 육성 및 R&D에서도 

협조  

 또한 이러한 NGN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HP, SUN, Microsoft, Oracle 등 
IT 공급자와의 제휴도 강화하는 한편 강점 분야에서 독자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혁신에도 주력  

○ IP 전화 음성 품질 향상을 위해 광전자 기술과 실리컨 기술을 융합하여 광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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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광 부품을 대폭적으로 소형화 

 

 가정용 PC 컨텐츠의 야외 시청 가능케 하는 Lui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택의 PC에 저장된 영상 및 음악 컨텐츠를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시청하는 라이프스타일, NEC는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 Lui를 금년 4월에 
출시하였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 비스타 PC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전용 PDA가 가정에 있는 
컨텐츠를 무선LAN 등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것이다.  

  전용 PDA로 자택의 마우스, 키보드를 원격 조정하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PDA 
디스플레이와 자택의 PC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의 표시 과정에서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다. 가정에서는 PC와 디스플레이가 케이블로 직접 연결되고 있으나 이 부분을 
무선LAN 등의 통신 회선으로 메우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NEC는 새로운 원격 조작 방법인 리모트 스크린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홈 서버 PC에 
탑재된 전용 LSI가 PC의 동영상을 30분의 1초 단위로 압축하여 화상 인식 기술로 동영상 중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만 추출하는 기술이다. 동영상 정보가 압축된 형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통신상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동영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자 정보의 경우 
압축 처리로 문자가 깨지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하게 된다. 

  NEC는 새로운 원격 조작 기술을 통해 NGN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日經ビジネス, 2008.6.16  

  

○ 휴대폰 크레디트 게이트웨이 시스템, 디지털 컨텐츠의 관리, 송신, 고객 관리 솔

루션 등의 SI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점차 포괄적인 아웃소싱, SaaS 

(Software as a Service)형 사업으로의 진화도 모색  

· 휴대폰에서 작동이 가능한 일본어 - 영어 자동번역 소프트웨어도 개발      

○ 또한 중장기적인 전자통신 기술의 혁신 과제로서 양자 컴퓨팅 기술의 개발도 지

속  

· 지난 2003년에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회로를 완성, 양자 암호 시스템

(암호 도청 시 신호가 변함으로써 암호해독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짐)에 의한 

통신 실험에 성공  

·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적절한 비율로 함께 가질 수 있는 현상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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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른 차원에서 순식간에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의 

컴퓨터 기술혁신(반도체의 집적도가 18개월에 2배로 확대) 과정을 뛰어 남는 

파괴적 기술혁신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상업화에는 아직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음.  

 NEC는 과거 일본 시장에서 독자적 PC 규격으로 시장을 석권한 바 있으나 
글로벌 표준에 점차 밀린 경험도 있어서 NGN 전략에서는 일본 시장의 기
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초기부터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독자적 기술개발과 함께 제휴전략을 활용하면서 글로벌한 서비스 경쟁력과 함께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1등 제품을 확보하여 자사 솔루션의 차별

성도 추구  

○ 예를 들면 NEC는 Pasolink라는 Point to Point의 초소형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

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확보   

· 이는 기업용 데이터 통신이나 유선 통신망 보완용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

로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의 기간망(기지국을 경유한 유선 네트워크)

을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이동통신 보

급에도 중요한 역할 수행  

○ 그리고 NEC는 Pasolink에 이어 Wibro, LTE 관련 통신기기 분야에서도 글로벌 

1등 제품 확보에 주력 중임.  

모바일 터미널 전략 

 한편 NEC의 휴대폰 비즈니스의 경우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로 어려움도 있는데, NEC는 개발 경쟁력의 강화와 함께 NGN 전략과 연계
된 새로운 서비스 기능의 개척에 주력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NEC는 여러 제품들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공통
화 하여 원가 절감에 주력  

○ 소프트웨어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Linux를 기초로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

화하여 이를 제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여러 기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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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모델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를 구성하는 각 기능을 블록화･모듈화 

하여 각 모듈 차원에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여러 기종에 개량 사용할 수 있도

록 주력  

· 다중 언어 대응 기능, 전자서적 기능, 카메라 기능, LCD 해상도, 입력 신호 

등의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 하드웨어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기종의 기반이 되는 선행 모델을 개발하여 

파생 모델에 특화한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  

· 이와 함께 부품의 공통화에 주력하는 한편 전력 효율 등의 제고를 위해 부품 

차원에서 협력사와의 개선 활동을 강화   

 휴대폰이 고부가가치 통신 기반인 NGN의 단말기로서 기능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  

○ 고객 차원에서 유무선 통신 융합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야외 휴대폰 모드, 

가정에서 유선 플러스 무선LAN을 활용한 모드, 가족 유저 간 24시간 무료통화 

모드 등 Personal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기술의 개방에 주력  

○ PC 공간의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가능케 하는 데 주력, 동양상 컨텐

츠 등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휴대폰과 가정 내의 각종 전자 기기간의 연계 기능을 강

화해 원격 조정 부가가치 추구   

○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휴대폰에서 손쉽고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세대 유저 인터페이스인 MI(Mobile Intelligent) Engine의 개발에 주력  

 휴대폰뿐만 아니라 각종 휴대용 단말기와 NGN을 활용해서 모바일 교육, 질
병 예방 및 건강 증진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형
태로 모바일 기기의 진화 방향 모색      

자동차용 차세대 전지에 나노 기술 응용 

 NEC는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서 자동차용 전지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 기술의 응용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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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는 자회사인 NEC Tokin이 닛산자동차와 함께 2007년 4월에 자동차용 전지 

합작사(Automotive Energy Supply : NEC 진영의 지분 50%)를 설립, 하이브리

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 중임.  

○ NEC Tokin은 소재 가공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며, 망간 전극을 이용한 래미네이

트 형태의 리튬이온전지를 휴대폰용으로 생산 중이며, 이를 자동차용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주력 중임(일본 동양증권 Equity Research No. 2545, 2008.6.20).  

· 고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동사의 ‘블로드라이자’는 컨덴서 10개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형화 이점이 있고 소니의 휴대용 게임기 등에

도 채용되고 있음.   

· 동사는 2009년 중에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음.  

 NEC Tokin은 리튬이온 전지의 고밀도화, 안전성 제고, 전지를 구성하는 각
종 핵심 부품 및 재료의 가격 절감을 위해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
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소재형 부품기업을 지향하고 있음(NEC技報 Vol.60 
No.4/2007).  

○ 이를 위해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음극 재료 및 전해액(電解液) 등 소재 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 중임.     

 예를 들면 NEC Tokin은 고출력 리튬이온 박막 2차 전지 기술의 개발을 위해 
동경대학 첨단과학기술 연구센터, 신일본석유주식회사 등과 함께 나노 시트 
카본 복합 전극에 관한 연구를 2006년부터 실시  

○ 이는 카본의 미세한 구멍(孔)에 산화망간의 고활성 초박막인 나노 시트로 덮는 

복합 전극 나노 구조 제어를 실시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순간적 충전과 장시간의 방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휴대용 전자 

기기 등의 배터리용으로서의 실용화를 모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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