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 Stories: Ideas for Potential Players 

제조 

Lactalis Japon 판매/서비스 

글로벌 유제품 기업, 일본 시장에 커다

란 첫걸음을 내딛다 

  그는 또한 “일본에서는 상사나 도매상이 소매업

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게 일본시장 진출

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Lactalis Japon은 주력 브랜드인 “Président”에

대해 프랑스의 대표적 미네랄워터 기업인 Evian등

과 거래실적이 있는 이토츄(伊藤忠)상사를 총대리

점으로 지명하고, 업무용 치즈에 대해서는 미츠비

시(三菱)상사에 판매를 일임하였다. 

 

  원래 Lactalis는 수입·판매 모두를 동사에서 도맡

아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

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시장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세금면에서 장점이 있는 주재원사무소

쪽이 유리하다는 어드바이스를 JETRO로부터 받

고, 법인세 적용 제외대상인 주재원사무소를 2004

년 10월에 설립하였다. 이 밖에도 Lactalis는 법·세

제 등 여러가지 유익한 조언을 JETRO로부터 받았

다. 

 

  “일본에서 새로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JETRO의 지원은 절대적이다”라고 부에씨는 힘주

어 얘기한다. 그는 사무소 설립까지의 수개월 동안

무료로 사무실 공간 및 전화나 컴퓨터 회선을 제

공받는 등, “JETRO로부터 200%에 가까운 다양한

지원을 받았으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JETRO의 IBSC에 입주함에 따라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신용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비즈니

스가 한결 쉬워졌다”고 한다. 

주력 브랜드인 “PRÉSIDENT”는 전세계 매출의 20%을 차지한다.

  프랑스에 거점을 두고 있는 Groupe Lactalis은

148개국, 5대륙에 걸쳐 치즈, 우유, 버터 등 유제품

의 제조·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동사는 주로 M&A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전략을 추진해 온 세계 제2위의

치즈 제조회사이지만, 일본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

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국내의 상사와 제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일본인과 함

께 해야한다”고 Lactalis 일본 주재사무소 대표인 제

롬·부에(Jérôme Bouhet)씨는 이야기한다. 

1933

1968

1999

2003

2004

2005

André Besnier가 치즈 제조업체인 Besnier S.A.를 설립 

카망베르 치즈 브랜드 “Président”를 시판 

Groupe Lactalis로 회사명 변경 

이탈리아·치즈 Invernizzi를 인수 

그룹 매출액 57억 유로 

Lactalis Japon은 10월부터 JETRO 대여 오피스내에서 업무개시 

Lactalis 일본 주재사무소 3월에 오픈 

Lactalis 일본 주재사무소 대표인 제롬·부에(Jérôme Bouhet)씨

는 시장을 잘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조 

판매/서비스 

  주재원사무소 형태로는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

지만, Lactalis 의 경우, 사무소는 마치 “통역자”와 같

은 역활을 다함으로써 일본인에게는 프랑스의 치즈

를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전달하고, 프랑

스 본사에는 통찰력이 있는 일본의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히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Lactalis Japon에서는 브랜드를 일반소

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점포내에서의 상

품 설명이나 시식회 등의 프로모션 활동과 치즈

에 관한 지식의 보급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카

망베르의 역사, 유기체인 치즈의 자르는 방법이

나 보존 방법, 치즈에 맞는 술의 소개 등 다양

한 정보를 팜플렛이나 책자로 정리하고 있으며,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유명한 빵가게와 제휴하

여, 치즈와 빵이라는 절묘한 배합을 통하여 상

품 판매를 촉진할 계획도 진행중이다. 

 

  일본에서의 기반이 확립됨에 따라, 상품군의

확대도 염두해 두고 있다. Lactalis가 2003년에

인수한 이탈리아·치즈 Invernizzi를 앞으로는 적

극적으로 판매해 갈 예정이며 가까운 대기업 상

사와 대리점 계약을 한다고 한다. 

 

  프랑스 기업이 일본에서의 브랜드 확립을 보

다 신속히 하는 지름길은 일본 국내의 소매업자

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Lactalis는

(일본 상사와의 제휴로)지명도를 올리는 것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의 큰 단계

를 눈여겨 보고 있다.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일

본에서의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 것이다. “상사와

의 제휴로 향후의 공장 설립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에씨는 이야기한다. 

 

  Lactalis는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그

대로 일본에서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고,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조사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아

시아 시장에 대한 대책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사는 고품질 치즈로서 일본에서의 평가가 높아지기를 기

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 고객대상으로 “Président” 카망베르

치즈는 보통 사이즈의 약 반정도인 145g으로 판매되

고 있고, 둥근 목제의 패키지도 일본 시장용으로만

제작되고 있다. 일본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

이즈, 두번째는 품질, 세번째는 가격”이며, “깨끗한

포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부에씨는 말한다. 

 

  일본에서의 자연산 치즈의 연간 소비량은 4만톤, 1

인당 섭취량은 약 300g. Lactalis에서는 “Président”
치즈류의 매출 목표를 향후 5년간 5배인 2천톤으로

잡고 있다. 또한 “Président”·브랜드를 취급하는 백화

점이나 고급 수퍼마켓의 점포수를 현재의 200점포에

서 2년후에는 500점포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한다.

단, 이것은 유럽 치즈의 대표적 제조회사인 Lactalis
가 일본의 한정된 치즈 시장의 쉐어를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Lactalis는 일본의

치즈 시장 자체를 크게 형성해 가고자 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칼슘의 섭취량의 낮은 일본인에게 건강면에서의 치

즈의 효용성을 설명하고, 맛 자체를 즐기게 하고 싶

다고 부에씨는 말한다. 그는 또한 높은 품질이나 신

상품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 또는 부유층에게

Lactalis의 상품은 반드시 어필될 수 이쓴 제품이라고

확신하며, “일본의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될 여지가 있

다”고 이야기한다. 

 

【회사개요】

 설립    :

 자본금  :

 종업원수:

 사업내용:

 

 소재지  :

 

 URL    :

 모회사  :

 

 

2005년 3월 

없음(주재원사무소) 

2명 

유제품 제조·판매(Président 및 Invernizzi, Société, 

McLelland의 브랜드를 포함)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2-2-8 DF빌딩 4층

(東京都港区南青山2-2-8 DFビル4階) 

http://www.lactalis.com/ 

Groupe Lactalis (프랑스, 종업원 20,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