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 Stories: Ideas for Potential Players 

도매/소매 

판매/서비스 Rucoline Japan 주식회사

유행에 민감한 시장으로의 도전 

  그러나 RUCOLINE이 자사의 구

두를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경로가 복잡한 중소 수입업자

나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는 독자적

인 루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RUCOLINE은 대기업 상

사인 이토츄(伊藤忠)상사에 독점수

입 판매권을 주고, 동사의 유통 루

트를 활용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일

원적 판매를 단행하였다. 

 

  이토츄는 백화점내 점포를 비롯

하여 직영점도 개설, RUCOLINE

브랜드의 패션 슈즈 판매를 도모하

였다. 이토츄의 서비스는 가치있는

것이었지만, RUCOLINE 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위해

2004 년 8 월에 이토츄와의 제휴관

혁신적인 디자인은, 스포츠와 패션의 융합이다. 

 

  이탈리아제 구두는 고품질이면서 스타일도 좋아

전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일

본에서는 이탈리아제 구두의 인기가 매우 높다.

Rucoline SpA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작은 신발 제조회사이다.

1985년에 설립된 동사는 일본인 고객 사이에서 비

록 그 수는 적지만 열렬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계를 취소하고, RUCOLINE 브랜드를 자력에서 확립

하기 위해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스스로 일본 시장

의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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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페루자에 Rucoline SpA 설립 

구두의 Model 200 line을 시판 

Flagship Shops 오픈 

도쿄에 Rucoline Japan 주식회사 설립 

주요 백화점에 14개 점포 오픈 

토요우라 마코토(豊浦眞) 사장은 RUCOLINE 브랜드를 위해 가

시성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매/소매 

판매/서비스 

  일본법인 RUCOLINE JAPAN의 토요우라 마코토

사장에 의하면,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기까지는

JETRO의 대일투자 비즈니스지원센타(IBSC)내에 있

는 무료 사무실 공간을 활동 거점으로 시작하여 처

음 전시회도 JETRO가 제공한 회장에서 개최하였다

고 한다. 

  그래서, 동사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나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있는 컬렉션으로

부터 모델 슈즈를 도입하는 등 일본 시장의 요

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RUCOLINE JAPAN에 있어서, 일본 시장에 맞

는 전략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백화점 등의 유통시스템이나 상관행도 일

본과 이탈리아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일본의 유통시스템이나 상관행에 정

통한 일본인 스탭이 일본 시장의 특수성을 극복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비즈니

스 성공을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만으로는 불

충분하며, 접객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하

기 때문에 일본인 스탭의 충실한 활동이 계속적

으로 요구된다. 

 

  토요우라씨는 “구입자의 60∼70%가 재구매자

인 점에서 RUCOLINE 패션 슈즈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착실히 성장해 갈 것”이라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동 사장은 약간 높지

만 달성가능한 중기 목표로서 직영점 2개 점포

를 포함한 총 30개 점포의 연간 매출액을 10억

엔으로 제시하였다. 

이탈리아 본사의 매력적인 외관 

 

  또한 세제나 회사설립에 관한 여러가지 절차에 관

해서도 “JETRO의 어드바이저가 친절하고 자상하며

정성스럽게 지도해 주었다”고 한다. 

 

  토요우라씨에 의하면, JETRO에 의한 지원 자체가

비즈니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셈으로, “(거래기업

에) 『JETRO가 지원하고 있는 이상, RUCOLINE의 일

본진출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케 하는 효과가 있었다”

고 한다. 

 

  RUCOLINE JAPAN이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

동을 시작한 것은 회사설립(2004년 5월) 후 10개월

뒤인 2005년 3월부터로 우선 백화점내 점포의 개설

에 주력하였다. 

 

  “독특한 유통시스템이 있는 일본 국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퍼스트클래스 마켓인

백화점내에 RUCOLINE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책

이라고 생각하여 1년간 도쿄를 중심으로 14개 백화

점내에 점포를 개설하였다”(토요우라씨) 

 

  이탈리아에서 RUCOLINE는 일류 브랜드이지만, 전

술한 바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그다지 높

지 않다. 여성화의 가죽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본

고장인 이탈리아에서는 탄력 있게 세공된 가죽을 선

호하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부드러은 재질의 가죽에

인기가 집중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구매층도 일본에

서는 50세 이상의 여성 세대로 편중되어 있다. 

【회사개요】

 설립    :

 자본금  :

 종업원수:

 사업내용:

 소재지  :

 

 URL    :

 모회사  :

 

 

2004년 5월 

1000만엔 

22명 

신발의 수입, 유통, 판매 

도쿄도 치요다쿠 하야부사쵸 2-17 카네타츠빌딩 3층

(東京都千代田区隼町2-17 金辰ビル3F) 

http://www.rucoline.it/ 

Rucoline SpA (이탈리아, 종업원 10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