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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기기기(電機)업계, 코로나19 이후 서플라이체인
분산화 추진
타업종에 비해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온 일

와 고객 데이터의 실시간 파악 등 서플라이 체인

본 전기기기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서플라이 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의 취약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4차 산업

특히 자동화, 디지털화 등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

혁명의 물결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화의 가

존 해외진출국의 저임금이나 저비용의 매력이 상

속화와 자동화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는 인식을

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거점의 일본내회

갖게 되었다. 일본 전기기기업계는 코로나19 이

귀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캐논의

후의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

경우 주력인 오이타(大分)공장을 중심으로 나가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키현(2009)과 미야기현에 신공장(2019)을 건설
하는 등 일본내 디지털카메라 생산체제를 구축한

디지털화, 사업재평가, 해외M&A 등을 통한

바 있다. 동사는 셀생산방식 개발 등의 혁신을 통

생산거점 재편에 중점

해 자국내 생산비율을 2013년 43%에서 금년 3월
말에는 65%로 높였다.

첫째, 서플라이체인 재구축과 디지털화 가속화

둘째, 사업재편을 확대하고 해외M&A도 적극

를 활용한 생산거점 재편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재평가 기준을

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기기기업계는 1980년대에

명확히하고, 해외M&A의 타깃 리스트를 준비하

는 미·일 무역마찰과 엔화강세 회피, 2000년대에

는 등 사업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는 값싼 인건비를 추구하며 타업종에 비해 일찍

방침이다. 일본의 전기기기업체들은 구·미업체

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0년대

들에 비해 내부유보가 많고 재무건전성이 뛰어

에는 자동화와 서플라이체인 재구축을 위한 생산

나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업들의 서플라이체

거점 재편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생산거점과 조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일본업체의 경우 제품생

달선 분산화를 위해서 M&A는 유효한 수단이 될

산을 위한 장비 및 부품소재의 생산거점이 미국,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전기기기업체들은 경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5개국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성의 지원금, 일본정책투자은행의 긴급융자,

따라서 미·중마찰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경

국제협력은행의 융자를 사업재편이나 M&A에 적

험으로 향후 생산거점 국가나 조달처를 복수화하

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등 분산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자료 : 「週刊ダイヤモンド」, 2020.7.18.

다. 동시에 공장 현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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