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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유경제 시장 급속히 확대 중
- 2016년 공유경제 규모는 찻집의 시장 규모를 상회 인터넷상에서 매칭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재

2016년 제공측 공유경제 규모는 1조 1,800억엔

화나 서비스(기능)를 개인 간이나 기업에서 빌리

에 달해 찻집의 시장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내역

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화제가 되고 있

은 공간 공유 6,783억엔, 재화 공유 2,197억엔, 이

다. 일본 정보통신총합연구소에 따르면 공유경제

동 공유 1,181억엔, 기능 공유 751억엔, 자금 공유

는 5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간의

900억엔이다. 또한 제공측 잠재공유경제 규모는

공유이다. 이는 개인 집의 빈방이나 회의실, 농

각각 1조 3,121억엔, 5,909억엔, 2,687억엔, 2,395

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대상의 민박

억엔, 2,211억엔에 달한다. 한편 이용측면(지출)

도 포함된다. 둘째, 재화의 공유는 프리마켓이나

에서는 2016년 공유경제 규모가 4,401억엔이다.

임대업이 대상이다. 즉 명품 가방을 렌트하여 서

내역은 공간 공유 1,170억엔, 재화 공유 760억

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나 자신이 사용하지

엔, 이동 공유 1,490억엔, 기능 공유 661억엔, 자

않는 물건(불용품)의 매매가 포함된다. 셋째, 이

금 공유 320억엔이다. 잠재공유경제 규모는 1조

동의 공유는 자동차를 공유하거나 동승하는 것으

1,144억엔이다. 이처럼 제공측(수입)과 이용측

로, 휘발유 값을 공동 부담하는 것 등도 여기에

(지출)의 통계 차이가 큰 것은 제공측의 경우 외

포함된다. 넷째, 기능의 공유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인으로부터의 수입이 파악되나 지출측면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가사대행, 간병, 육아 등의 기능

는 외국인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유자에게 기능 공유를 의뢰하여 발생하는 거래

특히 공간 공유의 경우 제공 수입이 6,783억엔

를 의미한다. 다섯째, 자금의 공유로서 사업자가

으로 가장 크고, 이용수입도 1,170억엔을 상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도 방(외국인 민박의 비중

것을 의미한다.

이 가장 큼), 주자장, 회의실 등의 공유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공유경제 확산은 유휴자산 증가에 
기여

재화 공유나 이동 공유 등을 통한 제공측의 수
입이 각각 2,197억엔과 1,181억엔에 달하고 있다
는 것도 유휴자산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

일본에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급속히 확대

다는 반증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의 공

되고 있다. 범주별로 제공측(수입)과 이용측(지

유나 자금의 공유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출)으로 나누어 일본의 공유경제 규모(설문조사)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7.8.8.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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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0 9

93

해

외

산

업

이

슈

점

검

노키아, 동아프리카 휴대폰 시장에 재진입
- 피처폰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 최근 노키아가 iconic Nokia 3310 등의 스마트

장을 변화시킬 기회라고 보고있다.

폰 제품을 동아프리카에 출시하면서 동아프리카

실제로 기술 연구 및 컨설팅 전문 회사인 In-

휴대폰 시장에 재진입했다. 이로 인해 동아프리

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에 의하면 아직

카의 스마트폰 시장이 더 격렬한 경쟁체제로 들

동아프리카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3G를 사용

어설 것으로 보인다. 동아프리카의 평균 휴대폰

하는 기기이지만, 4G 사용 스마트폰의 사용이 작

보급률은 45.2%이며, 최근 젊은 세대에서 스마트

년 대비 약 50% 성장하는 등 상당히 빠르게 증가

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스마

동아프리카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약 200달러

트폰 시장의 성장이 2016년에 다소 둔화되었다.

에서 100달러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2014~2015년에는 두 자릿수였던 성장률이 2016

게 스마트폰 기기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수준이

년에 3.4%에 그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키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원래 노키아는 2005년에서 2010년 동안에 케냐

보인다.

휴대폰 시장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상당 수준 성

노키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

공적으로 동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케냐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동아프리

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제

카 국가인 우간다와 탄자니아에도 제품을 출시하

품 제조가 멈췄다. 이러한 실패를 딛고 다시 동아

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이 케냐의

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선 것이다. 특히 노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2016년에 약

키아의 휴대전화 브랜드를 흡수한 HMD Global의

2,800만대의 기기를 판매하였다. 이외에 다른 브

아프리카 담당 부장인 Joseph Umunakwe는 동아

랜드로는 애플 및 중국계 스마트폰 기업인 화웨

프리카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여전히 성장하

이, 테크노, 레노보와 프랑스계 회사인 위코 및 홍

고 있고, 노키아의 브랜드 인지도가 98%를 넘는

콩계 회사인 인피닉스가 진입한 상황이다.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노키아가 이러한 여러 회사들을 제치고 다시

응답하였다. 특히 최근 4G 네트워크가 동아프리

동아프리카 휴대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앞

카 전역에 확장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 아

으로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 기기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기업이 없다는 점

자료 : The East African, 2017.8.29.

에서 노키아의 재진입이 동아프리카 스마트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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