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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ies:  Ideas for Potential Players

일본평의국제 주식회사
Japan Palm International Co., Ltd.

제목：장쑤성에서 물류의 거점도시인 후쿠오카시로

일본평의국제 주식회사를 후쿠오카에 설립. 상하이와 가까운 후쿠오카는 

DIY시장에 강함.
2007

중국 장쑤성에서 고무장화나 장갑, 패킹용 끈 등 홈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제조・수출하고 있는 

장쑤평의경무실업 유한공사(江蘇平義経貿 実業有限公

司, 이하 PI사로 칭함)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일본시장으로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2007년 

후쿠오카시에 일본평의국제주식회사(이하 JPI사)를 

설립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

해온 PI제품은 이미 기본적인 상품으로서 확고하게 

일본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다.

상하이에서 90분, 동경에서 90분

2000년, PI사는 상하이에 물류거점을 설립했다. 이 

당시 PI사의 매출비율은 일본이 75％, 구미가 25％

정도였다. 

일본시장을 분석한 결과, PI사의 강점―가격경쟁력, 

신속한 상품개발력, 다품종생산에 대한 대응력, 고도의 

품질관리 등―을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에도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일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에 

일본법인 JPI사를 설립했다. 

후쿠오카는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90분, 동경에서도 

동일하게 90분이 소요되어, PI사의 일본거점으로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 페리로도 불과 24시간이면 충분하다. 이 고속 

페리를 사용할 경우, 주말에도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정해진 기일과 시간에 납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JPI사는 본사가 자체공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나 적은 수량의 취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생산거점, 물류거점과 인접한 후쿠오카를 

기점으로 단기간에 납품이 가능해져, 시장의 변화에 

바로 대응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자사 생산설비에 의해 쌓아 온 실적이 신규고객을 

개척할 때도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일본평의국제 주식회사의 기본상품인 랩핑 코드 제품

장웨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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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이인삼각

현재 JPI사에는 2명의 부사장이 있다. 한 명은 중국인 

장웨이(Zhang Wei)씨. 또 한 명은 일본인 사쿠라모토 

마시히토(桜本政人)씨다. 두 사람의 친분관계는 20년에 

달한다고 한다.

2005년 경부터 PI사는 일본시장에 대한 투자, 가능

하다면 일본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쿠오카시와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PI사는 후쿠오카의 

JETRO대일투자·비즈니스 지원센터(IBSC)에 5개월 정도 

입주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법인설립이나 재류자격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후쿠오카는 대형마트의 비즈니스가 왕성하며, 후쿠오카

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은 일본시장을 커버하기 위한 

완벽한 출발점이었다. 게다가 산업이 충분히 집적되어 

있는 후쿠오카시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이 많고 인재도 풍부하다.

또한 일본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과 

품질기준이 있다.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은 그들의 상품개발에 경험으로

서 살아있다. 예를 들면 PI사는 자사의 가장 기본상품

이라고 할 수 있는 패킹용 끈에서 일본의 엄격한 

품질기준이라는 난국에 직면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안전성이나 품질기준을 통과한 

상품은 중국국내나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JPI사의 향후 목표는 2008년도 약2억 엔이었던 

매출액을 몇 년 뒤에는 10억 엔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일본의 

대형마트의 시장규모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매장, 드럭 스토어와 같은 타업종에서

도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결코 

장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형마트의 각 기업들의 상업적 재능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가격 면에서도 품질 면에서도 고객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JPI사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시장의 특징, 상(商)습관은 중국이나 구미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우선 명심해두어야 한다」고 

장웨이 부사장은 말한다. 그리고 장 부사장은 앞으로 

일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고 있다. 「일본의 시장특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적 

기관이 함께 해 줌으로써 신용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진출 초기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부사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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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의 생산거점

일본법인개요

설    립 : 2007년

자 본 금 : 2000만 엔

종업원수 : 5명

업무내용 : DIY제품의 수입판매

소 재 지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히가시히에 2-7-35 니시하라빌딩

U R L : http://www.japan-palm.com/

모 회 사 : 장쑤평의경무실업 유한공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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