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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Mitsubishi UFJ 은행, Mizuho-
Corporate 은행 등, 주요 고객과의 유대 관계로 일
본 UFIDA 소프트 엔지니어링은 착실히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 UFIDA 소프트 엔지니어링

Yan Gao 사장은 효율성과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 
성장을 기대한다.

일본 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UFIDA 소프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설립

일본에서의 해외 시스템 개발 영업 개시　

주식회사 NTT DATA로부터 첫 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받음

본사 CMM level 5 인증 취득 

본사 CMMi level 5 인증 취득

2004년

2004년

2004년

2004년

2006년

UFIDA(用友軟件) 그룹은 중국 최대의 독립 소

프트웨어 벤더(vendor)이다. 60개 이상의 자회사

를 거느리며, 중국 내의 재무·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통합 기

간 업무)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린다. 

중국 국내 기업이던 UFIDA가 세계적인 사업 전

개를 지향하게 된 것은 2003년 신 경영 계획을 책

정한 이후이다. 활동 범위를 아시아에서 구미 지역

으로 넓혀, 세계 톱 레벨의 IT기업을 목표로, 웅대

한 세계 전략의 첫걸음을 일본에 내딛었다. UFIDA

의 일본 진출에는 최근 수년 간, IT업계에서 일중

(日中) 간 교류가 진전을 보인 것도 힘이 되었다. 

2004년 1월 설립된 일본 UFIDA 소프트 엔지

니어링은 Yan Gao(高岩) 사장을 비롯하여 사원 

25명과 관련 회사 스탭을 포함해 약40명으로 구

성되었다. 회사 설립 수속 일체를 맡게된 Gao(高) 

씨는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걱정이었다고 

한다. 

Gao 씨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JETRO

가 다이렌(大連)에서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상담회였다. JETRO에는 대일 투

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IBSC)라는 지원 부문이 

있어, 첫 활동 거점으로 무료 오피스 스페이스를 제

공하며, 회사 설립 등에 관한 상담 업무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ao 씨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JETRO를 방문했다.

JETRO가Gao 씨에게 제공한 오피스 스페이스

에는 전화와 FAX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입 수속 없

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 수속

에 관한 영문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 “본사에 설명

할 때에도 편리했으며, 시간적으로도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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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북쪽에 위치한UFIDA 소프트웨어 단지의 제1 단계 건설은 
2006년 말에 완성된다. 

2004년 1월 

5,000만엔 

25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컨설팅 

Toranomon Mori Bldg. No.10 10F, 1-18-
1 Toranomon, Minato-ku, Tokyo 

http://www.ufida.co.jp/ 

UFIDA(用友軟件)공정 유한 공사(베이징, 종업원 
수: 510명)

일본에서의 업무 활동 

설립: 

자본금: 

종업원 수:

사업 내용:

소재지:

URL:  

본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다이렌에서 열린 상담회

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면, 회사 설립은 물론, 사업 

시작도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Gao 씨는 말한

다.

UFIDA는 일본 법인 설립 후 2년 반 동안, To-

kyo-Mitsubishi UFJ 은행, Mizuho-Corpo-

rate 은행과 제휴하였으며, NTT DATA와 합작 회

사를 설립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본의 대

기업과 손을 잡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이 

UFIDA그룹의 대일 전략으로, 착실한 영업 활동이 

서서히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UFIDA그룹

의 기술력과 개발력 또한, 일본 기업에서 평가받고 

있다.

UFIDA그룹은 일본 법인 설립 당시, 일본 시장

에서의 매상 목표를 “3-4년 후, 20억엔”이라 설정

했다. 2005년도 수지는 거의 동액이었으며, 2006

년도 매상은 6~7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목표 달

성을 위해서는 더 한층 노력 해야겠지만, Gao 씨

는 “지금까지의 순조로운 추이로 보아, 앞으로도 한

걸음 씩 견실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신있는 해외 개발 분야에서의 라이벌은 주로 구

미 계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이다. Gao 씨

는 “일본 기업의 해외 개발로서는 지리적으로도 중

국 기업이 유리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일본 시장에서의 업무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UFIDA소프트 엔지니어링의 현 지용으로는 수

적으로 부족한 인상을 받지만, 본사UFIDA 소프트 

엔지니어링에는 일본 시장을 겨냥한 총 200명의 개

발 부대가 대기하고 있다. 

“고품질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에

게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즈(customize) 개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UFIDA소프트 엔지니어

링과 일본 법인의 기업 경영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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