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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상사, 탄소중립화·디지털화 움직임 속에서
신사업모델 추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본종합상사의 실적

에 힘쓰고 있다. 일본종합상사 중 재생에너지분

(2021년 3월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야의 최고 발전용량을 자랑하는 동사는 향후 해

동안 일본 종합상사 중 수위를 지켜왔던 미쓰비

상풍력에서의 우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상사는 호주 원료탄사업과 편의점 체인인 로손

토추상사는 에이스로 구성된 신조직 ‘제8컴퍼니’

의 부진으로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

를 활용, 2020년 8월 5,000억엔을 투입하여 주

한 1,725억엔에 그쳐 수익이 동종 업계 4위로 떨

식공개매입(TOB)한 패밀리마트의 디지털화를

어졌다.

지원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패밀리마트 사

스미토모상사는 아프리카 니켈광산 등의 손실

업의 재생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 中

확대로 1,530억엔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

信銀行(CITIC)의 손실 처리도 서두를 예정이다.

다. 이에 반해 철광석과 동(銅)시황 호조로 이토

향후 새로운 광고업과 금융부문 진출 등 디지털

추상사는 실적이 전년 4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

화를 활용한 주력사업의 재건 및 활성화에 주력

며, 미쯔이물산도 동 3위에서 2위로 부상하였다.

할 방침이다.

일본종합사는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의 성장 기대

미쯔이물산은 지속적으로 자원사업의 경쟁력

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 탄소중립화·디지털화의

강화에 힘쓰는 한편 우주산업을 비롯한 프론티

메가트렌드 속에서 신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어사업에 젊은 사원들을 투입하고 있다. 스미토

ESG 투자, 지속적 성장과 고배당 요구에 대한 대

모상사는 기존 케이블사업을 기점으로 5G분야

응책 마련이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

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마루베니는 연어의 육상
양식이나 식물고기(콩으로 만든 소고기) 등 환경

ESG 투자, 지속적 성장과 고배당 요구에 

을 배려한 부가가치가 높은 식료 분야를 개척하고

대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

있다.
일본 종합상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 경쟁이

미쓰비시상사는 디지털 영역과 에너지분야의

가열되는 상황에서 향후 세력 판도에 어떤 영향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2020년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ESG에 대한 각

5,000억엔을 투자하여 재생가능 에너지(풍력)의

사의 대응력과 인재양성 전략이 경쟁력의 핵심이

발전(發電)·판매를 하는 네덜란드의 에네코를 매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 풍력발전의 노하우를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21. 6. 5.

흡수하고, 에너지 이행기의 비즈니스 기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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