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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시장 늦지 않았다? 

 일본경제의 회복과 함께 일본 전자업계의 경영실적도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전자업계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  

○ 특히 일본기업들은 장기불황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BRICs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BRICs 시장에서는 LG, 삼성 등 한국기업 브랜드가 시장을 석권하여 일본기업을 
능가하는 시장 입지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결과 일본기업들은 열세에 있으나 
BRICs 시장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일본기업은 평
가하고 있는 것임.  

 BRICs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데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각종 내구소
비재의 보급률이 낮아 국민 브랜드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휴대폰의 보급률은 브라질 36.5%, 러시아 51.6%, 인도 4.4%, 중
국 25.8%이며, 선진국인 일본은 71.6%, 미국은 62.1%임(ジェトロセンサー, 2006.4).  

○ TV의 보급률은 브라질 36.9%(2003년), 러시아 53.8%, 인도 8.3%(2001년), 중국 
35.0%(2002년)이며, 일본은 78.5%, 미국은 93.8%임.  

○ 이미 BRICs 전체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5억 명을 능가, TV의 연간 수요 대수도 
4,800만대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 합계치를 능가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시장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사실 최근 일본 정부와 전자업계는 브라질 정부가 디지털 방송 규격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일본식 규격을 선정하도록 맹렬한 공세를 전개하고 있음. 

○ 브라질의 디지털 방송 보급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한 로비를 강화  

○ 일본 규격의 디지털TV 방식이 채택될 경우 미국 및 유럽 규격에는 강하지만 일
본 규격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기업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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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의 내구시장 규모 및 보급률  

주 : BRICs 합계치와 보급률은 필자 시산. TV 의 BRICs 보급률은 인구를 기준으로 각국의 보급률을 가중평균하여 
시산했음. 

자료 : ジェトロセンサー, 2006.4  

 일본기업의 글로벌 전략 담당자들도 BRICs 시장 중시 발언을 하고 있음
(Nikkei Electronics, 2006.4.10).  

○ 소니의 글로벌 마케팅 부문 카네코(金子克之) 부장은 ‘한국기업이 선행하고 있지
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이며, 앞으로 2~3년은 BRICs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
언하고 있음. 

○ 도시바 해외사업 추진부의 타케우치(竹內義博) 아시아 담당 참사(參事)는 ‘BRICs
는 판매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이제부터 승부를 걸지 않
으면 안 된다.’고 발언  

소니의 도전, 현지 주도의 개발 체제 구축 

 소니의 경우 인도와 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태국 거점을 
활용한 인도 시장의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소니는 2004년 7월에 현지생산을 포기하고 태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는 비
즈니스로 전환해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실제로는 
태국거점을 통해 인도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소니의 사카모토(坂本桂一) Managing Director는 ‘삼성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

휴대폰 PC TV 

가입자수 

(천명) 
연율 
(%) 

보급률

(%) 

보유대수 

(천대) 
연율 
(%) 

보급률 
(%) 

수요  
대수 

(천대) 

보급률 
(%) 

 

1999 2004 ‘99~'04 2004 1999 2004 ‘99~'04 2004 2004 ‘00~'03 

브라질 15,033 65,605 34.3 36.3 6,100 19,350 26.0 10.7 5,135 36.9(’03)

러시아 1,371 74,420 122.3 51.6 5,500 19,010 28.2 13.2 7,000 53.8(’00)

인도 1,884 47,300 90.5 4.4 3,300 13,030 31.6 1.2 7,400 8.3(’01)

중국 43,296 334,824 50.5 25.8 15,500 52,990 27.9 4.0 29,000 35.0(’02)

BRICs 61,584 522,149 53.3 19.4 30,400 104,380 28.0 3.9 48,535 25.5(‘00~’03)

일본 56,846 91,474 10.0 71.6 36,300 69,200 13.8 54.2 5,754 78.5(’02)

미국 86,047 182,400 16.2 62.1 141,000 220,000 9.3 74.1 24,500 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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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週刊ダイヤモンド(2005.9.17)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바 있음.  

○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는 인도 AV(TV, 오디오, DVD) 시장에서의 점유율(2004년 
기준)은 LG 21.4%, 삼성 15.4%, 소니 12.1%로 삼성과 소니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소니가 현지 생산에서 철수하면서도 인도시장에서 일정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도와 FTA를 체결한 태국산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현지에
서 통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컬러TV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대부분 브라운관 등의 부품
을 수입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외에 수입 제품에 없는 물품세, 지방발
전세 등이 부과됨.  

○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가 있지만 인도 내에서의 분업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피할 수 있고 태국거점을 활용할 경우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실제로 소니는 2003년 2월에 약 1.8만 루피였던 오디오의 가격을 2005년 7월에는 
1.1만 루피로 낮출 수가 있었음(週刊ダイヤモンド, 2005.9.17).  

소니 컬러TV의 인도시장 세금 부담 비교  

 현지생산(부품수입) 일반적 완제품 수입 

수입관세 평균 29% 25% 

물품세 정가의 10.9% 없음 

지방발전세(하리야나주) 2% 없음 

상쇄관세 없음 정가의 10.4% 

특별부가세 없음 4% 

입시세(入市稅) 평균 2.5% 평균 2.5% 

중앙판매세 4% 4% 

소비세 평균 15% 평균 15% 

단순합계 62.90% 60.90% 
주 : 이 수치는 週刊ダイヤモンド의 분석 수치임. 부품의 경우 완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 관세 부담 금액도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세율의 단순 합계치를 구할 경우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세금 부담이 수입된 
완제품에 비해 과대하게 계산될 수 있음. 다만, 인도와 태국의 FTA 로 관세율이 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소니는 태국거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표에 나와 있는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자료 : 週刊ダイヤモンド, 2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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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이외에 히타치의 경우도 태국거점에서 생산한 냉장고를 인도에 수출하
는 등 일본기업은 오래전부터 기반을 구축해 온 동남아거점의 활용에 주력 
중임(ジェトロセンサー, 2006.4).  

○ 일본기업 태국 거점의 인도 수출 확대로 2004년 9월에서 2005년 8월 사이에 태
국의 대인도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에어컨은 1.6배, 컬러TV 4.2배, 브라운관 9.6배나 확대  

○ 인도-태국 FTA체결로 2004년부터 시작된 EH(Early Harvest)에 의한 조기 관세 인
하 혜택을 받는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컬러TV, 브라운관,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열대과일, 가공식품 등 82개 품목임.  

· EH 적용 품목의 관세율은 2004년 9월에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2005년 9월
에는 1/4로 줄어들어 2006년 9월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있음.  

○ 이와 함께 소니는 제휴를 통해 계열 점포를 확장 중이며, 고부가가치에 특화한 
제품 이미지의 강화에 주력  

 또한 소니는 인도시장에 맞는 고출력의 스피커를 탑재한 TV를 2006년 봄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기타 BRICs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Nikkei Electronics, 2006.4.10).  

○ 중국에서는 현지에 설립한 개발거점을 통해 범용성을 갖춘 보급 모델인 29인치
형 CRT TV를 개발했음. 

○ 러시아에서는 LCD TV를 강화하는 한편 브라질에서는 홈시어터 시스템의 판매에 
주력  

○ BRICs라 해도 사실은 각국마다 소득 수준이나 소비자의 취향은 크게 다르기 때
문에 소니는 각국 시정의 니즈에 맞추어서 상품 구성을 신축적으로 변경해 나갈 
전략임.  

 특히 소니는 중국시장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는 일본 본사가 아니라 중국거점이 개발을 주도하는 체제로 
이행  

○ 우선, 차별화된 기능과 중국인에 맞는 디자인을 갖춘 MP3를 개발하여 브랜드 이
미지의 강화에 주력할 방침임(Nikkei Electronics, 2006.4.10).  

○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과 함께 미국, 유럽에 이어 LCD TV의 마케팅 활동도 강화
해 중국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량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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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BRICs 시장 전략 사례 

브라질 5.1 채널의 sub-woofer를 내장한 29인치형 CRT TV를 2005년에 판매. 수요가 많은 홈시어터 
시스템도 판매 중임.  

러시아 유럽 시장용 LCD TV와 아시아용 CRT TV를 동시에 갖춘 제품 구성을 통해 고급 소비시장과

일반 소비시장을 동시에 개척 

인도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21인치형 CRT TV의 제품 구성을 확충. 수요가 많은 고출력의 
스피커를 갖춘 모델을 2006년 봄에 출시  

중국 
2005년 4월에 설립한 CDE(China Design and Engineering)에서 중국시장용 모델을 개발. 중국 

시장에서 범용성을 갖출 수 있는 가격 수준의 29인치형 CRT TV 등을 출시 
자료 : Nikkei Electronics, 2006.4.10.  

세계 동시 판매 전략으로 한계 돌파 모색하는 마쓰시타 

 마쓰시타전기도 BRICs 시장을 평가하면서 선진국과 같은 품질의 신제품을 
같은 시기에 판매하는 세계동시 판매 전략에 주력 중임.  

○ 특히 마쓰시타는 세계적으로 PDP TV 시장의 공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에서도 40%를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임. 

○ 고급 제품인 PDP TV를 구입하는 고소득층은 일본제품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시장과 동등한 중요도를 부여하면서 대응 하고 있음.  

○ 신제품의 개발은 일본 본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제품 모델을 기초로 중
국의 사정에 맞는 개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중국에서의 동시 판매가 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쓰시타는 중국 현지의 개발 체제를 강화  

 또한 일본정부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가국간의 정치적인 마찰이 일본기업
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마쓰시타는 이러한 마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에도 주력 중임(日經ビジネス, 2006.4.17).  

○ 2005년에 발생한 중국 베이징, 상해의 반일 데모 당시에는 마쓰시타전기도 불매 
운동의 블랙 리스크에 올랐기 때문에 마쓰시타는 기업 차원의 외교 노력을 강화
하기 시작했음.  

○ 지난 3월 20일에 상해에서 개최된 PDP TV 등의 전략 브랜드인 비엘라의 신제품 
발표회에서 마쓰시타는 ‘중국과 마쓰시타전기’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했음.  

· 이는 1978년 당시 등소평 부수상이 일본을 방문하여 마쓰시타전기의 창
업자인 마쓰시타 코노스케씨를 만나고 중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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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장면을 보여 주면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의도였음. 

○ 이러한 노력에도 힘입어서 마쓰시타전기의 디지털 방송기기는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방송기기로서 채용되었음(www.nikkei.co.jp).  

 이와 같이 현지 사회에 대해 은근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마쓰시타의 전략
은 인도에서도 전개되고 있음.  

○ 마쓰시타전기는 인도 현지법인의 사장에 인도 독립 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증손자인 S.G.클커니씨를 발탁, 그는 일본 유학 경험을 가진 비즈니스맨
으로서 한국기업에 대한 반격을 지휘하고 있음. 

 한편, 브라질의 경우 신제품의 세계 동시 판매 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마
쓰시타전기는 2006년부터 PDP TV의 양산을 개시하여 현지 판매 활동을 본
격화할 계획임(Nikkei Electronics, 2006.4.10).  

○ 마쓰시타전기는 지난 1967에 브라질을 진출했으나 그동안의 브라질 경제의 부침
으로 누적 적자에 시달려 최근에는 투자가 부진해 시장 입지가 약해졌으나 지난 
2005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음.  

○ 최근에는 브라질 경제가 안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는 월드컵 열기도 예상되기 
때문에 마쓰시타는 디지털 가전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다품종 대량생산 기반 구축으로 세계시장 주도 모색 

 일본기업이 BRICs 시장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시
장성이 유망한 것도 있지만 세계 전략상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임.  

○ 일본기업이 아무리 부품이나 기계 가공 분야에서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스리아와
세식(일본적인 중소기업-대기업간의 심도 있는 분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밀려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예를 들면 휴대전화 분야에서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세계시장 점유율 격차
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제품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음.  

· 한국기업은 규모의 경제성을 활용하여 수시로 신제품, 신모델을 공급하여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어 러시아, 중국시장 등을 석권할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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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을 확보한 기업은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개발 투자를 확대하거
나 부품 조달 단가를 낮추어 결국에는 질적인 경쟁 우위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물량 확보의 관건이 될 BRICs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것임.  

○ 스리아와세식의 기술에 의존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에 주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 

○ 일본이나 선진국시장을 겨냥해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개도국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에서 신제품을 수시로 개발하여 BRICs를 포함한 전세계에 동시에 
판매하여 빠르게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신제품을 개발하는 물량, 속도, 기
술력의 3박자가 맞는 선순환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임.  

○ 신제품을 개발해도 후발 기업이 금방 따라오기 때문에 제품개발 및 출시 사이클
을 단축하지 않으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임.  

 물량, 속도, 기술력의 3박자를 통해 다품종 대량생산체제를 추구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BRICs를 포함해서 범세계적으로 부품의 공통화에 주력하고 있으
나 각국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추구(Nikkei Electronics, 
2006.4.10).  

○ BRICs 중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있고 제품개발의 포인트도 달라지는 데다 선진국 
제품과 똑 같은 부품을 활용할 비율이 높을수록 현지 소비자의 허용 수준 이상
으로 코스트가 상승할 우려도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범세계적인 부품 및 설계의 통합화에 따른 코스트 절감 
효과와 현지 시장의 구매력, 개발 속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품 구조의 공통
화와 차별화 수준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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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호조 속에서 불안 요인도 산적 

 일본경제는 2006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도 높은 3% 내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수익이 개선된 일본기업들이 저금리에도 힘입어서 투자를 
확대 

○ 기업투자의 확대와 함께 고용이 개선되면서 유효구인배율(구인자/구직자)은 작년 
말에는 13년 만에 1배를 능가, 금년 들어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정도임.  

○ 이 결과 기업설비투자와 고용확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명확해지고 
있음.  

 다만, 시장경제는 최상의 상태가 되면 임금이 상승하여 물가상승 압력의 고
조, 금리상승과 함께 다시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경기순환을 피하기가 어려움.  

○ 최근 일본경제도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소비 확대와 디플레이션 탈
출이라는 측면에서 호재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점차 경기에도 부
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사실,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 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시장금리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음.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급등, 엔화 가치의 상승 추세 등도 일
본 경기 확장에 점차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임.  

○ 일본경제는 장기불황 과정에서 경제 재건에 주력했었기 때문에 부시 정권하의 
미국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일본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나 일본경제
의 정상화와 함께 미국의 대외적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누적되기 시작
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일통상 압력도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물론 구조개혁에 성공한 일본경제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볼 수 없
는 경제적 활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당분간은 디플레이션 압력도 남아있어서 물가의 급등 압력도 크지 않을 것임.  

○ 또한 일본산업이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생산성을 계속 높여서 임

Ⅱ. 경제브리핑 

Ⅱ.경제브리핑Ⅱ.경제브리핑



 
 
   

 

 
 

LG 경제연구원 9  

금인상 압력을 극복하고 물가와 금리의 급등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임. 

 일본은행도 4월 28일에 발표한 2006, 2007년도 일본경제 및 물가전망에서 일
본의 물가상승률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
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일본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0~2%, 중심 1%)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가 되는 것이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많으며, 이에 기초한
다면 금년 중의 금리 인상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금년 7, 8월쯤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한 상황임.  

○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제품경쟁력도 약화되고 있
음.  

· 8월 경에는 퇴임을 앞둔 코이즈미 총리가 그 동안의 일본경제 회생 정책
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것으로 보
이며, 일본은행은 이 기회를 활용하면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일본과 미국의 경제전망 비교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본 1.8 2.3 2.7 2.8 2.1 
성장률(%) 

미국 2.7 4.2 3.5 3.4 3.3 

일본 -0.3 0.0 -0.3 0.3 0.6 
소비자물가상승률(%) 

미국 2.3 2.7 3.4 3.2 2.5 

일본 5.3 4.7 4.4 4.1 4.0 
실업률(%) 

미국 6.0 5.5 5.1 4.9 5.1 

일본 1,362 1,721 1,639 1,402 1,336 
경상수지(억 달러) 

미국 -5,197 -6,681 -8,050 -8,642 -8,99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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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광고매체 혁신과 미디어 기업화 1 

 인터넷의 확산과 컨텐츠의 고급화에 따라 일본기업의 광고매체 활용 전략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음.  

○ 인터넷을 광고 전략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기타 광고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
는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사는 광고 지출의 ROI(투하자본이익률) 향상 목표를 
세워서 광고 매체 활용 전략을 근본적으로 개혁, 인터넷 매체를 광고매체 
Hub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했음.  

○ 시세이도는 작년 8월에 각종 제품 브랜드를 통합한 MAQUILLAGE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전용 웹 사이트를 개설하였음.  

· 일반 대중 광고매체로는 하기 어려운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  

○ TV, 신문 등의 일반 대중 광고매체는 이 사이트에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 TV 광고에서는 상품 정보를 줄이고 소비자가 브랜드명을 기억하고 사이트
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함.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시세이도는 TV 및 신문 광고 기간 중에 소비자가 얼마나 사
이트에 방문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중매체 광고의 효과도 측정할 수 있게 됨.  

○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 Hub으로 하여 각종 광고의 시너지 제고에 주력한 결과 금
년 2월까지 MAQUILLAGE의 매출은 당초 계획 대비 120%에 달하는 호조를 보
이고 있음.  

 타이쇼제약도 기존의 TV 광고 위주의 전략을 수정해서 이벤트 광고를 확대
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드링크제가 주력 제품인 동사는 TV광고를 줄여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드링크
제 무료 제공, 암벽 타기 등의 이벤트를 개최  

○ 동사는 전국 각지의 소매점과 협력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전철역 주변에 포스타
나 깃발을 설치하여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개최하여 상품 이미지의 

                                                           
1 日經ビジネス, 20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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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에 주력, 최근 드링크제를 먹지 않는 젊은 층을 신규고객으로 확보  

○ 이러한 이벤트는 대중 매체 광고에 비해 비용 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동
사는 TV 광고의 비율을 계속 줄여서 야외 이벤트를 확대할 방침임.  

 닛산자동차는 지하철 등에서 배포되는 무가지의 광고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무가지를 보관하는 상자를 이용해서 동사의 웨건 차량을 홍보하는 전
략을 채택  

○ 또한 휴대전화용 무가지 정보 제공 서비스업체와 제휴하여 ‘이벤트 걸’의 사진을 
자동차 광고와 함께 송신  

○ 소비자로서는 번거롭게 느낄 수도 있는 광고 메일이라도 부가가치 있는 컨텐츠
와 함께 제공되면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임.  

 이러한 일본기업의 광고매체 혁신 전략 확대 속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USEN사가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 방송인 Gyao임.  

○ Gyao는 각종 개인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뉴스,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스포
츠, 영화 등과 함께 한류 컨텐츠까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자체 컨텐츠도 제작  

○ 방송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 데도 시청자는 800만명을 초과, 금년 5월에는 
1,00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200개사를 넘는 일본기업이 광고를 제공  

○ 일본시장에서는 디지털 TV와 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가 함께 보급되
고 있으며, 녹화시청을 즐기는 일본소비자들은 기존 TV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 
광고를 생략하고 있으나 인터넷 방송의 경우 광고를 생략하기 어렵다는 것도 일
본기업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음.  

 이와 같은 광고매체 혁신 과정에서 일본기업은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전문
성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의 실력 있는 기업의 경우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광고매체로 변화하기 시작했음. 

○ 도요타자동차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형차 ‘bB’의 홍보 사이트를 개설, 여기는 인
기 DJ가 직접 음악과 함께 상품을 소개하는 음성과 동화상을 제공, 방송국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  

○ 소니은행, 다이와증권, 모리빌딩 등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애플
컴퓨터의 iPod로 재생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인 ‘포드 캐스트(Pod cast)’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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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2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P&G도 
WOMAMA라는 정보 사이트를 오츠카제약, JTB(여행사), 히비야카단(꽃 배달 
서비스) 등과 제휴하면서 개설  

○ P&G는 여기서 상품의 홍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건강 관련 지
식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기여해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의 이미지
가 전달되도록 주력  

○ 자사만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업계의 기업과 
제휴  

 앞으로 기업 스스로 질 높은 전문 정보를 발신하는 기업의 미디어화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나 산업이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중요성은 달라질 것임.  

○ 가전, 자동차, 주택 등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상품을 비교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인터넷이 광고매체의 중심이 될 전망  

○ 생활건강 등의 일상품은 소비자들의 정보 관심도는 낮지만 생활 편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생활 상담 수요가 많기 때문에 P&G와 같이 인터넷 미디어화
가 지향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주류나 담배는 TV와 옥외 광고, 음료, 아이스크림 등은 야외 이벤트와 TV 
등의 중요도가 높을 것임.  

상품별 최적의 광고매체 

고

저
소 대

상품 차별성(상품의 차별화 정도)

상품간여도
(상품에 대한
관심의 높이)

와인

맥주

담배

TV·옥외광고
신문·잡지·TV

⇒ 인터넷

Ⅱ Ⅰ

Ⅳ Ⅲ

주택

시계

자동차

PC

생활화학

생활필수품

아이스크림

음료

TV ⇒ 인터넷 길거리 이벤트·
TV

  
 

                         자료:日經ビジネス, 20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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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2006년 1/4분기 신제품 랭킹 

 닛케이 산업소비연구소는 지난 3월 13일에 2006년 1/4분기 신제품 랭킹을 
발표했음.  

○ 랭킹은 ‘생활 제안’, ‘편리성’, ‘신기술·품질향상’, ‘건강·환경’, ‘가격 이점’, ‘디자인·

이름’, ‘마케팅 Impact’ 등의 6가지 지표로 평가됨.  

 1위 제품은 도시바가 개발한 하드디스크 탑재 휴대폰, 「W41T」임.  

○ 이는 0.85인치(약 2.2cm)의 소형 HDD를 내장한 휴대폰이며, 저장할 수 있는 데이
터 용량은 4G바이트에 달함.  

○ 1.8인치 HDD를 탑재한 애플의 iPod와 비교하여 충격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지만 
PC와의 데이터 교환에는 시간이 소요됨. 

○ 4G바이트에 달하기 때문에 MP3 기능이 충분하며, 동화상 촬영과 재생도 가능함.  

 2위는 니콘의 디지털 카메라 ‘니콘 D-200’, 3위는 산요의 드럼식 세탁기 
‘Aqua AWD-AQ1’임.  

○ Aqua AWD-AQ1은 공기를 오존으로 바꾸고 세탁물의 균이나 냄새를 제거하는 air 
washing 기능을 채용, ‘공기(오존)로 세탁 한다’는 선전으로 인기를 확보  

· 오존(O₃)는 불안정한 분자이며, 보다 안정된 O₂(산소)로 변하기 쉽고 
이 과정에서 O가 다른 물체 부착되기 쉽다는 성질을 활용해서 세탁 능력
을 향상시켰음. 

○ 헹굼에 사용된 물을 정화하여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절수 기능도 갖추
었음.  

 기타 8위에는 NTT도코모의 방범 기능을 갖추 아동용 휴대폰인 ‘FOMA 
SA800’, 9위에는 도시바캐리어의 에어컨 ‘大淸快 RAS-406GDR’이 선정되었
음.  

○ FOMA SA800는 GPS, 방범 경보음 등의 기능을 갖추었으며, 단추를 누르면 100데
시벨의 경보음과 함께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에 긴급 메시지가 전달됨.  

·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전원을 끄면 긴급 메시지가 전송되며, 이 경
우 전원을 꺼도 15분, 30분, 60분마다 전원이 켜지고 위치 정보가 전달됨.  

○ 大淸快 RAS-406GDR는 전자동 청소 기능을 탑재, 실사용 기간인 12년간 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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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호응을 받고 있음.  

· 필터에 부착된 먼지를 자동적으로 야외에 배출하는 기능, 기계 내부를 건
조시키고 오전으로 청소하고 곰팡이 등을 제거, 에어컨이 운전시간을 자
동적으로 평가해 자동적으로 청소 시간과 청소 주기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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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2/4분기 산업경기 예측, 부진 산업 제로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한 2006년 2/4분기의 닛케이 산업경기(30개 업종 대
상)는 15년 만에 부진한 산업이 제로가 될 정도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
되었음. 

○ 1/4분기에 부진을 보였던 건설·시멘트는 공공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
의 설비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2/4분기에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가전, 정밀기계, 철강·비철, 플랜트∙

조선, 산업·공작기계, 네트워크서비스, 인재파견, 오락 등 8개 업종임.  

○ 일본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고 대도시의 일부 지가 상승세에 힘입
어서 맨션·주택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동시에 임금 상승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백화점 경기도 호전되고 있음.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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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호조 호조 보통 부진 아주부진

 
주   : 왼쪽은 2006 년 1/4 분기 실적이며, 오른쪽은 2006 년 2/4 분기 예측임.  
자료 : 일본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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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유가 등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산업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전력 산업의 경기가 30개 업종 중 유일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종이∙ 펄프 등 원료 코스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수입품의 공세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히타치 PDP TV 시장 공세 나서 2 

 히타치제작소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PDP TV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
세에 나서기 시작했음.  

○ 히타치는 오는 5월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 양판점인 베스트바이와 최대의 슈
퍼체인인 월마트에 PDP TV와 LCD TV를 진출시키기로 했음.  

○ 「유력 양판점을 확보함으로써 2008년까지에 북미 시장점유율을 24%까지 높일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히타치 AV사업 총괄 江幡誠 상무)」고 자체 평가함.  

 히타치의 PDP TV 사업은 마쓰시타전기의 가격 공세 등에 의해 채산성이 급
속히 악화되었으나 히타치는 이번 대미 마케팅 공세를 통해 만회하려는 전
략임.  

○ 히타치는 2006년도의 TV 관련 마케팅 투자를 2004년도보다 3배 정도 늘릴 생각
이며, 이 중 35%를 미국에 배정할 예정이며, 이는 일본의 20%보다 15%p 많은 
것임.  

 히타치의 북미 PDP TV 시장 공세는 마쓰시타전기나 한국계 기업 등과의 경합
을 고려하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히타치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정이 있음.  

○ 히타치가 80.1% 출자하는 FHP(후지쓰 히타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금년 10월
부터 신공장을 가동시켜 연간 생산 능력이 120만대에서 240만대로 확충할 계획
임.  

○ FHP는 생산한 패널의 70% 이상을 모회사에 공급하고 있어서 히타치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히타치가 북
미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야 할 상황인 것임. 

                                                           
2 週刊東洋經濟, 20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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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타치가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9000’시리즈는 녹화 기능이 없는 모델임.  

○ 일본시장에서는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고급 제품을 앞세우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서는 양판점의 요청에 따라 녹화 기능이 없는 제품만을 출시할 생각임.  

○ 또한 ‘9000’ 시리즈에서는 기술을 개량하여 종래의 모델보다도 빨강 색이 아름답
게 나올 수 있게 했음.  

○ 그리고 보다 중요한 개선은 제조 코스트를 작년 8월에 출시한 ‘8000’시리즈보다
도 20% 절감한 것임.  

 다만, 마쓰시타전기의 2006년 모델도 1년 전에 비해 30% 이상의 코스트 절
감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쓰시타의 PDP 패널 생산량은 FHP를 압도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코스트 절감 
능력 측면에서 마쓰시타가 우위에 있음.  

○ 마쓰시타는 PDP 생산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시장을 히타치에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며, 작년도에 이어 과감한 가격 공세에 나서서 히타치의 
시도를 초반에 봉쇄하려고 할 것임.  

 그리고 마쓰시타와 함께 소니도 LCD TV를 앞세워서 PDP TV가 장악한 미국 
대형 TV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 앞으로 차세대 TV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니나 마쓰시타가 유리한 측면도 있음. 

 다만, 히타치는 최근 일본시장에서 TV 시장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여세를 몰아서 2006년의 빠른 시점에서 북미시장 점유율
을 늘려, 2007년도에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
시킬 전략임.  

○ 이를 위해 히타치는 2004년에 1,400명이었던 차세대 TV 개발 인력을 2006년에 
2,000명으로 늘리고 있음.  

 LCD, PDP 등 차세대 TV 시장은 수요의 신장 속에서 일본, 한국, 대만 기업
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만성화되기 쉬운 상태임.  

○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 후에 선진국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일본기업 중
에는 반도체 DRAM 사업의 경우와 같이 과잉 설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철수
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을 것임. 

Ⅳ.산업이슈



 
 

 
 

 
 
18   Japan Insight 2006.5. 

○  
 

내수성 바이오마스 보틀 기술을 개발한 평화화학공업소 3 

 화장품 등 생활화학 제품용 용기를 만들고 있는 평화화학공업소는 15년 동
안의 연구 끝에 내수성(耐水性)이 뛰어난 폴리유산 바이오마스 보틀을 개발, 
금년 중에 제품화할 계획임.  

○ 동사가 개발한 바이오마스 보틀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친환경 폴리유산 소재로 
만들어진데다 내수성도 확보 

○ 폴리유산 수지는 물에 약하다는 난점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 제품 등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동사는 폴리유산수지를 기존의 범용 
석유화학 수지와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음. 

 동사의 바이오마스 보틀은 폴리유산 수지가 70%, 폴리에틸렌 30%로 구성되
고 있음.  

바이오마스 보틀  

 

자료 : 평화화학공업소와 공동개발에 참여한 유니치카(섬유회사) 홈페이지   

                                                           
3 週刊東洋經濟, 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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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분의 폴리유산과 석유화학 성분의 폴리에틸렌을 결합시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봤으나 동사는 수많은 소재를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결합 기술을 창조했음.  

○ 가공방법이나 소재의 조합을 매일 조금씩 변경하는 실험 끝에 동사는 폴리유산
소재와 폴리에틸렌 소재 사이에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재를 발견하였
음. 

○ 15년에 걸친 많은 실험을 통해 이론적으로 알 수 없는 소재의 기능을 확인하면
서 서로 결합하기 어려운 소재가 어느 날 우연하게 결합된 것임.  

 동사의 바이오마스 보틀과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폐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다만, 동사의 바이오마스 보틀의 제조 비용은 일반적인 보틀의 2배 정도로 억제
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과제임.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원유 회수 증진 기술 4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서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이상화탄소(CO2)를 효과적
인 자원으로 활용해서 유전의 가채매장량(可採埋藏量)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이 주목 받고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과 석유 메이저인 셸 그룹은 작년 12월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원유회수 증진기술(EOR : Enhanced Oil Recovery)의 연구 및 활용에 관해서 전략적
인 제휴 관계를 맺었음.  

○ 이번 제휴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칸사이전력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을 EOR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임. 

 EOR은 물 등을 유층(油層)에 주입하고 압력을 높임으로써 원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전통적인 2차 회수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석유의 성질 자체를 변
화시켜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3차 회수법이 개발되고 있음.  

○ 유층에 열을 가하거나 화학약품, 미생물 등을 주입하여 석유의 성질을 바꾸고 회
수율을 높이는 3차 회수법 중에서 최근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되고 
있는 것임.  

                                                           
4 日經ビジネス,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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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지중에 남고 석유와 혼합되고 원유의 유동
성을 높여 원유생산량의 증대에 기여함.  

· 암반 등에 부착된 원유는 자연적인 힘으로는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지만 
유동성이 높아지면 회수가 가능하게 됨. 

○ 이산화탄소는 원유생산과 함께 회수된 후에는 다시 분리되고 재이용할 수도 있
음.  

 1980년대의 미국에서는 유전 근처에 자연산 이산화탄소를 채취할 수 있는 
지층이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산화탄소를 이용한 ECR를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폐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미국
계 기업의 2개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셸은 미쓰비시중공업과의 제휴에 나선 
것임.  

원유의 회수 방법  

1차 회수법 유전의 자체적인 분출력이나 펌푸에 의한 채굴 등 유층(油層)이 가진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한 회수 방법 

2차 회수법 물 등을 유층에 주입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유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최근에는 
유전의 생산 개시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3차 회수법 
2차 회수의 경제성이 떨어진 시점에서 원유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켜서 회수율을 
인상하는 방법임. 원유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재료로서 이산화탄소, 열, 화학약품, 미생물 
등이 연구되고 있음. 

자료 : 日經ビジネス, 2006.3.6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기술의 특징은 발전소 등의 굴뚝에서 나오는 폐기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회수하는 데에 있음.  

○ 해수 등을 냉각수로 이용해서 약 100~200도의 폐기 가스 온도를 40~45도 이하로 
낮추고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특수한 액체(KS-1)를 활용해서 폐기 가스 중에 있
는 이산화탄소의 90%를 확보할 수 있음. 

○ 그리고 KS-1을 이산화탄소와 분리하면 순도 99.9%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수 있음.  

○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타놀아민이라는 물질이 사용되어 왔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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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비시중공업은 에타놀아민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KS-1이라는 독자적 
인 액체를 개발  

 거대 유전이 많은 사우디 등의 중동지역에서도 기존 유전의 생산량이 떨어
지는 유전 노쇠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EOR의 이용이 급증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 이산화탄소가 품귀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 동아시아의 경우 공업화 수준이 높고 이산화탄소 폐출량도 많기 때문에 미쓰비
시중공업의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비
즈니스의 가능성도 있음. 

세이코 엡슨과 JSR, TFT 제조 코스트 파괴 기술 개발 

 세이코엡슨과 석유화학기업인 JSR은 실리컨과 수소를 혼합한 액체 재료를 
이용하여 이를 잉크 제트 프린터로 가공해서 박막(薄膜) 트랜지스터(TFT)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음.  

○ 박막 트랜지스터는 대형 LCD 등에 사용되는 유력한 부품이며, 양사가 개발한 기
술은 기존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에 비해 제조 비용을 1/2에서 
1/10로 낮출 수 있는 것임.  

○ CVD 방식은 거대한 진공장치나 노광(露光) 장치가 필요하며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데다, 생산에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양사의 기술을 활용하면 4~5시간으로 제
조가 가능함.  

○ 양사의 기술은 그 혁신성이 인정돼 4월 6일자 영국 학술지인 Nature지에 게재되
었음.  

 CVD가 가스를 화학 반응시켜서 기판에 실리컨 막을 형성시키는 데 반해 양
사의 잉크 제트 방식은 액체 재료를 잉크 제트로 기판에 인쇄하여 실리컨 
막을 만드는 것임.  

○ 액체 재료는 수소와 규소로 구성된 고차(高次) 시란화합물을 유기용제(有機溶劑)
로 용해한 것임.  

○ 그리고 세이코 엡슨의 마이크로 액체 프로세스 기술을 이용하여 잉크 제트의 초
미세 공간을 통해 나오는 액체를 여러 패턴으로 인쇄함.  

 이번에 개발된 액체 재료를 활용해서 실리컨 막을 형성하고 기타의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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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TFT의 경우 기존의 CVD와 거의 같은 성능을 
나타냈음.  

○ 다만, 액체 재료를 잉크 제트를 활용해서 인쇄해서 만든 TFT의 성능은 기존 제
품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잉크 제트 기술은 앞으로도 많은 개량이 필요함.  

Ⅴ.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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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현실화 기대되는 첨단 제품∙ 서비스 5 

 일본의 주간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 2006.4.8)는 향후 5년 이내에 현실
화되는 첨단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하였음. 

 디지털 가전 분야에서는 세계의 주요 전자 ∙ IT업체들이 저작권 보호 기술 
규격이나 디지털 가전 기기간의 네트워크 기술 규격에 합의하여 IP-TV가 현
실화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는 IP-TV를 끼면 구글 등의 검색 화면을 먼저 보게 되고 지상파 방송, 인
터넷 컨텐츠, 하드디스크 컨텐츠 등을 선택하게 됨.  

○ 물론, 구글 등 미국 IT기업의 패권 장악을 우려하는 일본기업들은 하드웨어에 멀
티미디어 포탈 기능을 탑재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음.  

· 하드웨어에서는 웹 상의 각종 정보를 항목만 저장하여 클릭하면 인터넷
으로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지향의 하드웨어 혁신도 모색  

 백색 가전 분야에서는 환경과 안전을 배려한 홈 솔루션(Home Solution)이 확
산되고 빌트인 가전이 진화될 전망 

○ 산요전기는 가정에서 지하수를 저장하는 탱크와 백색 가전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2007년에 실용화할 계획임.  

· 세탁물이나 목욕물을 지하 탱크에서 정화하여 지하수와 함께 화장실 등
에 재활용  

○ 마쓰시타전기는 소비자가 완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명, 공조, 
전자식 침대, 오디오, 영상, 센서, 방음자재 등을 시스템으로 통합 

· 소비자의 동작이나 맥박 신호 등을 분석하여 쾌적한 수면을 위해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한 침실 환경이 자동 조절됨.  

· 개발된 시스템의 고객 호응은 양호하며, 이미 호텔이나 기업 시설 등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음.  

                                                           
5 週刊ダイヤモンド, 2006.4.8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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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NTT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기와 같은 건강 관련 전자기
기 분야에서도 신제품·신서비스가 확대될 전망  

○ 스트레스 측정기는 맥박 등을 검사하여 대상자의 심리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으
며, 직원들의 심리 건강 관리가 중요한 항공사 등의 업무용 수요를 겨냥할 수 있
음. 

○ 이와 함께 CT 등 거액의 의료용 대형 장비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보다 간편
하고 소형화 ∙ 저가격화된 기계 장비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각종 검사 기기나 
만능 검사 장치가 가전 제품과 같이 가정에서 서서히 일반화될 전망 

 생활 건강 분야에서는 액체 치약이 진화될 것이며, 2009년경에는 바이오필름
(세균의 집합체)에 침투할 수 있는 액체 치약이 등장할 전망임.  

 건자재 분야에서는 신일본석유사가 개발한 유황 고체인 Recosul이 콘크리트
를 대체하는 건자재로 기대되고 있음.  

○ 이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유황을 회수하여 이에 조개껍질이나 철강슬래
그를 혼합해서 만들어짐.  

○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 내산성(耐酸性), 내마찰성(耐摩擦性)이 높은 것이 특
징이며, 상하수도, 화학 공장, 양식용 구조물 등에 적합함.  

○ 저유황 석유 수요의 증가로 일본에서 유황은 과잉 상태에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이점이 큰 실정임.  

 지구온난화와 개도국의 인구 폭발로 글로벌 식량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한 차세대 농업도 유망함. 

○ 실내에서 LED나 레이저, 형광등 등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최적의 식물 육성 
환경을 만들고 비타민 등 영양가가 높은 농산물을 4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식
물 공장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  

· 도쿄 도심부에서 탄생한 식물 공장이 이미 일본 전국 9개소로 확대된 상
태이며, 이것이 2010년까지는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 신에츠화학공업이 개발한 합성 페로몬은 해충들이 교미를 위해 발산하는 성 페
로몬의 전달 과정을 교란시켜서 해충 교미를 방해해 해충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
이는 효과가 있으며, 농장에서 농약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금융 분야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간편함과 안락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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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서점이나 휴대폰 대리점, 넷 카페가 은행이나 증권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거나 은
행이나 증권사 점포에서 잡화점을 개설하는 등 이업종복합(異業種複合) 점포가 
2008년경에 보급될 전망  

○ 각종 산업의 고객 우대 포인트 서비스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마치 통화와 같이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통화 시장도 2010년경에 보급  

Ⅵ. 뉴비즈니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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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원자력과 플래시 메모리에 대형 투자 

 장기불황 극복과 함께 최근 일본기업들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바는 원자력과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 대규모로 투
자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도시바는 지난 2월 6일에 미국의 BNFL(British Nuclear Fuels.plc)사로부터 웨
스팅하우스의 전 주식을 54억 달러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웨스팅하우스는 1957년에 원자력 사업을 시작해 9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
으며, 현재 14개국에 36개 거점을 가진 글로벌 원자력 기업임.  

○ 도시바는 1966년부터 원자력 사업을 시작해 원자력 발전 플랜트 등의 각종 기기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 22개의 경수로를 건설(주 계약 17개)했으나 Boiling Water 
Reactor (BWR) 기술 밖에 없고 해외사업이 약한 것이 약점이었음.  

○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의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기술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비즈니
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임.  

 도시바는 이번 M&A를 통해 일본의 핵 관련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글
로벌한 기준에서 세계의 원자력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
겠다는 전략임.  

○ 웨스팅하우스는 토리움 용융로(熔融爐) 기술에 대한 연구 축적이 있으며, 이것과 
도시바가 강한 용융염(熔融鹽) 기술을 결합한다면 폐기물을 억제하거나 토리움-
우란 사이클(232Th-233U)을 구축하여 폐기물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임.  

 고유가 장기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바는 이러한 세계 원자력 시장의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한 것으로 
보임.  

○ 도시바는 원자력 발전소가 2020년까지 130개(1GW 기준) 정도 늘어나 연간 시장 
규모가 현재의 6조엔에서 9조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Ⅶ. 기업사례

Ⅶ. 기업사례 도시바, 선택적 확장 경영 본격화  



 
 
   

 

 
 

LG 경제연구원 27  

○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합한 효과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원자력 사업 
매출액을 현재 2,000억엔에서 2015년까지 6,000~7,000억엔으로 확대할 계획임.  

도시바의 개요  

연결사업 구조 : 디지털 제품 35.1%, 사회 인프라 27.9%, 전자부품 20.7%, 백색가전 10.4%, 기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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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 3월 말일  매출액 : 5조 8,361억엔(2005년 3월 결산)  

설립 : 1904년 6월 25일  자본금 : 2,749억엔  

대표이사:西田厚聰(니시다 아츠토시) 주식상장일 : 1949년 5월  

종업원수 : 17만 1,127명(연결기준) 평균연봉 : 756만엔(종업원 평균연령 39.8세)  
자료 : Yahoo Finance 및 도시바 홈페이지  

 원자력과 함께 도시바는 최근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NAND형 플래시 메
모리 분야에서도 6,000억엔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  

○ 도시바는 미국의 산디스크사와 공동으로 도시바 요카이치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
인을 구축, 생산 능력은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월 10만장이 될 전망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등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플래시메모리 시장
은 연율 4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시바는 이러한 수요를 선점할 것과 
미세가공 기술의 심화를 위해 산디스크와의 공동 투자를 결정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도시바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가격 하락 압력도 커질 것임.  

○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서 도시바의 점유율은 플래시 메모리의 
호조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도시바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는 최근의 수익 회복세에 뒷받침되고 있음. 

○ 도시바는 2002년에 당기순이익이 2,540억엔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0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수익 확대에 성공  

○ 2006년 3월 결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41.3% 증가한 650억엔에 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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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의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59,514 53,940 56,558 55,795 58,361 63,000 

영업이익  2,321 -1,136 1,155 1,746 1,548 2,100 

당기순이익 962 -2,540 185 288 460 650 
주 : 각 연도의 3 월 말 결산 기준이며, 2006 년도는 도시바의 1 월 31 일 예상 발표치 기준임.  
자료 : 도시바 홈페이지  

차세대 DVD시장에서 선제 공격 

 도시바는 지난 3월 31일에 차세대 DVD 규격 중 하나인 HD-DVD를 출시했
음.  

○ 차세대 DVD에 관해서는 Blu-ray Disk 규격과 HD-DVD 규격이 통일을 모색한 바 
있으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치열한 경합을 전개하게 되고 도시바는 먼저 제품
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임.  

· 차세대 디스크는 DVD의 3~5배의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고화질 HD 
영상을 2시간 이상 기록할 수 있음. 

도시바의 HD-DVD HD-XA1  

 

               자료 : 도시바 홈페이지  

 

○ 도시바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HD-XA1)은 기존의 DVD에 비해 화질과 음질 차이
를 소비자가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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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서비
스도 받을 수 있음. 

· 가격은 Open 가격이지만 대부분의 가전 양판점의 판매가격은 9만 9,000
엔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10%의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가격은 8만엔대 후반에서 9만엔인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도시바는 초기 고객(4월 27일까지)에게 2편의 영화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판매 촉진에 주력 

○ 또한 도시바는 4월 18일에 북미 지역에서 또 다른 HD-DVD 모델인 HD-A1을 499
달러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 

○ 오는 5월 중순에는 HD-DVD ROM을 탑재한 노트북 PC도 출시될 예정임.  

 HD-DVD는 Blu-ray Disk와 비교하여 기억 용량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
술적 약점이 있으나 디스크의 기본 구조가 기존의 DVD와 같고 초기 코스
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도시바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서 제품화를 서두르고 저가격 HD-DVD를 출시함
으로써 시장을 선점하여 미국 영화 업계 등의 지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 Blu-ray Disk과 HD-DVD의 규격 경쟁에서 도시바, NEC, 산요전기를 제외한 가전 
업체들은 Blu-ray Disk를 지지하고 있으나 인텔 등의 미국 IT업체는 HD-DVD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영화 업계의 경우 소니영화사, 디즈니, FOX 등이 Blu-ray Disk를 지
지하고 유니버설 등이 HD-DVD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소 유동적인 상황
임.  

○ 결국, 규격화 경쟁은 양진영이 소비자의 지지를 확대하면서 영화 업계 등의 압도
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진영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임.  

 Blu-ray Disk 진영의 소니 등은 기억 용량의 우수성에 뒷받침된 녹화 ∙ 재생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쌍방향 기능 고도화에도 주력하고 있음. 

○ 고객이 영화 시청 중에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문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등이 모색되고 있음.  

○ 또한 소니는 차세대 게임기인 PS3에 Blu-ray Disk를 탑재할 전략이며, 게임과의 
연계성도 강화와 함께 저작권 보호기능의 강화에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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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도시바는 이러한 복잡한 기능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일부일 것이라고 
보고 고화질 디지털 방송의 녹화도 최근 보급되고 있는 고성능 HDD를 활
용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음.  

○ HD-DVD는 고화질 영화 한 편 정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전략을 추진 

 Blu-ray Disk나 HD-DVD 진영의 대립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처음부터 낮게 
책정되는 데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도 예상돼 전자 업체들이 차세대 DVD
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울 전망  

○ VCR이나 CD의 보급기에는 일본 전자업체들이 큰 수익을 올렸지만 DVD에서는 
빠른 가격 하락세로 인해 수익을 크게 늘리지 못했으며, 차세대 DVD의 경우도 
제품 도입기부터 저가격화가 진행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사업 환경이 될 전망  

 이러한 속에서 차세대 DVD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시바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은 부품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수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전략
으로 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계 기업이 조립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DVD의 경우에
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부품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차세대 DVD에서도 각
종 부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  

○ 또한 일본기업은 한국 및 중국계 기업이 차세대 DVD에서도 조립 분야를 주도할 
것에 대비하여 이들로부터 특허 수익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 

○ 따라서 일본기업들은 자신의 지적 재산이 크게 반영된 규격을 서로 표준화시키
기 위해 당분간 다소 무리한 가격 경쟁도 감수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임.  

· 특히 도시바는 다른 전자 업체들의 참여가 적고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
는 HD-DVD 규격을 조기에 보급시키기 위해 가격 인하와 제품 모델의 
개량 기술 개발 속도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제휴 통한 선택적 집중 전략 

 도시바가 최근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게 된 것은 경영 실적의 호전과 함께 
구조조정의 성과로 집중 분야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기 때문임.  

 도시바는 전자부품, Digital Products, 사회 인프라 등 세 가지를 중심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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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여 차별적으로 사업을 전개  

○ 전자부품의 경우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경영 자원을 집중  

○ Digital Products에서는 노트북 PC의 경쟁력 강화, 품질 ∙ 기능 차별화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V 등의 가전 분야에서도 수익 기반의 확
립에 주력  

○ 원자력 등의 사회 인프라 비즈니스에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화에 주력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경영에 임하는 데 있어서 도시바는 경
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휴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예를 들면 LCD 사업의 경우 분리하여 히타치제작소와 마쓰시타전기산업과 함께 
설립한 합작사에 이전  

○ 전략 사업인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에도 제휴기업인 산디스크사와의 관계를 강화
하여 공동 투자에 임하고 있으며, 도시바는 산디스크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40% 
수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또한 휴대폰의 경우 NEC, 마쓰시타와의 제휴를 모색 중임.  

· 3사 연합을 구축하여 늘어나고 있는 제품 개발 비용 부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기본 소프트웨어에 리눅스를 활용하는 등 고성능 3G 
휴대폰의 개발 등에 주력 

○ 스토리지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원가 절감에 주력  

 도시바는 제휴를 통해 투자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제휴 기업의 기술력
과 자사의 기술력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임. 

고전하는 차세대 TV 전략, SED 판매 연기 

 제휴를 통한 사업 분리와 함께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전략을 개시
하기 시작한 도시바이지만 고전하는 분야도 적지 않음. 

○ 백색 가전의 경우 2005년 3월 결산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차세대 TV 사업의 
경우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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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는 캐논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차세대 TV인 SED의 개발에 성공, 제품 
판매를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품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 SED는 LCD나 PDP에 비해 동화 성능, 밝기, 에너지 효율 등에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LCD나 PDP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절감되고 기술적 약점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SED는 제품 출시 시기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임. 

○ 예를 들면 도시바는 대형 50인치급 TV 시장에 SED를 투입하여 점차 40인치급으
로 시장을 넓힐 생각이지만 50인치급에서는 PDP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LCD도 샤프나 한국계 기업의 신형 공장이 가동되면 
입지를 확대할 전망이어서 SED가 입지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는 실정임.  

○ 도시바 및 캐논 진영으로서는 양산 라인 설치 투자 부담과 함께 차세대 TV 분야
에서의 지속적인 가격 경쟁을 고려하면 수년 동안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할 
상황임. 

· SED는 구동 회로나 재료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010년에 연
산 300만 장을 인치당 5,000엔 정도로 판매할 수 있으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나, 

· 이미 30인치급 TV는 인치당 5,000엔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40인치도 
멀지 않아 5,000엔 이하가 되고 50인치급도 2010년 이전에 인치당 5,000
엔을 밑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ED는 계획대로 간다 해도 2010년 시점
에서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임.  

 이에 따라 도시바와 캐논은 지난 3월 8일에 SED의 판매 시기를 금년 봄에
서 2007년 말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음.  

 SED가 당분간 도시바의 FPD(Flat Panel Display) TV 전략의 중심이 되기가 어
렵다는 여건 속에서 도시바는 지난 2월 21일에 LCD TV의 새로운 브랜드인 
‘REGZA’를 발표하였음.  

○ 마쓰시타가 처음으로 PDP 브랜드인 비엘라를 대대적으로 앞세워서 판매점에서도 
비엘라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각종 매체 홍보도 이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은 소니 등도 채택했지만 이번에 도시바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여 REGZA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임.   

Ⅶ. 기업사례



 
 
   

 

 
 

LG 경제연구원 33  

○ 내년 말에 출시될 예정인 SED가 REGZA 브랜드로 판매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
황임(2월 21일 제품 발표회의 질의 응답).  

전략제품과 Core Technology의 연계 전략 강화 

 도시바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개발, 생산, 영업의 세가지 이노베이션의 승수(乘數) 효과를 추구하고 
있음(i cube strategy).  

 개발 측면에서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시기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스피드와 효율이 중시되고 있음.  

○ 2007년을 목표로 신제품의 매출 기여도를 20%로 인상하고 개발 스피드를 연간 
10% 향상  

○ 2010년을 목표로 한 전략 연구 개발 영역을 명확화하고 미래의 제품 카탈로그를 
공유  

 이를 위해 도시바는 전략제품과 Core Technology의 연계 전략을 강화하고 있
음.  

○ 소형 메타놀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나노 스케일 촉매 활성화 재료의 개발에 주력 
중이며,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에 주력  

○ 차세대 TV 기술에서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여 보다 현실감 있
는 영상 기능을 추구  

○ 스토레이지 분야에서는 나노 패턴 미디어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여 초고밀도 기
록 기능을 갖춘 초소형 스토레이지의 개발을 모색  

○ 차세대 의료 진단기 분야에서는 4차원 이미징 기술의 개발을 통해 X선 및 CT 
화상의 동영상화를 추구  

○ 나노 입자화 전극 재료 기술의 개발을 통해 초고속으로 충전아 가능한 전지를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모바일 기기 등에 활용  

○ 백색 LED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신형 조명기기 시장을 개척,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기기를 개발할 전략임.  

 또한 도시바는 생산 프로세스의 이노베이션에서 Supply Chain의 효율화에 지
속적으로 주력하여 실제로 발생한 코스트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것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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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한 코스트 변화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면서 생산 관리 체제를 더욱 효율화  

 영업 프로세스의 노베이션에서는 중요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넷 비즈니스 강화, 전략 상품에 대한 중점적인 브랜드 투자, 전
세계의 잠재 고객에 대한 거래 관계 강화 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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