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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은 對중국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투자거점이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 2017~22년 기간 동안 아세안은 5~6%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아세안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중산층의 확대*로 내수시장과 서비스 상
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 아세안 내수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중산층은 ’05년 22%에서 ’15년 56%로 상승

- 아세안 소비자의 디지털화는 소비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 ‘China plus One’ 전략의 대체제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급부상

- ‘12년부터 일본의 對중 진출기업 수는 인건비 상승, 노동력부족, 일중 관계

악화등의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 한편, 일본기업의 對아세안진출기업수는 ‘12년부터중국을상회

□ 일본 서비스기업들은 아세안의 소득증가를 배경으로 확대되는 시장기

회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에서 진출을 본격화

❶ (인재서비스및온라인여행)인터넷서비스업은현지유력기업과의M&A를통해현지
네트워크와인지도를동시에높이는전략으로사업을확장

◦ (리쿠르트) ‘07년부터아세안과인도로해외거점을확대, 아시아 11개국에진출
 아세안역내관광의활성화를기대하고현지유력기업을인수하여 ’12년부터온라인여행예약서
비스를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개시

❷ (물류업) 복잡한 아세안의 물류체계에 진입하는데는 M&A가 효과적

◦ (야마토 홀딩스) ‘10년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현지기업과
M&A를 추진, 아세안 역내 간선수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일본식서비스(택배수령시간지정, 냉장·냉동택배, 무료재배송, 야간배달등)를제공하여
고객서비스만족도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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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부동산업)일본의부동산경기침체속에서해외사업전개를통해새로운수익원창출
◦ (레오팔레스 21) ‘17년현재아세안을중심으로 16개의해외거점을확대·설립

 아세안현지에서도높은품질의일본식서비스를제공, 브랜드인지도를확보하며안정적인
진출기반을구축, 고객층을 점진적(일본계 기업, 현지고객, 외국계 기업)으로 확대

❹ (외식업) 아세안소비자의구매력증가기회를포착하기위해해외진출을강화

◦ (오토야홀딩스) 파트너와기업과의전략적제휴(식재료공급, 좋은입지매장확보)를
통해경영안정성을확보, 이후파트너기업에매각하여프랜차이즈사업으로전환

❺ (소매업) 아세안은역내물류인프라구축으로소매유통업시장이비약적으로

확대하는과정에서일본편의점의아세안진출이두드러짐

◦ (세븐일레븐) 아세안에진출한편의점은일본의식품과생활용품을취급하고공공

요금지불, 항공권판매등의서비스를확충하면서다양한고객층을확보
 세븐일레븐은 2017년 3월 아세안 지역에서 14,504개의 점포를 구축함. 베트남(호치민)에는

‘17년 6월에 1호점을개점, 향후 3년간베트남에만 100개점포를출점한다는계획을발표

□ (시사점)일본기업의사례분석을통해우리서비스기업의진출확대방안을제시

❶ (리스크 분산) 우리기업이성공적인진출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 투자국가와
투자업종의다각화는리스크를경감하고지속적인수익원을발굴하는데중요

❷ (마케팅세분화) 국별로 발전단계가 상이한 아세안에서 최적의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해, 현장주의와 현지화를 중시하고차별적인홍보채널을통해 맞춤형
마케팅전략(파워블로거, SNS 활용, 온라인과오프라인방식의보완)을추진

❸ (현지파트너확보) M&A를활용한진출전략은현지네트워크와기업인지도를동시에
확보하는데효과적이며, 진입장벽을낮추고투자리스크를분산하는데기여

❹ (고객의다변화) BtoB 기업들은일본계기업, 현지기업, 외국계기업으로점진적으로
입지를다변화, BtoC기업들은중산층세대를공략함과동시에고객저변을확대할
수있는전략을수립

❺ (현지인재양성) 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현지직원의서비스수준을높이기위해
교육훈련에투자를강화하고,합리적인승진및인사제도를도입하여책임감있는
관리인재기반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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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중요성

◦ 아세안은 1인당 소득수준의 향상과 중산층의 확대로 내수시장과 서비스

상품에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아세안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 세대수가 급증*하여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노무라종합연구소(2015)에 따르면, 아세안 주요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중산층 세대수는 ’15년 8,100만 세대(56%)에서 ’30년

1억 2,600만 세대(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1)

-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변화(‘05년 대비 ’15년의 증가율)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아시아 신흥국의 증가폭*이 두드러짐.2)

* 선진국: 영국(2.6%), 프랑스(2.1%), 호주(1.9%), 미국(1.1%), 일본(1.6%), 한국(0.4%)

* 신흥국: 말레이시아(9.3%), 중국(8.9%), 필리핀(5.5%), 인도네시아(3.0%)

◦ ‘15년 AEC 출범을 배경으로 아세안시장을선점하기위해주요국기업들의

투자가활발한가운데, 상대적으로우리기업의진출비중은낮은수준임3)

- ‘15년 기준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을 보면, 유럽(17%)이

가장 높고, 일본(15%), 미국(11%), 중국(7%), 한국(5%) 순으로 조사

- 2010~16년 기간 동안 아세안 대상의 M&A 규모를 보면, 일본(330억 달러)과

중국(290억 달러)에 비해 한국(40억 달러)은 낮은 수준임.

◦ 일본의 경우 아세안 서비스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내수산업으로여겨지던서비스산업분야에서도진출을가속화

- 일본기업들은 아세안의 소득증가를 배경으로 확대되는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물류업, 소매업, 교육사업, 외식업, 온라인 여행업 등

1) 野村総合研究所(2015), 「ASEANの消費者変化を捉える視点」, p.17. Euromonitor(2015년 4월 시점)를 재인용
2) JETRO(2017), 「世界：世界経済·貿易のサービス化」，ｐ.70.
3) EY 한영(2017), ‘미국 기업 87%, 5년 내 아세안 투자 늘릴 것’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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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에서 아세안 시장진출을 본격화

- 일본기업의 업종별 아세안 투자 비중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및

보험업, 소매업, 운수업이 증가하면서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

면, 비제조업이

◦ 우리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무역 편중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

- 새롭게 창출되는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새

로운 전략수립이 시급

- 본 연구는 일본 서비스기업의 아세안 진출 성공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새로운 아세안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동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 동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기업의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우리기업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행하여 시사점을 제시

- 첫째, 아세안의 소득증가와 소비시장의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시장진출의

기회 요인을 점검

- 둘째, 아세안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의 아세안

진출 현황과 전략 변화를 분석

- 셋째,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성공사례로서, 리쿠르트

(인재 서비스 및 온라인 여행업), 야마토 홀딩스(물류업), 레오팔레스

21(부동산임대업), 오토야 홀딩스(외식업), 세븐아이 홀딩스(소매업)의

진출 전략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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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세안 소비시장의 변화와 기회요인  

1  아세안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  

□ 향후 5년간 아세안은 투자와 내수 회복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IMF 전망(2017)에 따르면, 향후 5년간(‘17~‘22년) 아세안의 GDP성

장률은 5~6%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4)

- ‘17년 기준으로 국별 GDP 성장률을 보면, 미얀마(7.5%), 캄보디아(6.9%),

라오스·필리핀(6.8%), 베트남(6.5%)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국별 성장요인*으로는 개인소비 확대에 따른 내수증가가 성장세를

견인하는공통적 요소임.
* 베트남·미얀마(FDI 투자확대와 내수 증가), 필리핀(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확대에

의한 내수 증가), 인도네시아(투자활성화와 개인소비 확대)의 성장세가 기대5)

표 1. 아세안 국가별 경제 전망 

(단위: %, 10억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명목 GDP

인도네시아 5.0 5.1 5.3 5.4 5.5 5.5 5.5 1,615.6 

필리핀 6.8 6.8 6.9 7.0 7.0 7.0 7.0 579.3 

태국 3.2 3.0 3.3 3.2 3.1 3.0 3.0 519.1 

말레이시아 4.2 4.5 4.7 4.9 4.9 4.8 4.8 489.0 

싱가포르 2.0 2.2 2.6 2.6 2.6 2.6 2.6 340.8 

베트남 6.2 6.5 6.3 6.2 6.2 6.2 6.2 314.2 

미얀마 6.3 7.5 7.6 7.5 7.5 7.5 7.5 120.2 

캄보디아 7.0 6.9 6.8 6.8 6.5 6.3 6.3 31.6 

라오스 6.9 6.8 6.7 7.0 6.9 7.0 6.7 23.1 

브루나이 -3.2 -1.3 0.7 9.2 9.3 11.3 5.3 16.5 

자료: IMF(2017),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4) IMF(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p.7. 
5) 강명구 외(2016), 「2017년 세계경제전망」, 『산은조사월보』, 제733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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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배경으로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 아세안의GDP 규모는 ‘90년 3,066억달러에서 ’16년 2조 5,550억달러로 7배이상

성장, 전세계GDP에서아세안이차지하는비중은동기간 1.6%에서 3.4%로확대6)

◦ World Bank 전망(2017년)에 따르면, 아세안의 명목 GDP 규모는 ‘22년

기준으로 4조 492억달러를기록할전망. 이는일본명목 GDP 규모(5조 3,681
억달러)의 75%에해당

◦ [표 2] 아세안 국가별 1인당 구매력평가기준 명목 GDP 추이를 보면,

각국별 소득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남.7)

- 아세안역내에서선진국으로분류되는싱가포르와브루나이는 ‘15년기준으로 7만
달러를상회

표 2. 아세안 국가별 1인당 명목 GDP(PPP 기준) 추이  

(단위: 달러)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싱가포르 51,636 72,018 74,910 75,777 78,046 79,551 80,192 

브루나이 82,717 79,603 81,314 80,828 77,959 75,052 73,605 

말레이시아 16,146 21,102 21,866 22,707 23,414 24,460 25,312 

태국 9,228 13,584 13,654 14,585 14,915 14,976 15,347 

인도네시아 5,806 8,465 8,870 9,283 9,673 10,031 10,385 

필리핀 4,227 5,638 5,754 6,042 6,366 6,654 6,938 

베트남 2,650 4,486 4,716 4,910 5,122 5,370 5,667 

라오스 2,340 3,974 4,222 4,486 4,787 5,063 5,345 

미얀마 1,263 3,608 3,781 4,026 4,329 4,635 4,931 

캄보디아 1,371 2,513 2,649 2,795 2,955 3,113 3,278 

  주: 구매력평가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 1인당 명목 GDP 기준임.   
자료: World Bank(20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6) 이용화·이해정(2017.4.12.) 「BEYOND the China-POST China,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현대경
제연구원, p.1. 

7)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2016), 「世界の潮流と日本産業の将来像」, 『みずほ産業調査』,  Vol. 54,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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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에서 선발신흥국에 해당되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1만

달러를 상회함.

- 후발신흥국(CLMV)의 1인당 소득수준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결과, 역내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음.
* 1인당 동 기준 명목 GDP 규모(’00년 대비 ’15년 기준)는 베트남(2.1배), 라오스(2.3배),

미얀마(3.9배), 캄보디아(2.4배) 모두 2배 이상 빠르게 성장

*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1인당 동 기준 명목 GDP 규모의 격차는 ’00년 40배에서 ’15년

16배 정도까지 축소

□ 아세안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 아세안 인구는 ‘15년 6.3억 명에서 ’60년 8억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7.9%, 아시아 인구의 15.1%를 차지할 전망8)

- 아세안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5년 기준
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를 전망

◦ [그림 1] 아세안 주요국9)의 중산층 세대수 비중은 지난 10년(2005~15년)
기간 동안 22%에서 56%로 상승하였고, ‘30년 72%까지 증가할 전망10)

- 아세안 주요국의 중산층 세대수는 ‘15년 8,100만 세대에서 ’30년 1억
2,600만 세대로 4,500만 세대나 증가할 전망

- 아세안 후발신흥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은 ‘05년 전체 세대
수의 6%에 불과했던 중산층 비중이 ’15년 35%, ‘30년 75%에 이를 전망

◦ 이와 같이 아세안에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세대의 급성장은 내수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30년까지 아세안의 소득향상을 계기로 소비에 적극적인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8)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이용화·이해정(2017.4.12.) 「BEYOND the 
China-POST China,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p.9 재인용  

9) 아세안 주요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6개국을 말하며, 이하 본문에서도 
동일

10)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대별 연간 가처분소득(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3가지(저소득층
(5,000달러 미만), 중산층(5,000달러 초과 35,000달러 이하), 고소득층(35,000달러 초과))로 구분함. (通商白書, 2009) 
이와 관련하여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산층을 상위 중산층(10,000달러 초과∼35,000달러 이하)과 하위중산층(5,000달
러 초과∼10,000달러 이하)로 재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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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세안 주요국의 소득계층별 세대수 변화  

  주: 2015년과 2030년 수치는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野村総合研究所(2015), 「ASEANの消費者変化を捉える視点」, p.17. Euromonitor(2015년 4월 

시점)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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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소비자의 디지털화  

□ 아세안 소비자의 디지털화는 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개

◦ [표 3] 아세안 국별 인터넷과 및 휴대전화 보급률의 변화를 보면,

휴대전화의 보급속도가 유선 인터넷을 크게 앞지르며 상승

- 유선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는 데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세안은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

- ‘05년에서 ‘15년까지의 휴대전화 보급률의 변화(%)를 보면, 싱가포르(97.5

→ 146.1)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75.6 → 143.9), 베트남(11.3 → 130.6)

등 대부분의 국가가 100% 이상을 기록

- 한편, ‘15년 인터넷 보급률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제

외한 국가들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표  3. 아세안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보급률의 변화(%)

 총 인구(2015)
(백만명)

인터넷 보급률 휴대전화 보급률
2005 2015 2005 2015

인도네시아 257.6 3.6 22.0 20.9 132.3

캄보디아 15.6 0.3 19.0 8.0 133.0

싱가포르 5.5 61.0 82.1 97.5 146.1

태국 68.0 15.0 39.3 46.5 125.8

필리핀 100.7 5.4 40.7 40.5 118.1

브루나이 0.4 36.5 71.2 63.3 108.1

베트남 91.7 12.7 52.7 11.3 130.6

말레이시아 30.3 48.6 71.1 75.6 143.9

미얀마 53.9 0.1 21.8 0.3 76.7

라오스 6.8 0.9 18.2 11.4 53.1

 주:　인터넷 보급률은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계약건수 기준으로 작성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大泉啓一郎(2017), 「デジタル

時代のド東南アジアビジネスの新潮流」, p.4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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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기준으로 아세안 인구가 6.3억 명이며, 휴대전화 보급대수가

7.8억 대로 집계됨.11)

-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는 1인당 휴대전화 보유수가 3~5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며, 실제 아세안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40~50% 정도로

추정됨.12)

□ 아세안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SNS와 인
터넷 사용시간도 크게 증가

◦ 유로모니터는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1년 70%를 상회

할 것으로 전망13)

 그림 2. SNS 보급률  그림 3. 하루 인터넷 및 SNS 사용시간 

  주: SNS 보급률은 가장 인기가 높은 SNS 이용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 
자료: We are Social(2017), 「Digital in 2017: Southeast ASIA Regional Overview」

11) ITU 홈페이지(www.itu.int), 「Country ICT DATA,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
12) 宇高衛(2016), 「必要は発明の母となる-ASEAN加盟国におけるスマートフォンの増大とその影響」, 『ITUジャーナル』, 

Vol. 46, p.33   
13) 日本経済新聞, 「東南アスマホ決済拡大」(2017.5.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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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아세안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SNS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인터넷과 SNS의 하루 이용 시간도 한국과 일본을 크게 상회

- We Are Social(2017)에 따르면, SNS 보급률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 중

브루나이(86%), 싱가포르(77%), 말레이시아(71%), 태국(67%), 필리핀(58%)의

경우, 세계평균(37%) 뿐만아니라일본(51%)의수치를크게상회

- 하루 SNS 사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2시간을 넘겨, 한국(1

시간 11분)과일본(44분)보다더오랜시간을할애하는것으로조사

□ 아세안 소비자의 디지털화는 소비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시키는 잠재력을 발휘

◦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와 SNS 사용시간의 증가는 아세안에서 전자상

거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We Are Social(2016)에 따르면, 아세안 주요국의 SNS 사용자 비중과

온라인 쇼핑경험 비중이 모두 높은 수준임.14)

- SNS를 활동적으로 사용자하는 인구 비중은 싱가포르(58%), 말레이시아

(52%), 태국(50%), 필리핀(40%), 베트남(31%) 순임(참고로 한국과 일본이 각

각 38%, 41%를기록).

- 활동적인 SNS 사용자의 인구 증가율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모두가

전년대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1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인구비중은 태국(31%),

말레이시아(31%), 싱가포르(30%), 베트남(23%), 인도네시아(20%) 순임(한국:

43%, 일본: 13%).

◦ 아세안에서는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잡지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14) We are Social(2016), 「Digital in 2016: Globa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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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소비자들의 70% 이상이 관심

기업 및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및 상

품정보를 검색하거나 피드백을 남긴 적인 있다고 답변함.

- 아세안 지역에서는 파워 블로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15)

◦ [그림 4] BMI(2016)는 아세안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5년

250억 달러에서 ’20년 62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인도네시아는 ‘15년 86억 달러에서 ‘20년 247억 달러로 3배

가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유로모니터는 아세안 주요국의 모바일 결제규모가 ‘21년 320억 달러

규모(’13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16)

 그림 4. 아세안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 

자료: BMI Research(2016.6), 「e-Commerce: Global Development & Outlook」, JETRO(2017.3), 「アジアのEC」,『ジェトロセ
ンサー』, 2017년 3월호, p.37.  

15) 日本經濟新聞(2017.6.3.), “東南ア消費SNS發”
16) 日本経済新聞, 「東南アスマホ決済拡大」(2017.5.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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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투자 현황과 특징  

1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투자 현황  

□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규모는 세 차례(1989~97년, 2006~10년, 2013~15년)의

붐을 형성하며 확대

◦ 첫 번째는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동아시아외환위기직전까지시기임.

- 아세안은 일본기업의 생산거점으로서 주목되었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

그림 5.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및 對중국 직접투자 추이 

　주: 2004년까지 신고 기준으로 작성, 2005~15년까지는 국제수지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자료: 해외직접투자규모는 JETRO「日本の國·地域別対外直接投資」(2017.6.5.일 검색) 

◦ 두 번째 시기(2006~10년)는 일본기업의 ‘China Plus One’전략으로서아세안의

중요성이부각

- 對아세안 투자 규모는 중국의 WTO 가입(‘01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06년 對중 투자를 상회하는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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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초반부터중국노동자임금상승, 반일감정악화등의영향으로중국

리스크가상승

- 아세안신흥국(CLMV)의투자환경개선으로이들국가에대한투자도확대

◦ 세 번째(2011~15년)는 일본기업의 최대 투자지역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전환된 시기

- ‘13년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는 전년대비 2.2배 증가하여 사상 최

고치인 236억 달러를 기록

- 이 시기는 AEC의진전과 TPP와 RCEP 등메가 FTA의등장에따라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아세안의 허브기능이 강화됨. 이에 일본기업들은 아세안 역

내로 생산거점을 재배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 확대, 인프라 정비 가속화를 배경으로 아

세안 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업의 투자도 활성화

- 일본기업의 對아세안진출기업수는 ‘12년부터중국을상회함. 이는일본의

對중 투자가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 일중관계 리스크 확대 등으로

‘1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데 기인

그림 6.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기업수 추이 

자료: 東洋経済(2016), 『海外進出企業総覧 DATA BANK』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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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 국별 해외진출기업현황을보면, ‘15년까지의총합계기준으로

아세안(7,351社)이 중국(6,825社)을 상회

◦ 일본의 전체 해외진출기업에서 아세안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와 23%를 기록

◦ 아세안 국별 해외진출기업수는 태국(2,318社), 싱가포르(1,335社), 인도

네시아(1,163社)순으로 나타남.

◦ 아직까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진출한 일본기업수는 10社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4.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기업 현황 

　
2006년 

이전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합계

기업수 비중

싱가포르 843 17 33 71 74 76 44 32 1,335 18.2 

태국 1,528 64 57 86 118 128 75 50 2,318 31.5 

인도네시아 652 14 20 73 122 106 67 25 1,163 15.8 

말레이시아 689 10 21 23 37 28 28 15 926 12.6 

베트남 334 55 32 75 77 83 53 33 889 12.1 

필리핀 387 8 7 15 16 23 15 12 547 7.4 

캄보디아 8 0 4 12 12 13 10 1 68 0.9 

브루나이 3 0 0 0 0 0 0 0 4 0.1 

미얀마 10 0 0 0 12 27 18 10 79 1.1 

라오스 4 2 2 2 1 5 3 1 22 0.3 

아세안 4,458 170 176 357 469 489 313 179 7,351 25.2

중국 4,250 287 287 435 415 213 125 59 6,825 23.4

인도 254 56 61 82 73 51 32 14 751 2.6

세계 18,554 825 823 1,294 1,464 1,171 815 435 29,125 100.0

  주 1) 아세안 국별 비중은 아세안 전체에서 각국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
     2) 아세안, 중국, 인도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
자료: 東洋経済(2016), 『海外進出企業総覧 DATA BANK』를 참조

□ 일본기업의 ‘중국 이탈, 아세안 이전’ 재편현상은 지속

◦ ‘16년도 기준으로 거점을 이탈한 대상 지역으로 중국(36%)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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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30.8%)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

- 거점의 이탈지역은 과거 일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중국이

20%대를 기록했으나, ‘16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회

◦ ‘10년 조사시점 이후부터 거점이전 대상지역으로 아세안이 중국을 상회

- ‘06년도에는 거점이전 대상지역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49.4%)를 차지

했으나, ’13년도부터 거점이전 대상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부각

그림 7. 일본기업의 국내외 거점의 이탈 지역(전체) 

그림 8. 일본기업의 국내외 거점의 이전 지역(전체) 

  주: 1) 해외거점재편을 ‘과거 2~3년기간시행’ 또는 ‘향후 2~3년이내시행예정’이라고답변한기업을대상으로조사
     2) 기타는 국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포함
     3) 2006년도, 2010년도는 JETRO 멤버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자료: JETRO(2017), 「2016年度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ーJETRO海外ビジネス調査ー」p. 47 및 p. 49

◦ 일본기업들이 중국거점의 일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China Plus

One’ 상황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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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 ‘중국→아세안’으로의 거점이전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아세안 대상의 거점 이전 중에서도 베트남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중국 → 아세안(15.3%, 70건) : 중국→베트남(38건), 중국→태국(9건), 중국→미얀마

(9건)

* 각 국별로 거점을 이전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베트남(상사·도매업), 태국(상사·

도매업, 전기기계), 미얀마(섬유·직물)로의 이전이 두드러짐.

표 5. 일본기업의 일본, 중국, 아세안 지역 간 거점 이전(복수응답, %) 

2006년도 2010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일본 → 중국 37.4 22.0 15.3 12.0 6.8

일본 → 아세안 19.8 19.0 24.2 22.7 12.9

중국 → 아세안 4.5 8.2 13.7 16.2 15.3

중국 → 일본 0.4 1.3 4.7 4.6 8.5

중국 → 중국 1.6 3.4 4.2 3.5 5.2

아세안 → 일본  0.8 0.4 1.8 1.1 2.6

아세안 → 중국 2.4 3.4 0.3 0.4 0.4

아세안 → 아세안 4.1 3.4 6.2 5.8 7.0

자료: JETRO(2017), 「2016年度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ーJETRO海外ビジネス調査ー」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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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투자 특징   

□ 일본기업의 업종별 아세안 투자잔액 비중변화를 보면, 제조업은 감소세
가 두드러진 반면, 금융·보험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이 증가  
◦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진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05년 75.3%에서 ’16년 56.7%까지 감소

◦ 일본 서비스기업들은 자국내 수요둔화(저출산·고령화)와 장기 디플레이

션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세가 두드러진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결과,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의 비중이 증가

- 금융․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현지 기업과의 M&A를

통해 아세안 진출을 확대17)

그림 8. 일본기업의 업종별 아세안 투자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日本銀行 홈페이지「国際収支統計: 直接投資殘高」(2017.6.5.일 검색 기준) 

17) 김정균(2015.7.2.) 「일본·중국의 아세안 크로스보더 M&A 경쟁, 한국의 전략은?」,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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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 對아세안 국별·업종별 진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통신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진출현황을 보면,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제

조업 비중(39.6%)이 가장 낮은 반면, 비제조업 비중(60.4%)이 가장

높게 나타남. 비제조업 중에서 도·소매업 비중(27.4%)이 가장 높음.

- 일본기업들은 아시아지역총괄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역내

판매 마케팅 전략, 금융·재무 등 총괄업무를 주로 담당

◦ 일본기업의 핵심 생산거점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제조업

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최근 일본 금융기관의 현지 은행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보험업 비중도 크게 증가

◦ 일본기업들이 소득수준 향상으로 성장하는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아세안

시장에서의 판매기능을 강화한 결과, 비제조업 중에서도 도·소매업의

비중이 증가

표 6. 일본기업의 주요 아세안 국별·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억 엔, %) 

　
합계

(억 엔)

제조업

(%)

비제조업(%)

소계 농·임·
수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
업

통신
업

도소
매업

금융
보험업

부동
산업

서비
스업

싱가포르 46,433 39.6 60.4 0.0 4.7 9.9 7.1 27.4 0.0 4.3 3.0 

태국 62,725 63.7 36.3 0.1 0.2 0.6 0.0 6.0 27.0 0.2 1.2 

인도네시아 31,264 61.8 38.2 1.1 0.9 1.3 0.4 3.1 23.3 3.3 0.8 

말레이시아 14,835 60.9 39.1 0.0 10.3 0.4 6.6 4.7 14.4 0.7 1.1 

필리핀 16,017 60.9 39.1 0.0 0.5 0.3 0.0 4.5 10.0 1.2 1.8 

베트남 17,158 65.0 35.0 0.1 0.3 0.7 0.3 3.5 23.8 3.8 1.5 

아세안 190,998 56.7 43.3 0.3 2.4 3.0 3.3 10.3 17.4 2.3 1.7 

  주: 2016년말 대외직접투자잔액(지역별·업종별)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銀行 홈페이지「国際収支統計: 直接投資殘高 」(2017.6.5.일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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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對아세안진출기업수를보면, 태국에진출한기업이가장많고,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남. 
◦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177社)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매업, 운수·물류·전력, 금융 및 보험업, 사

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확대

◦ 싱가포르의 경우 도매업(544社)과 사업서비스(233社)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함. 사업서비스 분야에는 컨설팅, 인재파

견·업무위탁, 총괄회사 등이 포함

◦ 아세안의 인프라 수요 확대로 건설업 시장이 확대되고, 물류기반이

확충되면서 유통·식품 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향후 일본기업의 진

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

표 7. 일본기업의 주요 업종별 아세안 진출 현지법인 기업수 (2015년) 

 주: 사업서비스는 컨설팅, 건축설계, 인재파견·업무 위탁, 기계 수리 및 기타 서비스, 총괄회사를 포함
자료: 東洋経済(2016), 『海外進出企業総覧 DATA BANK』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전산업 2,318 1,335 1,163 926 889 547 79 68 

제조업 1,177 214 630 453 495 274 15 24 

농림수산업, 광업 10 7 10 6 7 9 1 -

건설업 66 27 41 39 32 33 11 3 

운수·물류, 전력 146 94 76 53 50 41 15 8 

정보통신, 방송·음악 69 80 32 35 67 26 6 1 

도매업 577 544 240 223 131 90 8 5 

소매업 23 15 4 17 9 4 0 2 

식음·외식 16 11 6 3 1 - - 2 

금융 및 보험업 82 99 72 41 30 40 5 12 

부동산, 호텔·레져산업 6 11 7 4 6 4 3 3 

사업서비스 96 233 45 52 61 26 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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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비스기업들이해외진출대상국으로서중국을우선시하는기업비중

은 감소하는 대신 태국과 베트남을 우선시 하는 기업비중은 증가18)

◦ JETRO가 ‘11년부터 4차례 시행한 조사 결과에서 해외진출 대상국

Top 12에 포함된 국가 중 아세안 국가로는 5개국이 포함

- 일본 서비스기업의 Top 12진출대상국을 보면, 중국(63.4%), 태국(40.5%),

미국(33.2%), 싱가포르(33.2%), 홍콩(29.0%), 베트남(28.8%), 인도네시아

(28.7%), 대만(26.1%), 말레이시아(19.9%), 필리핀(16.5%), 인도(15.1%) 순임.

◦ 동 조사에서 해외진출 대상지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로 중국

(28.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태국(13.2%), 미국

(12.5%) 순으로 조사됨.

- 중국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비중*은 매 조사마다 감소경향이 지속
* 56.9%(제1회) → 43.3%(제2회) → 34.2%(제3회) → 28.5%(제4회)

- 한편, 태국과 베트남을 중시하는 기업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태국: 6.4%(제1회) → 9.6%(제2회) → 12.4%(제3회) → 13.2%(제4회)

* 베트남: 4.4%(제1회) → 4.5%(제2회) → 7.0%(제3회) → 8.7%(제4회)

◦ 업종별로 개인을고객으로 하는 BtoC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19)
- 조사 대상 BtoC 기업 중 해외전개를 추진하는 기업 비중은 27.3%

(제3회)에서 32.3%(제4회)로 증가

18) JETRO(2017.2), 『平成28年度第４回サービス産業の海外展開実態調査』, 동 조사는 일본 서비스기업(7,741社)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임. 1,549社의 유효 회답(유효회답률 20%)을 토대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19) 동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을 3가지 업종(BtoB 업종, BtoC 업종, 기타 업종)으로 구분함. ① BtoB 업종은 주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업, 운수·우편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임대업,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
업을 포함 ② BtoC 업종은 소매업, 숙박업·식음서비스업, 생활관련 서비스업·오락업,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업
을 포함 ③ 기타 해당 업종: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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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 서비스기업의 對아세안 진출 성공사례  

1  리쿠르트: 인재 서비스 및 온라인 여행업          

□ 리쿠르트 개요

◦ 리쿠르트는 ‘60년 대학신문전문 광고대리점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63년 리쿠르트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

- 2010년 이후 글로벌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대규모 사업재편을 추

진한 결과, 현재 287社의 자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同社의 주요 사업은 취업 사이트 및 판촉 미디어를 제작하고 인재 서

비스 사업을 시행20)

- 인재서비스 사업에는 △ 리쿠나비(취업사이트)와 리쿠루트 에이전

트(취업·이직 알선서비스)를 운영 △ SPI(적성검사 및 면접 트레

이닝) 지원 서비스 △ 인재 관련 정보지(토라바유, 프롬에이, 타운워크

등)를 발간하여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사업을 추진

- 판촉 미디어 사업에는 주거·결혼·자동차 관련 정보, 온라인 학습, 식당·

미용실 정보를 다양하게 전파하고, 여행·헬스 케어 등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사업을 확대

◦ ‘16년도(2017년 3월 기준) 同社의 총 매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1조 8,399억 엔을 기록21)

- ‘16년도 사업별 매출액 비중은 인재 미디어 사업(21.8%), 판촉 미디어

사업(20.4%), 인재파견사업(57.4%), 기타 사업(0.3%)로 구성

- 특히, 일본 국내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액*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20) リ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 「リクルートグループ会社案内」를 참고로 하여 작성 
21) リ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2017), 「2017年3月期通期決算説明要旨」,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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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액은 해외인재모집 사업과 해외파견 사업으로 구분되며, ‘16

년도 매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42.5%, 2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표 8. 주요 사업별 매출액의 추이   

(단위: 억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전년도대비 

증감율
판촉미디어사업 2,948 3,223 3,334 3,493 3,763 7.7%

인재미디어사업 2,081 2,669 3,027 3,592 4,053 12.8%

일본인재 모집 1,923 2,265 2,398 2,559 2,666 4.2%

해외인재 모집 34 249 461 843 1,202 42.5%

인재파견사업 5,529 6,124 6,752 8,900 10,687 20.1%

일본내 파견 3,434 3,586 3,869 4,141 4,634 11.9%

해외 파견 2,095 2,538 2,856 4,758 6,052 27.2%

기타사업 33 28 20 51 53 4.4%

총 매출액 10,492 11,915 12,999 15,886 18,399 15.8%

자료: リ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2017), 「2017年3月期通期決算説明補足資料」  

□ 아세안 진출 성공과정

◦ 리쿠르트는 ‘16년 4월 기준으로 아시아 11개국 26개 도시에 진출, 현지

에진출한일본기업과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알선 서비스를 제공

- 同社는 ’07년부터 일본의 인재알선 서비스 기업 중 처음에는 중국,

홍콩 거점을 중심으로 점으로 해외진출을 시작

- 일본기업의 'China plus One' 전략에 입각하여 중국 이탈이 가속화되

자, 同社도 주요 고객인 일본기업의 해외거점 재편 전략에 대응하고자 동
남아시아와 인도로 해외거점*을 확대
* ’13년 4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홍콩 헤드헌팅사 'Bó Lè Associates, 같은 해 8월

인도의 최대 컨설팅사 'NuGrid Consulting' 주식을 취득

* ’14년 3월 RGF HR Agreement Recruitment 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인재알

선 사업을 개시, 합동회사 RGIP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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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쿠르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현지기업을 인수하여, 온

라인 여행 예약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 ‘15년 ACE 출범을계기로아세안역내관광의활성화에대한기대감이상승

- 이에 同社는 ’12년부터동남아시아의 현지 여행숙박 예약사이트 운영기

업을 인수하여 온라인 여행 예약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
* ’12년에는 PegiPegi(인도네시아)와 Mytour(베트남), ’13년에는 TravelBook(필리핀)이라는

합병회사를 설립

* ‘14∼15년 이들 3社를 연결자회사로 구축하여, 아세안 현지에서 온라인 여행예약 사

업을 개시

□ 아세안 진출 성공전략 

◦ 同社는 아세안 시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유력기업과의 M&A를

통해 빠르게 사업내 입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22)

- 인터넷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기존의 네트워크와 현지 인

지도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 이에 同社는 아세안 역내 현지 유력기업을 인수하여 현지 네트워크와 인

지도를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사업 확장을 가속화

- 이와 같이 현지기업과의 M&A는 인재활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

◦ 同社는 M&A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력23)

- 同社는 인수한 현지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자사의 KPI 관리

및 모니터링 제도만을 도입하고, 현지 기업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여 최대한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지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22) 岡徳之(2014.7.13.), 「リクルート、アジアで急成長の‘秘密’」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3)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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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

- 이에 同社는 자회사 경영자와 공통적인 신뢰가치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화상회의나 대면회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

◦ 同社는 인수회사와 공동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강구하여 아세안 시장을 공략24)

- 아세안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만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다양한 오프

라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편임.

- 同社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여행 예약사이트인 PegiPegi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데 주력함. 또한, 고객모집

을위한 리스팅 광고(검색결과 화면 창에서 표시되는 검색광고)를 시행할

때, 1위 순위만 고집하지 않고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투입

- 베트남 Mytour의 경우, 온라인 구매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활용하여 고객을 모집

- 일본에서는 포인트를 적립제도가 유효한 마케팅 방식이지만, 필리

핀에서는 즉석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쿠폰방식이 선호되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

24) 岡徳之(2014.4.11.), 「リクルート、東南アジア攻略のカギは?」, 東洋経済オン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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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마토 홀딩스 : 물류업 

□ 야마토 홀딩스 개요

◦ 1919년 트럭운송회사로 창업한 야마토 홀딩스는 ‘31년 현장이 바로 경영

의 중심이라는 이념을 제창, ‘76년부터 개인소형 택배사업을 개시

- 同社는 ‘17년 3월 현재 일본택배서비스업계 1위점유율(46.7%)을확보

◦ ‘아시아 No. 1 유통·생활지원 솔루션기업’을 목표로 해외사업을 강화25)

- 이에 혁신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거점(6,990개)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별로 아시아(106개), 북미(25개), 유럽(12개)을 연계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구축

그림 9. 야마토 홀딩스의 영업수익과 경상이익 추이

자료: リ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2017), 「10ヶ年データ/業績ポイント」

25) リ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2017), 「New Era of Growth Potential: アニュウアルレポート2016」，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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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社의영업수익(‘17년 3월 기준)은전년대비 3.6% 증가한 1조 4,667억 엔을

기록26)

- 인터넷 쇼핑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택배 취급건수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며 영업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사업별 영업수익 비중을보면, 소형화물 택배사업(78.5%), 기업대상 물류사

업인 BIZ·로지스틱(7.4%)이 큰 비중을 차지

◦ 한편, ‘17년 3월 경상이익은 인건비에 대한 일시금 지급액이 급증하여 전년

대비 49.8%(336억 엔)나 감소한 348억 엔을 기록27)

- 인터넷쇼핑확산으로택배업무물량이급증하면서택배기사의장시간근무로

노동환경이급속히악화

- 택배기사들이휴식시간을충분히갖지못하는문제점이확인되자, 同社는그

룹차원에서노동환경개선·정비를위해사원의노동시간실태조사를시행함.

- 택배 기사의 노동시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220억엔(상여금: 190억엔, 복리후생비: 30억엔)을일괄 계상하는 것으로 결정

□ 아세안 진출 성공과정

◦ 同社는 아세안 역내 중산층 증가와 AEC 출범에 따른 역내 물류 수

송확대를 배경으로 ‘10년부터 아세안 진출을 본격화28)

- ‘00년 대만에서 택배사업을 개시, ‘10년 싱가포르와 상해, ’11년 홍콩, 말

레이시아에진출한이후, 아시아각국에서해외사업을본격화

- ‘13년 처음으로 소형화물 냉장·냉동 배송 서비스를 일본-홍콩 구간으로 제공

하기 시작함. 이로써 일본 각지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농산물을 점포나 개인

대상으로직접배송이가능해짐.

26) リ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2017), 「2017年3月期通期決算説明要旨」, p.1.   
27) クルートグループ 홈페이지(2017), 「平成29年3月期決算短信[日本基準] (連結)」, p.7.   
28) ヤマトホールデイングス홈페이지. 「株主の皆様向け冊子」,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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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야마토홀딩스의 아세안 진출 역사   

연도 주요 진출 사례

2010년 - 싱가포르, 상해에서 택배사업 개시 

2011년 - 홍콩, 말레이시아에서 택배사업 개시 

2013년

- 아세안 각국에서 소형화물 배송 네트워크 확충

- 아세안 대상의 ‘국제택배’ 최단 익일 배달을 개시 

- 인도네시아에 야마토 주식회사를 설립 

- 국제(일본→홍콩) 소형화물 Cool(냉동·냉장) 수송서비스를 개시 

2014년 

- 동남아시아지역총괄회사로서 ‘야마토 아시아주식회사’를 설립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긴급배송업체인 TIDIKI EXPRESS LTD와 주식양

도계약을 체결 

2016년

- 말레이시아 택배대기업 GD Express Carrier Bhd와 업무·자본제휴

(22.8%) 

- Siam Cement Group과 태국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회

사를 설립하는데 합의

- 말레이시아 OTL 그룹(크로스보더 육상간선 수송회사)을 매수

자료: ヤマトホールデイングス홈페이지. 「グループ史」 

◦ 同社는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M&A를 활용하여, 아세안 전역을

커버하는 소형화물 수송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빠르게 진출

- 同社는 아세안의 역내물류 확대에 대응하고자 ‘10년부터 싱가포

르, 상해, 홍콩, 말레이시아의 현지 회사와 M&A를 실시

- ‘16년에는 태국에 합병회사를 설립하여 크로스보더 서비스 네트워

크를 구축

- 동시에 싱가포르부터 중국에 이르는 간선수송망을 보유한 말레이

시아의 OTL그룹을 매수하여, 아세안 전역을 커버하는 간선수송네

트워크를 구축

-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대기업과의 제휴*를 활용하여 아세안지역
진출의 광역화를 도모

* ’16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20%의 점유율을 확보한 'GD 익스프레스'와의 업무 제휴

(투자금액은 150억 엔, 23%의 주식취득)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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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진출 성공전략

◦ 同社는 복잡한 아세안 물류 체계에 진입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M&A

를 활용하여 역내 물류자산 및 관련 네트워크를 확보한 것이 유효

- 同社는 일본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성장 수단으로 아세안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M&A를 적극 추진

- 그 결과 同社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태국을 경유하여 중국까지

연계하는 약 6000Km의 간선수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 아세안 현지에서 이전에 없던 높은 수준의 ‘일본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한 결과, 현지 고객으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음

- 同社가 일본에서일반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택배수령시간지정, 냉장 냉동

택배, 무료 재배송, 야간배달)를아세안에서전개. 현지고객으로부터이전에
없던높은수준의서비스라는평가를받음.

- 同社가제공하는서비스는 현지 경쟁사에 비해 택배 분실 빈도가 낮고

빠른 배송이라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우수

- 이와 같이 현지 업체가 제공하지 못했던 잠재된 수요를 발굴하여

업계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아세안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것이 중요

- 해외 진출국마다 언어와 문화, 사회적 여건이 다르지만, 일본식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현지의 우수 인재를 확보·육성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연봉

상향조정, 승진 및 인사제도 개혁, 일대일 서비스 교육)을 추진

- 同社는 택배원부터 지점장까지 전 사원의 경영참여를 내세운 ‘전원 경영

체제'를강조, 택배원이스스로고객의요구에대응할수있는자주성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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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오팔레스 21 : 부동산임대업    

□ 레오팔레스 21 개요

◦ ‘73년 설립된 레오팔레스 21은 아파트·맨션·주택 건축 및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성장, 호텔·리조트 및 간병 노인홈 등의 운영사업을 다각화

　- 2016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5,204억 엔을 기록함. 사

업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임대사업(80.3%), 건축도급

(14.5%), 실버산업(2.1%), 호텔 리조트 사업(2.2%), 기타(0.8%) 순임.29)

　- 일본 전체 상장기업의 79.6%가 레오팔레스의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

- 외국인 계약건수를 보면,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15,827건(‘17년 3월

기준)의 계약이 체결

   표 10. 레오팔레스21의 경영 실적 추이 

 (단위: 억 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매출액 4,594 4,542 4,708 4,832 5,115 5,204

영업이익 45 74 134 148 210 228

자료: Leopalace 21홈페이지(2017), 「2017年3月決算槪要]」, p. 1.   

◦ 同社는 처음에 일본 방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사

업(인바운드)으로 시작, 최근 일본인과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현지 부동산 물건을 중개(아웃바운드)하는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

- 同社는 ‘02년부터 한국, 중국, 대만에 거점을 마련하여, 일본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개시

- ’17년 6월 현재 아세안을 중심으로 총 16개 임대사업의 해외 거점*을

확대·설립하여 아웃바운드 사업을 확대

29)  Leopalace 21홈페이지(2017), 「2017年3月決算槪要]」, p.1, p.1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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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社는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거점을 중국(북경, 상해, 대련, 광주), 한국(서울, 부산),

대만, 태국(방콕, 시라챠),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캄보디아(프놈펜), 미얀마(양곤),

마닐라(필리핀), 인도네시아(자카르다), 싱가포르에 설립

□ 아세안 진출 성공과정

◦ 同社는 리먼쇼크 이후 일본내 아파트 사업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

운데, 해외 사업을 새로운 수익 원천사업으로 적극 추진

- 특히 아세안 지역의 빠른 성장을 배경으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는

일본기업 고객들의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

- ’15년부터 태국에 이어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에서 서비스 아파트와

오피스*를 운영하여 사업 다각화를 전개
* 베트남 하노이에서 외자계열 기업 중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16년 8월부터 서비스 아파트 운영을 개시.

* 서비스 아파트는 호텔과 같이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오피스는 업무에 필

요한 비품 및 설비가 갖춰져 있고 공유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16년 7월에 아세안의 부동산 투자정보 수집과 해외거점의 총괄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설치

   표 11. 레오팔레스21의 서비스 아파트·서비스 오피스 거점  

지역 개업 시기 업종 유형 

태국 시라차 2015년 10월 서비스 아파트

필리핀 마닐라 2015년 11월 서비스 오피스

미얀마 양곤 2016년 4월 서비스 오피스

베트남 하노이 2016년 8월 서비스 아파트

캄보디아 프놈펜 2017년 가을 준공예정 서비스 아파트

자료: Leopalace 21홈페이지(2017), 「2017年3月決算槪要]」, p. 45.  

◦ 同社는 ‘해외 거점 20개 설립 목표’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Global� Strategy� Report� 17-008

- 33 -

아시아에서 솔루션 회사로 지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발표

- 同社의 국제사업 부문에서 ’16년도 기준으로 총 매출액(5,204억 엔)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지만, 10년 이내에 10%의 비중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30)

- 同社는 ‘17년부터 5년간 300억 엔을 투자하여 아세안 지역에 10~15개동의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22년 3월부터 해외 임대아파트 사업부문에서

20억 엔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31)

□ 아세안 진출 성공전략

◦ 일본국내 고객사들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同社는 관련 수요

대응이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세안 시장

진출을 가속화

- 진출대상 지역은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중에서도 중개업만으로는
이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가능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아세안 신흥국 중에서도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진입을 결정

◦ 同社는 우선 일본계 기업의 수요대응에 집중하고, 이러한 서비스 기반을

토대로 현지고객, 외국계기업에대한입지를점차확대하는전략을추진

- 일본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아세안 현지에서도 높은 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진출기반을 구축
* 24시간 보안시스템 제공, 일본어 서비스 대응, 비품 관리 및 설비, 청소 서비스 등

일본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도를 제고

- 최근 캄보디아로 거점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프

놈펜 서비스 아파트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대응

을 강화할 계획

30) NNA ASIA 홈페이지(2017.1.12.), 「レオパレス取締役副社長執行役員:深山忠広，国際事業を本格化アジアへの貢献
意識して」 

31) 日本經濟新聞(2017.6.16.) 「レオパレス,海外アパートで営業益20億円上積み22年3月以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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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깃 고객층과 제공 물건 등의

차별화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는 同社의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32)

-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업의 진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각국의

성장 전망 및 규제 정보, 일본계 기업의 진출상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진출 후보지를 직접 시찰하여 진출 가능성을 판단

- 태국 시라차는 많은 일본계 기업이 진출한 공업지대 근방이라는

점을 중요시하여, 모든 서비스를 일본 수준에 맞춰서 운영 중

- 베트남 하노이는 일본 제조업 분야 기업이 진출이 활발한 지역임.

최근에는 항구도시인 하이퐁 지역까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하이퐁 지역의 임대사업도 눈여겨보고 있음.

◦ 同社는 아세안 현지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위해 인재육성

및 스포츠 활동지원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 해외 거점의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일본본사 연수(1주일)를 정

기적으로 시행하여, 일본 국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지

에서도 서비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주력

- ’16년 2월 미얀마 양곤에서 남자 프로골프투어 ‘레오팔레스 21 미

얀마 오픈’ 스폰서로 대회를 개최

32) Digima 홈페이지（2016620）「海外進出企業：世界15拠点で不動産事業を展開、多角的に新事業を挑戦するレオパ
レス21の海外展開の秘訣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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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토야 홀딩스 : 외식업     

□ 오토야 홀딩스 개요

◦ 오토야 홀딩스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오토야 고한쇼’ (大戸屋ご

はん処)를 일본국내외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관리·운영하는 기업

-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점포매장 내에서 조리하여 제

공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제공

- 어머니의 맛을 느낄 수 있게 가정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일본식 레스토랑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이 특징

◦ 일본국내 외식업의 현황을 보면, 고객 수 감소로 매출액과 점포수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

- 단, ‘16년에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와 법인 교제비의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8% 소폭 상승

- 일본의 외식업들은 아세안의 성장세를 주목하며 해외진출을 가속화

그림 10. 매출액과 고객수·점포수의 증가율 추이  

자료: 日本フードサービス協会(2017), 「外食産業市場動向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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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진출 성공과정  

◦ 同社는 아세안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강화

- ‘17년 3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256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

- 동 기준으로 일본 국내외에서 총 436개 점포를 운영 중(일본 국내

점포 348개, 해외점포 93개를 운영 중임

- 해외점포는 ‘05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태국(45개), 인도네시아(6

개), 싱가포르(3개), 베트남(1개)에 진출

- 同社는 ‘18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해외 200개 점포 체제를 구축

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발표

그림 11. 오토야 홀딩스의 결산과 점포수 추이

자료 : 大戸屋 홈페이지. 「財務ハイライト」

□ 아세안 진출 성공전략

◦ 첫 번째 해외진출 단계에서의 성공적인 요인은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를 중시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33)

33)　口野直隆·大島一二(2016)，「日系外食産業の海外進出戦略-大戸屋の事例を中心に-」，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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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진출 과정에서, 현지 식재료 공급업체(육류 대기업 베타그로)와

합작회사를 설립. 베타그로가 좋은 재료를 공급하고 오토야는 점

포를 운영하는 역할분담으로 Win-Win 관계를 구축

- 태국의 대형부동산 재벌기업이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CRG(Central

Restaurants Group)와 제휴를 체결하여 입지가 좋은 매장을 확보

◦ 두 번째 단계에서의 전략은 진출국가에서 직영점의 경영이 안정화된

시점에서 파트너 기업에 매각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

- ’11년 태국에서의 직영점 경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자, 同社는

CRG에 주식을 매각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

- 매각에 따른 수익과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른 해외거점으로

진출하는 형식의 사업구조를 구축

그림 12. 오토야 홀딩스의 해외사업 성공 사이클 

 자료: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적적한 시점에서 제휴가 해지된 이후에도 지

속적인 지원을 해 나간 것이 해외사업 성공의 비결

- 점포수가 증가하고 경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제휴를 해지하는

전략은 현지 파트너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제휴 해지 이후 1년간은 일본인 점장을 유지하여, 식재료를 다루는

방법부터 조리방법까지 매뉴얼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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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븐아이 홀딩스 : 소매업    

□ 세븐아이 홀딩스 개요

◦ 세븐아이 홀딩스는 유통업 중심의 기업그룹으로, 편의점(세븐일레븐),

종합 슈퍼마켓(이토요카도), 백화점(소고 세이부), 푸드 서비스사업, 금융

사업, 통신판매사업 등을 시행

- ‘73년 설립 이후 세븐일레븐은편의점에대한가치를 ‘가깝고도편리하다’ 는

이념을 중시하면서, 시대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거점

으로 구축

◦ ‘17년 6월말 기준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해외점포수(42,820社)는 일

본내점포수(19,423社)를 상회

- 세븐일레븐은 북미,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에 해외점포를 구축하였

고, 이 중 33%가 아세안 지역에 분포

- 아세안 국별 진출연도는 싱가포르(‘83년), 태국(‘89년), 필리핀(‘84

년), 말레이시아(‘84년), 인도네시아(‘09년), 베트남(‘17년)

□ 아세안 진출 성공과정

◦ 일본 유통업의 해외진출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아세안 진출을 가속화

- 일본의 대형 편의점 4社의 아시아 진출국가 점포수는 [표 12]와 같음.

- 일본에는 이미 편의점이 포화상태로 경쟁이 격화되고, 24시간 영업

슈퍼 및 할인점의 등장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점포수가 둔화

- 해외점포수는 아시아 지역내 물류인프라 구축으로 비약적으로 확대

◦ 향후 시장 성장성과 소비자 구매력을 고려할 때, 베트남, 미얀마의

도소매업 시장이 유망 시장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일본의 대형 편의점 4社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진출

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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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미얀마는 인구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편의점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주목34)

표 12. 일본 대형 편의점의 ASEAN 국가별 출점점포수   

세븐일레븐

(‘17년 6월말)

패밀리마트

(‘17년 5월말)

로손

(‘17년 2월말)

미니스탑

(‘17년 5월말)

총점포수 62,243 25,524 14,267 5,273

일본국내점포 19,423 18,038 13,111 2,244

해외점포 총합 42,820 6,486 1,156 3,029

  태국 9,788 1,129 85

  말레이시아 2,154 11

  싱가포르 415

  필리핀 2,031 73 30 493

  인도네시아 116 76 36

  베트남 129 79

  

    

자료: 각 사별 홈페이지를 참조로 작성 

◦ 세븐일레븐은 일본의 대형 편의점 4社 중에서도 아세안을 타깃으로

편의점 점포망을 급속히 확대 중임.

- 세븐일레븐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편의점 점포

순위 우위를 차지

◦ 태국의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CPALL(CP그룹)은 ‘18년까지 1만 점포를

목표로 향후 매년 500~600점포를 출점한다는 계획을 수립

- 태국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거점으로 성장한 세븐일레븐은

공공요금 지불, 항공권 판매대행 등의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

통적인 포장마차를 점포 앞에 마련하여 고객 모집을 강화

◦ 세븐일레븐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 호치민에 ‘17년 6월

15일 1호점을 출점하고 향후 3년간 100점포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35)

34) ASIA Travel Note(2016), 「日系コンビニチェーンのアジアへの進出状況2016年版」
35) 日本経済新聞(2017.6.16.), 「ベトナム開拓セブン挑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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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전통시장과 중소영세기업이 많기 때문에 소매점에 대한

외자기업의 출자·출점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았으나, 최근 외자규제에

대한 자유화*가 진전
* 베트남은 ‘16년 5월에 500㎡ 이하의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ENT 심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발표됨.

* ENT(Economic Need Test) 평가 항목 : 현지 유통매장 수, 시장안전성, 인구밀집

도, 해당지역 개발계획과 투자계획간 상호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

- 이러한 규제완화는 베트남에 대한 소매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

할 전망

- ATKearney(2017)의 조사에서도 베트남 유통시장의 매력도는 전

세계에 순위에서 ‘16년도 11위에서 ’17년도 6위로 급상승36)

* 동 조사는 신흥국의 유통시장의 매력도를 국가 리스크, 시장규모, 시장의

포화정도, 조기진입의 필요성이라는 4가지 지표를 토대로 랭킹 순위를 결정

* 조사 결과는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아랍에미리에트가 1〜5위를 기록

* 베트남은 30개 신흥국 대상 기업 중에서도 조기진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 아세안 진출 성공전략

◦ 세븐일레븐은 해외 진출점포를 거점으로 일본의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쇼케이스 기능을 확대

- 식품, 생활품등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일본 문화를 현지인이 체감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기능

- 한편, 일본의 해외 진출 백화점들도 매년 ‘일본 Fare’, ‘홋가이도

Fare’를 시행, 일본 지방 특산물 판매를 백화점의 중요 이벤트로

자리매김

◦ 세븐일레븐은 유통업체의 일본식 노하우를 전수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36) ATKearney(2017) 「The 2017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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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안전한 식품제공, 효율적인 물류, 현지 유통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을 수립

- 세븐일레븐은 태국 진출과정에서 자본제휴관계를 체결하지 않고 주로

라이센스 계약방식을 도입함.

- 그 결과, 현지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일본식의 상품진열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

- 이번 베트남 호치민 개점과정에서는 상품, 점포 개발, 시스템 등 상

세한 서비스 내용을 전수하기 위해 본사 직원 5명을 파견함.

- 향후 일본식 도시락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현지에 진출할 계획

◦ 일본정부가 유통업체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정

책대화를 시행한 점도 중요

- 일본은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 일본 물류업의

해외전개와 아시아 현지 유통근대화 지원에 노력

-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 현지 유통사업자와 정부관계자를 초

빙하여, 일본 유통업의 현장을 시찰하거나, 일본의 유통정책을 배우는

‘유통정책연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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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리스크 분산) 일본기업들은 ‘China plus One’ 및 ‘Thai plus One’이라는

목표를 일찍이 수립, 투자국가와 투자업종을 다각화하는데 주력

◦ 일본기업들의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전략의 재편이 진행되면서,

일본의최대투자지역은 ‘12년부터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전환

- 일본 제조업체들을 AEC의진전과메가 FTA의등장에따라서플라이 체인으

로서 아세안의 허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역내로 생산거점을

재배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일본 서비스업체들은 현지 유력기업과의 M&A를 활용하여,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 떠오르는 아세안 역내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자 판매·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투자를 활성화

- 일본기업들은 ‘China plus One’ 전략으로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주

목하면서도, 최근 이들 국가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고자 캄보디아, 미얀마

등후발신흥국을겨냥하여거점을추가로분산하는새로운전략도관측

◦ 우리기업들도 투자국가와 투자업종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

-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국의 비중은 ‘00년 20%에서 ’17년 43%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우리기업의 중국 및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비중이 ‘15년 기준으로

각각 21%와 17.6%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

- 이에 우리기업들은 아세안 시장을 저임금 생산기지로만 고려하는 것

이 아니라 새롭고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활

용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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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세분화) 아세안 진출 국가별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발판으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

◦ 아세안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적

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 아세안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정보, 경험, 의견

을 공유하고 소비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함.

- 일본은 아세안의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음.

- 우리의 아세안 진출기업들도 파워블로거나 SNS를 적극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 전략 필요

◦ 아세안 중산층 세대 증가에 따른 수요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아세안 소비자들은 의식주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

- 소득증가로 아세안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구조는 식료품 지출비중이

낮아진 반면 여행, 레저, 교육비, 화장품 등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
확실히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소비 방향으로 변화

- BtoC 서비스 상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뿐 아니라 수요의 고급화·다양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아세안은 국별로 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지출 의욕이 높아지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음.

- 소비지출 의욕은 소득지출과 일률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아세안 국별·상품별로 수요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 맞

춤형 전략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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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화) 철저한 서비스의 현지화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 일본기업들은 아세안 소비자들이 각 국별로 소득수준과 소비성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철저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진출 전략을 수립

- 레오팔라스 21은 부동산 진출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진출 가능성을 진단

- 리쿠르트는 아세안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만 상품을 구매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콜 센터, 바우처 서비스 등 오프

라인 지원방식을 보완

- 일본의 섬유·의류업체들은 아세안 각국별로 차별적인 홍보 채널을

구축하여 맞춤형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
* 효과적인 홍보채널은 각국별로 인도네시아(잡지매체, TV CF), 베트남(케이블 TV,

SNS), 태국(TV CF, 잡지, 교통 광고), 말레이시아(잡지, 유투브, 라디오, 이벤트 등)

등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마케팅 채널을 국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 우리기업들도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

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방법, 적정

가격 설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

- 현지시장에 최적화된 제품개발은 물론 현지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지화를 도모하여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현지 파트너 확보) 현지유력기업을파트너로활용하여Win-Win 관계로시

장을 개척

◦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유력기

업과의 M&A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리쿠르트, 야마토 홀딩스, 오토야 홀딩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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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현지 유력기업과의 M&A는 현지 네트워크와 기업의 인지

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출 전략임을 입증

◦ 우리기업들도 해외기업의 진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현지기업 및 다국적 진출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 것이 필요

- 일본기업들이 M&A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지기업의 제도나 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지기업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한 점은 효과적

□ (고객의 다변화) 타깃 고객층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고객을 확대

◦ BtoB 기업인 경우 고객층을 일본계열 기업, 현지 기업, 현지 외국

계 진출기업 등 점진적으로 입지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

- 레오팔레스 21은 일차적으로 일본계 기업 고객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국

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진출에 성공한 이후, 현지

고객, 외국계 기업에도 대응체계를 강구하면서 입지를 점차 넓혀 나감.

- 이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상품의 차별화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BtoC 기업은 증가하는 중산층 세대를 공략함과 동시에 고객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야마하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녀를 위한 정서교육의 고급화에 대한 수

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급 쇼핑몰에서 음악교실을 운영하면서 중

산층 수요 대응을 강화

- 동시에 야마하는 고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음악수업과

연계한 ‘스쿨 프로젝트(악기, 교재, 지도 노하우를 패키지로 제공)’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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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재 양성)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인재 양성이 필수

◦ 서비스 상품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지 직원의 서비스 전달능력에

따라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는 특징이 있음.

◦ 일본기업들은 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일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을 중요시

- 레오팔레스 21은 해외 거점의 리더급 직원을 대상으로 일본본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본사의 일본국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나카자와(일본의 시계안경 체인점)는 아세안 진출과정에서 매장 내

고객대응, 상품 포장,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현지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본 본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시행

◦ 이에 우리기업들도 아세안 국별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은 물론

요구되는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

- 우리기업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서비스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구체적으로 일대일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지의 책임감 있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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