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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웹사이트

미쓰비시상사의 사업활동과 환경・CSR, 투자가 정보, 

채용 정보 등의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 비디오’, 사회공헌 활동과 역사,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mitsubishicorp.com/global

MC라이브러리

http://www.mitsubishicorp.com/jp/en/mclibrary

본 지는 친환경적인 FSC®삼림 인증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MITSUBISHI CORPORATION 2014

개요
기업이념/연혁

경영전략 2015

글로벌네트워크

조직체제

부문 / 영업그룹 소개

환경・CSR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내부통제 시스템

Compliance

임원

재무 Highlight

주요 연결자회사 및 관련회사

비즈니스서비스부문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신산업금융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

금속그룹

기계그룹

화학품그룹

생활산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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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개요

기업이념 - 삼강령（三綱領）

미쓰비시상사는 일본국내 및 해외 약90개국에 200개가 넘는 거점을 가지고 있으며, 600사 이상의 연결

대상회사와 더불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최대의 종합상사입니다.

지구환경・인프라사업, 신산업금융사업, 에너지사업, 금속, 기계, 화학품, 생활산업의 7개 그룹에 비즈

니스서비스부문을 추가한 체제로, 폭 넓은 산업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뿐만이 아니라 사업파

트너와 함께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개발과 생산제조 등의 역할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항상 공명정대하고 품격있는 행동을 신조로 삼아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

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소기봉공（所期奉公）
기업활동을 통해 보다 윤택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 유한한 지구환경의 유지에도 공헌한다 .

처사광명（処事光明）
공명정대하고 품격있는 행동을 명심하며 활동의 공개성 , 

투명성을 견지한다 .

입업무역（立業貿易）
전 세계적 , 우주적 시야에 입각한 사업전개를 목표로 한다 .

（2001 년 1 월 , 미쓰비시그룹의 각 회사로 구성된 ‘미쓰비시금요회’ 
에서 발표된 현대적인 해석）

설립~1970년대

1954년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가 새롭게 발

족하여 도쿄,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1967년 미쓰비시상사의 첫 경영계획을 발표. 

1968년 첫 대형투자인 브루나이 LNG개발사

업 투자결정. 호주 및 캐나다의 철광석과 원료

탄, 멕시코 염전사업으로 대표되는 단순한 상

거래가 아닌 개발투자형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

으로 전개. 1971년 영문 회사명을 ‘Mitsubishi 

Coporation’으로 하였다.

1990년대

1992년 ‘건전한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를 목표

로 한 경영방침 발표. 연결중시와 자산의 우량화

를 추진함과 동시에 조직과 인재의 글로벌화를 

강화. 1998년 경영계획 ‘MC2000’을 책정하여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분야의 강화, 고객지

향 중시 방침을 내세우고 기초다지기에 착수하

였다.

2000년대 이후

2001 년 경영계획 ‘MC2003’을 책정 . Value 

Chain의 확대 및 수익력 강화와 더불어 신규

사업창출을 중점 시책으로 하는 등 ‘공격경영’

으로 전환 . 2004 년 경영계획 ‘INNOVATION 

2007’을 책정. 2007년 이노베이션사업그룹, 

신산업금융사업그룹을 신설. 2008년 경영계획 

‘INNOVATION 2009’을 발표. 2009년 이노베

이션사업그룹을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전사개발

부문을 설치. 2010년 4월 기업개발부문을 지구

환경사업개발그룹 및 비즈니스서비스그룹으로 

확대 개편. 2010년 7월 경영계획 ‘중장기 경영

계획 2012’를 발표. 수익모델의 다양화를 바탕

으로 한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경영인프라를 정

비. 2013년 5월에는 ‘경영전략 2015’를 발표

하였다.

1980년대

새로운 수익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의 합리화

와 효율화에 착수. 1986년 사내에서 매출액보

다 수익을 중시하는 방침을 철저히 한 경영계획 

‘K-PLAN’을 책정. 1989년 런던 증권거래소

에 상장하였다.

연혁

‘삼강령’은 미쓰비시 4대 사장 이와사

키 고야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1934년

에 舊 미쓰비시상사의 행동지침으로 제

정되었습니다.

舊 미쓰비시상사는 1947년에 해산되었

지만, 삼강령은 미쓰비시상사의 기업이

념이 되어 그 정신은 임직원의 마음 속

에 숨쉬고 있습니다. 또한 삼강령은 미

쓰비시그룹에 있어서 경영의 근본 이념

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미쓰

비시그룹의 각 회사들은 같은 전통과 이

념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절차탁마의 자

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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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2015 2020 년을 바라보며

OUR VISION　 2020 년경의 미쓰비시상사의 모습

○ 자원 분야

   지분생산량 배가
○ 비자원 분야

   수익수준 배가

LNG: 700 만톤
원료탄 : 2,000 만톤
동 : 25 만톤 약 1,800 억엔

2012 년도 2012 년도2020 년경 2020 년경

미쓰비시상사는 2013년부터 새로운 지침으로 ‘경영전략 2015~2020년을 바라보며~’를 책정하였습니

다. 

미쓰비시상사의 수익모델과 외부환경이 크게 변하는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서 2020년 경을 주시하여 성

장이미지를 정하고, 성장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경영방침과 그 방법으로서 사업전략과 시

장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쓰비시상사의 가치를 ‘다방면에 걸친 수익모델, 산업, 지역, 분야에 알맞게 분산한 포

트폴리오에 입각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상승 포텐셜을 가지는 수익 구

조’ 라고 재인식하여,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성장이미지의 구현

을 목표로 함으로써 미쓰비시상사의 가치향상을 추구합니다.

성장이미지

사업규모의 배가

○‘더욱 강한 사업’,   

‘강해지는 사업’에 집중

○ 강한 사업군의 육성

○ 자원과 비자원의 투자 비

율 50:50

사업영역 수

그 중 , 200 억엔
이상의 이익을 내
는 사업영역의 수

그 중 , 100~200
억엔의 이익을 내
는 사업영역의 수 

2012 년도 2020 년경

포트폴리오의 이미지

‘적절한 분산’과 
‘여러 강한

사업’

사업전략・시장전략

사업전략 시장전략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화

아시아 시장을 주시하며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더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전사의 이니셔티브로 삼고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척 및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 업무’

（=전사R&D）강화를 목적으로 1,000억엔（3년간）의 투자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 갱신 및 확장투자와 추진중인 안

건의 수익화를 향한 준비단계로의 

이행

○ 생산성의 향상, 조업 및 개발 비용

의 개선에 더욱 주력하면서 사업

을 추진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실현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원재료 수요 

대응

○ 식량: 미주지역으로부터의 식량자원 

공급원 확대

○ 금속자원・에너지 자원：급속도로 성

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눈여겨 보며, 

호주, 아시아, 미주, 러시아, 서아프

리카 등에서의 공급원 확보 및 개발과 

더불어 아시아에 판매전략기능을 이전

○ 비료: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한 비료자

원 개발

○ 여러 규모있는 강한 사업을 만든

다는 장기적인 목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규투자를 

확대

○ 유망 사업에 경영자원을 선택적으

로 투입

○ 자동차 관련, 식량・식품, 소비자 

관련, 전력 관련, Life Science, 

셰일가스 다운스트림 관련, 에셋

매니지먼트사업 등의 분야에서 사

업기회를 추구서 사업기회를 추구

아시아 시장에서의 Multi-Localization

○ 식품유통：유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

시아에서 소매업을 기점으로하는 사업

전개

○ 자동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현지화 추진

자원분야

Global base

의 공급원확보

비자원분야

아시아권

에서의 

인사이더화

○ 모든 Stakeholder의 요청과 기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통해 일본과 세계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경제가치’뿐아니라 ‘사회가치’, ‘환경가치’를 포함한 ‘지속적

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적절히 분산된 여러 강한 사업분야를 보유하는 종합상사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해, 지속적인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통해 ‘강한 사업’, ‘강해지는 사업’을 선별하

고 확대함

기본방침

○ 안정적인 수익기반의 향상을 위해 평균적인 연간 투자규모는 중기경영계획 전반(3연

간 2~2.5조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 Peak out & None core사업을 포함하여, 자산내역의 개선작업을 가속화 한다.

투자방침

○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주주환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본배당’과 ‘수익연동배당’

의 2단계 주주환원방식을 도입한다.

○ 보수적인 통상이익수준인 3,500엔에 기초하여, 안정배당을 산정한다.

주주환원방침

○ 보다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으로써 투자는 이익범위내에서 증대시킨다(투자계획

은 보수적인 통상이익수준인 3,500억엔에 기초하여 책정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ROE 12~15％ 수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재무방침

2015 년까지의 경영방침

적절히 분산된 여러 강한 사업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미쓰비시상사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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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2015 2020 년을 바라보며

OUR VISION　 2020 년경의 미쓰비시상사의 모습

○ 자원 분야

   지분생산량 배가
○ 비자원 분야

   수익수준 배가

LNG: 700 만톤
원료탄 : 2,000 만톤
동 : 25 만톤 약 1,800 억엔

2012 년도 2012 년도2020 년경 2020 년경

미쓰비시상사는 2013년부터 새로운 지침으로 ‘경영전략 2015~2020년을 바라보며~’를 책정하였습니

다. 

미쓰비시상사의 수익모델과 외부환경이 크게 변하는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서 2020년 경을 주시하여 성

장이미지를 정하고, 성장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경영방침과 그 방법으로서 사업전략과 시

장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쓰비시상사의 가치를 ‘다방면에 걸친 수익모델, 산업, 지역, 분야에 알맞게 분산한 포

트폴리오에 입각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상승 포텐셜을 가지는 수익 구

조’ 라고 재인식하여,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성장이미지의 구현

을 목표로 함으로써 미쓰비시상사의 가치향상을 추구합니다.

성장이미지

사업규모의 배가

○‘더욱 강한 사업’,   

‘강해지는 사업’에 집중

○ 강한 사업군의 육성

○ 자원과 비자원의 투자 비

율 50:50

사업영역 수

그 중 , 200 억엔
이상의 이익을 내
는 사업영역의 수

그 중 , 100~200
억엔의 이익을 내
는 사업영역의 수 

2012 년도 2020 년경

포트폴리오의 이미지

‘적절한 분산’과 
‘여러 강한

사업’

사업전략・시장전략

사업전략 시장전략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화

아시아 시장을 주시하며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더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전사의 이니셔티브로 삼고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척 및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 업무’

（=전사R&D）강화를 목적으로 1,000억엔（3년간）의 투자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 갱신 및 확장투자와 추진중인 안

건의 수익화를 향한 준비단계로의 

이행

○ 생산성의 향상, 조업 및 개발 비용

의 개선에 더욱 주력하면서 사업

을 추진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실현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원재료 수요 

대응

○ 식량: 미주지역으로부터의 식량자원 

공급원 확대

○ 금속자원・에너지 자원：급속도로 성

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눈여겨 보며, 

호주, 아시아, 미주, 러시아, 서아프

리카 등에서의 공급원 확보 및 개발과 

더불어 아시아에 판매전략기능을 이전

○ 비료: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한 비료자

원 개발

○ 여러 규모있는 강한 사업을 만든

다는 장기적인 목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규투자를 

확대

○ 유망 사업에 경영자원을 선택적으

로 투입

○ 자동차 관련, 식량・식품, 소비자 

관련, 전력 관련, Life Science, 

셰일가스 다운스트림 관련, 에셋

매니지먼트사업 등의 분야에서 사

업기회를 추구서 사업기회를 추구

아시아 시장에서의 Multi-Localization

○ 식품유통：유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

시아에서 소매업을 기점으로하는 사업

전개

○ 자동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현지화 추진

자원분야

Global base

의 공급원확보

비자원분야

아시아권

에서의 

인사이더화

○ 모든 Stakeholder의 요청과 기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통해 일본과 세계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경제가치’뿐아니라 ‘사회가치’, ‘환경가치’를 포함한 ‘지속적

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적절히 분산된 여러 강한 사업분야를 보유하는 종합상사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해, 지속적인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통해 ‘강한 사업’, ‘강해지는 사업’을 선별하

고 확대함

기본방침

○ 안정적인 수익기반의 향상을 위해 평균적인 연간 투자규모는 중기경영계획 전반(3연

간 2~2.5조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 Peak out & None core사업을 포함하여, 자산내역의 개선작업을 가속화 한다.

투자방침

○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주주환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본배당’과 ‘수익연동배당’

의 2단계 주주환원방식을 도입한다.

○ 보수적인 통상이익수준인 3,500엔에 기초하여, 안정배당을 산정한다.

주주환원방침

○ 보다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으로써 투자는 이익범위내에서 증대시킨다(투자계획

은 보수적인 통상이익수준인 3,500억엔에 기초하여 책정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ROE 12~15％ 수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재무방침

2015 년까지의 경영방침

적절히 분산된 여러 강한 사업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미쓰비시상사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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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7 월 1 일 현재）

미쓰비시상사는 일본국내 및 해외 약 90개국에 200개가 

넘는 거점을 보유하고 600사 이상의 연결대상회사와 더불

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일본국내

동아시아

중동・중앙아시아

아시아・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본사

※ 거점 소재지에 표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소 및 일본 내 분실(Annex office）제외）

● 본사: 도쿄

● 일본국내 사무소：29개 소
（18개 분실（Annex office） 포함） 

● 해외 사무소：193개 소
（33개 프로젝트 사무소 포함）

지역 총괄 구분

【일본국내】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니가타

도야마

시즈오카

오사카

다카마쓰

히로시마

후쿠오카

나가사키

나하(오키나와)

【북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워싱턴

달라스

피츠버그

보스톤

투손(애리조나 주)

밴쿠버

토론토

멕시코시티

케레타로(케레타로 주)

【중남미】

과테말라

파나마시티

키토

리마

라파스

보고타

산티아고

카라카스

푸에르토오르다스

아순시온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벨루오리존치

산토스

【유럽・아프리카】

런던

마드리드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밀라노

오슬로

프라하

스톡홀름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베오그라드

아테네

소피아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유즈노사할린스크

키예프

요하네스버그

다카르

카사블랑카

아비장

알제

라고스

튀니스

마푸투

나이로비

아디스아바바

다르에스살람

【중동・중앙 아시아】

이스탄불

앙카라

바쿠

아시가바트

타슈켄트

아스타나

알마티

두바이

카이로

텔아비브

라말라

암만

리야드

제다

알코바르

바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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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콜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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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피도

방콕

핫야이

쿠알라룸푸르

빈툴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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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다르베리세가완

(브루나이)

마닐라

누메아

【동아시아】

울란바토르

북경

청두

충칭

광저우

선전

무한

천진

샤먼

난징

칭다오

상하이

다롄

심양

홍콩

타이페이

【아시아・대양주】

카라치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멜버른

시드니

퍼스

브리즈번

마운트웨이벌리

오클랜드

서울

광양

포항

당진

거점 소재지

세계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시대에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

하고 필요한 리스크관리를 행하는 한편 , 성장 기회에 대해서는 신속

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활동의 기반은 세계 90 여개국에 펼쳐진 200 개 이상의 거

점 , 600 사 이상의 연결대상회사로 이루어진 미쓰비시상사의 글로

벌네트워크입니다 .

미쓰비시상사의 글로벌네트워크에서 ‘전사거점장’은 , 사장이 임

명한 각국 및 지역에서의 미쓰비시상사그룹의 대표로서 , 최전선에

서 정보발신과 더불어 미쓰비시상사그룹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또한 미쓰비시상사에서는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지역통괄’을 두

고 지역공통과제의 해결 및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일본국내 및 해외를 6 지역

（북미 , 중남미 , 유럽・아프리카 , 중동・중앙아시아 , 동아시아 , 아

시아・대양주）로 구분하고 , 각각의 지역통괄이 지역 내의 거점을 총

괄하고 연결 경영활동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전사거점장들과 지역통괄 더불어 연결대상회사들이 하나가 되어 

각국 및 지역의 특성에 맞춘 역할분담을 행하면서 ‘지속적인 기업가

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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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7 월 1 일 현재）

미쓰비시상사는 일본국내 및 해외 약 90개국에 200개가 

넘는 거점을 보유하고 600사 이상의 연결대상회사와 더불

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일본국내

동아시아

중동・중앙아시아

아시아・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본사

※ 거점 소재지에 표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소 및 일본 내 분실(Annex office）제외）

● 본사: 도쿄

● 일본국내 사무소：29개 소
（18개 분실（Annex office） 포함） 

● 해외 사무소：193개 소
（33개 프로젝트 사무소 포함）

지역 총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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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즈노사할린스크

키예프

요하네스버그

다카르

카사블랑카

아비장

알제

라고스

튀니스

마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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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활동의 기반은 세계 90 여개국에 펼쳐진 200 개 이상의 거

점 , 600 사 이상의 연결대상회사로 이루어진 미쓰비시상사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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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의 글로벌네트워크에서 ‘전사거점장’은 , 사장이 임

명한 각국 및 지역에서의 미쓰비시상사그룹의 대표로서 , 최전선에

서 정보발신과 더불어 미쓰비시상사그룹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또한 미쓰비시상사에서는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지역통괄’을 두

고 지역공통과제의 해결 및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일본국내 및 해외를 6 지역

（북미 , 중남미 , 유럽・아프리카 , 중동・중앙아시아 , 동아시아 , 아

시아・대양주）로 구분하고 , 각각의 지역통괄이 지역 내의 거점을 총

괄하고 연결 경영활동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전사거점장들과 지역통괄 더불어 연결대상회사들이 하나가 되어 

각국 및 지역의 특성에 맞춘 역할분담을 행하면서 ‘지속적인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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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감사

주주총회

사장실회

감사회

이사회

（2014 년 7 월 1 일 현재）

조직체제

비즈니스서비스부문 

CEO 오피스

IT서비스사업본부
IT기획부

감사부

경영기획부

감사실

홍보부

총무부

환경・CSR추진부

법무부

인사부

기획업무부

글로벌섭외부

경제협력부

로지스틱스총괄부

주계부

리스크매니지먼트부

재무부

재무개발부

IR부

비즈니스서비스부문

Corporate Staff 부문

Governance・ 
보수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사업전략회의

시장전략회의

Compliance 위원회

환경・CSR 위원회

HRD 위원회

공시위원회

시장전략담당

Chief Compliance 

Officer

환경・CSR 담당

Chief Information 

Officer

지구환경・인프라사업 
그룹

신산업금융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

금속그룹

기계그룹

화학품그룹

생활산업그룹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CEO오피스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관리부
환경사업본부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
인프라사업본부

신산업금융사업그룹CEO오피스
신산업금융사업그룹관리부
에셋매니지먼트사업본부
산업금융사업본부
개발건설본부
물류본부

에너지사업그룹CEO오피스
에너지사업그룹관리부
석유・가스탐광개발사업본부
천연가스사업본부
석유사업본부
탄소・LPG사업본부

금속그룹CEO오피스
금속그룹관리부
철강제품본부
금속자원트레이딩본부
금속자원본부

기계그룹CEO오피스
기계그룹관리부
산업기계사업본부
선박・우주항공사업본부
자동차사업본부
이스즈사업본부

화학품그룹CEO오피스
화학품그룹관리부
피닉스부
사우디석유화학사업부
범용화학품제 1 본부
범용화학품제 2 본부
기능화학품본부
Life Science 본부

생활산업그룹CEO오피스
생활산업그룹관리부
해외시장본부
리테일본부
생활상품본부
생활원료본부

※본사의 조직체제입니다 .

비즈니스서비스부문

IT서비스사업본부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은 회사 전체의 IT 전략부터 IT 에 

관한 개별전략 , 기획 , 개발 , 운용까지 일괄적으로 담

당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 환경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 , 디지털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기업활동에 관한 IT 의 중요성은 점점 높

아지고 있고 , 사업확대의 Tool 로써 더욱 효과적인 IT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본 부문은 컨설팅 , 시스템 및 IT 인프라의 구축 등 IT

의 업스트림으로부터 다운스트림까지의 통합적인 기능

제공을 통해 미쓰비시상사그룹의 기업 및 고객기업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업무개혁 , 사업전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또한 IT 니즈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선

진적이고 최적화된 IT 기능을 정비하고 강화함으로써 기

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확대에 공헌하겠습니다 .

미쓰비시상사그룹의 기업 및 미쓰비시상사의 고객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 비즈니스 프로세

스의 개선 및 기업가치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투자처 및 파트너와의 협업 아래 컨설

팅에서 시스템 개발, 운용, 아웃소싱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선진적인 IT기술 및 활용사례의 도입이나 개발지원을 통해 IT관련 비즈니스의 

확대와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SI사업, IT아웃소싱 사업 추진

● 컨설팅사업, BPO사업 추진

● 첨단기술・활용사례를 통한 사업지원

● 해외（자동차사업・아시아시장・리테일사업）, 국내의 사업투자처로의 IT지원・활용 추진

● 인도 Tata Consultancy Services（TCS）사와 협업・연계 추진

IT기획부

미쓰비시상사의 IT시스템・IT인프라 등 회사 전체의 IT시책의 전략 및 기획, 투자 및 경비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미쓰비시

상사그룹의 사업 니즈 다양화와 글로벌화 및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연결기반으로써 회사 전체 IT시책을 전개함과 동

시에 IT내부통제 및 정보 보호 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합니다.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 비즈니스

조직 1 본부（2 부）/1 부
비즈니스서비스부문 CEO 오피스

■ IT서비스사업본부
IT 서비스사업기획부 , IT 관련서비스개발부　IT기획부

인도Tata Consultancy services와의 합작회사 설립

미쓰비시상사와 인도의 최대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인 Tata Consultancy Services（TCS）는, 일본에서의 IT

서비스사업을 통합하여 新회사（일본 Tata Consultancy 

Services）를 설립하였습니다. 新회사에는 IT프론티어 법

인（미쓰비시상사100% 출자, ITF）, TCS일본법인, 미쓰비

시상사와 TCS일본법인의 합작회사 3개 회사가 통합되었고 

2014년 7월 1일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새로운 회사의 

출자비율은 TCS 51%, 미쓰비시 상사49%）.

新회사는 미쓰비시상사와 舊ITF가 일본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객대응력을 활용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 전개하는 TCS의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IT서비스를 제

공하여 일본계 기업의 해외사업진출을 강력하게 지원합니

다.

최첨단 도시형 데이터센터 개설

최신형 내진장치와 도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하는 완전외기공조설비를 갖춘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약 30년에 걸쳐 고객의 IT자산을 안

전하게 보관해 온 운영실적과 더불어 재해, 환경, 보

안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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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감사

주주총회

사장실회

감사회

이사회

（2014 년 7 월 1 일 현재）

조직체제

비즈니스서비스부문 

CEO 오피스

IT서비스사업본부
IT기획부

감사부

경영기획부

감사실

홍보부

총무부

환경・CSR추진부

법무부

인사부

기획업무부

글로벌섭외부

경제협력부

로지스틱스총괄부

주계부

리스크매니지먼트부

재무부

재무개발부

IR부

비즈니스서비스부문

Corporate Staff 부문

Governance・ 
보수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사업전략회의

시장전략회의

Compliance 위원회

환경・CSR 위원회

HRD 위원회

공시위원회

시장전략담당

Chief Compliance 

Officer

환경・CSR 담당

Chief Information 

Officer

지구환경・인프라사업 
그룹

신산업금융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

금속그룹

기계그룹

화학품그룹

생활산업그룹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CEO오피스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관리부
환경사업본부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
인프라사업본부

신산업금융사업그룹CEO오피스
신산업금융사업그룹관리부
에셋매니지먼트사업본부
산업금융사업본부
개발건설본부
물류본부

에너지사업그룹CEO오피스
에너지사업그룹관리부
석유・가스탐광개발사업본부
천연가스사업본부
석유사업본부
탄소・LPG사업본부

금속그룹CEO오피스
금속그룹관리부
철강제품본부
금속자원트레이딩본부
금속자원본부

기계그룹CEO오피스
기계그룹관리부
산업기계사업본부
선박・우주항공사업본부
자동차사업본부
이스즈사업본부

화학품그룹CEO오피스
화학품그룹관리부
피닉스부
사우디석유화학사업부
범용화학품제 1 본부
범용화학품제 2 본부
기능화학품본부
Life Science 본부

생활산업그룹CEO오피스
생활산업그룹관리부
해외시장본부
리테일본부
생활상품본부
생활원료본부

※본사의 조직체제입니다 .

비즈니스서비스부문

IT서비스사업본부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은 회사 전체의 IT 전략부터 IT 에 

관한 개별전략 , 기획 , 개발 , 운용까지 일괄적으로 담

당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 환경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 , 디지털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기업활동에 관한 IT 의 중요성은 점점 높

아지고 있고 , 사업확대의 Tool 로써 더욱 효과적인 IT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본 부문은 컨설팅 , 시스템 및 IT 인프라의 구축 등 IT

의 업스트림으로부터 다운스트림까지의 통합적인 기능

제공을 통해 미쓰비시상사그룹의 기업 및 고객기업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업무개혁 , 사업전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또한 IT 니즈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선

진적이고 최적화된 IT 기능을 정비하고 강화함으로써 기

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확대에 공헌하겠습니다 .

미쓰비시상사그룹의 기업 및 미쓰비시상사의 고객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 비즈니스 프로세

스의 개선 및 기업가치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투자처 및 파트너와의 협업 아래 컨설

팅에서 시스템 개발, 운용, 아웃소싱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선진적인 IT기술 및 활용사례의 도입이나 개발지원을 통해 IT관련 비즈니스의 

확대와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SI사업, IT아웃소싱 사업 추진

● 컨설팅사업, BPO사업 추진

● 첨단기술・활용사례를 통한 사업지원

● 해외（자동차사업・아시아시장・리테일사업）, 국내의 사업투자처로의 IT지원・활용 추진

● 인도 Tata Consultancy Services（TCS）사와 협업・연계 추진

IT기획부

미쓰비시상사의 IT시스템・IT인프라 등 회사 전체의 IT시책의 전략 및 기획, 투자 및 경비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미쓰비시

상사그룹의 사업 니즈 다양화와 글로벌화 및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연결기반으로써 회사 전체 IT시책을 전개함과 동

시에 IT내부통제 및 정보 보호 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합니다.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 비즈니스

조직 1 본부（2 부）/1 부
비즈니스서비스부문 CEO 오피스

■ IT서비스사업본부
IT 서비스사업기획부 , IT 관련서비스개발부　IT기획부

인도Tata Consultancy services와의 합작회사 설립

미쓰비시상사와 인도의 최대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인 Tata Consultancy Services（TCS）는, 일본에서의 IT

서비스사업을 통합하여 新회사（일본 Tata Consultancy 

Services）를 설립하였습니다. 新회사에는 IT프론티어 법

인（미쓰비시상사100% 출자, ITF）, TCS일본법인, 미쓰비

시상사와 TCS일본법인의 합작회사 3개 회사가 통합되었고 

2014년 7월 1일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새로운 회사의 

출자비율은 TCS 51%, 미쓰비시 상사49%）.

新회사는 미쓰비시상사와 舊ITF가 일본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객대응력을 활용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 전개하는 TCS의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IT서비스를 제

공하여 일본계 기업의 해외사업진출을 강력하게 지원합니

다.

최첨단 도시형 데이터센터 개설

최신형 내진장치와 도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하는 완전외기공조설비를 갖춘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약 30년에 걸쳐 고객의 IT자산을 안

전하게 보관해 온 운영실적과 더불어 재해, 환경, 보

안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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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사장 직할로 설치된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은 

2013 년 7 월부터 영업그룹으로 개편되어 , ‘환경사업

본부’,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 ‘인프라사업본부’의 

3 본부로 구성된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전력 , 물 , 교통과 기타 산업기반이 되는 인프라분야

에 관한 사업 및 관련 거래를 중심으로 , 지구온난화 방

지와 에너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 , 친

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축전에 필수적인 리튬이온전지사

업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구환경을 배려하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람들

이 부족한 자원으로 공존하기 위한 구조 , 제도 , 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 공공성과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서의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공헌함과 

동시에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고 기

업가치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의 비즈니스

● 리튬이온전지사업

● 네오디움자석사업

● 환경분야의 신규사업영역 개발・운영

● 해외・국내 전력사업

● 온사이트 발전사업

● 해외송전사업

●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등의 수출입

● ESCO사업

● 지역 열공급사업

● 물 관련사업

● 철도・항만・공항 관련사업

● 석유・가스・화학산업 관련설비, FPSO 

용선사업

● 제철・비철・시멘트플랜트 관련사업

환경사업본부

2013 년 11 월에 Robert Bosch, GS Yuasa 와 공

동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Lithium Energy and 

Power KG 를 설립하고 차량용전지의 영업활동과 차

세대 전지기술의 개발을 개시 .

신에너지・
전력사업본부

인도네시아에 세계최대급인 23 만 kW 의 Wayang 

Windu 지열 발전소를 보유한 Star Energy 

Geothermal 사에 미쓰비시상사는 20% 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

인프라사업본부

미쓰비시상사가 자본 참가를 하고 있는 스페인 발렌시

아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

조직 3 본부 （14 부）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CEO오피스 ,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관리부

■ 환경사업본부
환경에너지사업부 , 환경마그넷사업부 , 환경 R&D 사업부

■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
유럽・아시아・중동전력사업부 , 미주전력사업부 , 아시아・대양주전력사업부 , 국내전력부 , 해외전력플랜트부 , 

전송사업부 , 국내전력리테일사업부

■ 인프라사업본부
물사업부 , 교통인프라사업부 , 엔지니어링사업부 , 플랜트프로젝트부

2013 년부터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소와 영국본

토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 자산인 런

던 어레이（Array）해상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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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사장 직할로 설치된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은 

2013 년 7 월부터 영업그룹으로 개편되어 , ‘환경사업

본부’,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 ‘인프라사업본부’의 

3 본부로 구성된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전력 , 물 , 교통과 기타 산업기반이 되는 인프라분야

에 관한 사업 및 관련 거래를 중심으로 , 지구온난화 방

지와 에너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 , 친

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축전에 필수적인 리튬이온전지사

업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구환경을 배려하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람들

이 부족한 자원으로 공존하기 위한 구조 , 제도 , 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 공공성과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서의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공헌함과 

동시에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고 기

업가치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의 비즈니스

● 리튬이온전지사업

● 네오디움자석사업

● 환경분야의 신규사업영역 개발・운영

● 해외・국내 전력사업

● 온사이트 발전사업

● 해외송전사업

●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등의 수출입

● ESCO사업

● 지역 열공급사업

● 물 관련사업

● 철도・항만・공항 관련사업

● 석유・가스・화학산업 관련설비, FPSO 

용선사업

● 제철・비철・시멘트플랜트 관련사업

환경사업본부

2013 년 11 월에 Robert Bosch, GS Yuasa 와 공

동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Lithium Energy and 

Power KG 를 설립하고 차량용전지의 영업활동과 차

세대 전지기술의 개발을 개시 .

신에너지・
전력사업본부

인도네시아에 세계최대급인 23 만 kW 의 Wayang 

Windu 지열 발전소를 보유한 Star Energy 

Geothermal 사에 미쓰비시상사는 20% 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

인프라사업본부

미쓰비시상사가 자본 참가를 하고 있는 스페인 발렌시

아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

조직 3 본부 （14 부）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CEO오피스 ,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관리부

■ 환경사업본부
환경에너지사업부 , 환경마그넷사업부 , 환경 R&D 사업부

■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
유럽・아시아・중동전력사업부 , 미주전력사업부 , 아시아・대양주전력사업부 , 국내전력부 , 해외전력플랜트부 , 

전송사업부 , 국내전력리테일사업부

■ 인프라사업본부
물사업부 , 교통인프라사업부 , 엔지니어링사업부 , 플랜트프로젝트부

2013 년부터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소와 영국본

토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 자산인 런

던 어레이（Array）해상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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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금융사업그룹
신산업금융사업그룹에서는 종합상사로서 키워왔던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살릴 수 있는 실물자산・사업을 대상으로, ‘개발・트레이닝’ ‘보유・
운영’ ‘에셋매니지먼트’의 세가지 기능의 연계를 통해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 운용기회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

구체적으로 에셋매니지먼트 , 인프라금융 , 기업금융 , 임대 등의 각 사업영

역에서 , 기존의 금융모델을 발전시킨 미쓰비시상사의 새로운 금융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업시설 , 물류시설 및 분양주택 등의 부동산개발과 물류분야 관련 솔

루션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

미쓰비시상사 100% 자회사인 항공기 리스 사업

회사 MC Aviation Partners 를 필두로 민간항

공 관련 서비스사업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전개하

고 있습니다 .

신산업금융사업그룹의 비즈니스

● 인프라관련 금융사업

● 자동차리스 등을 포함한 일본내외  

종합리스사업

● 항공기리스, 항공기엔진리스를  

포함한 민간항공 관련사업

● 일본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물

류사업

● 드라이벌크선 보유・운항 사업

● 물류섹터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 사업

● 물류 컨설팅

● 부동산 관련 사업

● 건설・부동산 관련 솔루션 사업

● 부동산 펀드의 조성・운영 및 관련사

업

● 개인자본 투자운용사업

● 기타 실물자산,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에셋매니지먼트사업

조직 4 본부 (12 부 )
신산업금융사업그룹CEO오피스 , 신산업금융사업그룹관리부

■ 에셋매니지먼트사업본부
부동산에셋매니지먼트사업부, 에셋매니지먼트사업개발부, 

기업금융부

■ 산업금융사업본부
인프라금융사업부 , 리스사업부 , 민간항공사업부

■ 개발건설본부
수익부동산개발부 , 도시개발사업부 , 건설사업부

■ 물류본부
물류사업부 , 부정기선사업부 , 물류솔루션부

산업금융사업본부

물류본부

개발건설본부

에셋매니지먼트사
업본부

미쓰비시상사로지스틱스 케이힌 사업소

DIAMOND REALTY INVESTMENTS 사가 개발한 

미국의 학생 아파트

MC Aviation Partners 는 도쿄 , LA, 더블린에 사

무소를 갖추고 종합적인 항공기 리스사업을 전개

(CG 이미지 )

사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일본 리테일펀드 투자 법

인 소유의 G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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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금융사업그룹
신산업금융사업그룹에서는 종합상사로서 키워왔던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살릴 수 있는 실물자산・사업을 대상으로, ‘개발・트레이닝’ ‘보유・
운영’ ‘에셋매니지먼트’의 세가지 기능의 연계를 통해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 운용기회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

구체적으로 에셋매니지먼트 , 인프라금융 , 기업금융 , 임대 등의 각 사업영

역에서 , 기존의 금융모델을 발전시킨 미쓰비시상사의 새로운 금융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업시설 , 물류시설 및 분양주택 등의 부동산개발과 물류분야 관련 솔

루션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

미쓰비시상사 100% 자회사인 항공기 리스 사업

회사 MC Aviation Partners 를 필두로 민간항

공 관련 서비스사업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전개하

고 있습니다 .

신산업금융사업그룹의 비즈니스

● 인프라관련 금융사업

● 자동차리스 등을 포함한 일본내외  

종합리스사업

● 항공기리스, 항공기엔진리스를  

포함한 민간항공 관련사업

● 일본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물

류사업

● 드라이벌크선 보유・운항 사업

● 물류섹터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 사업

● 물류 컨설팅

● 부동산 관련 사업

● 건설・부동산 관련 솔루션 사업

● 부동산 펀드의 조성・운영 및 관련사

업

● 개인자본 투자운용사업

● 기타 실물자산,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에셋매니지먼트사업

조직 4 본부 (12 부 )
신산업금융사업그룹CEO오피스 , 신산업금융사업그룹관리부

■ 에셋매니지먼트사업본부
부동산에셋매니지먼트사업부, 에셋매니지먼트사업개발부, 

기업금융부

■ 산업금융사업본부
인프라금융사업부 , 리스사업부 , 민간항공사업부

■ 개발건설본부
수익부동산개발부 , 도시개발사업부 , 건설사업부

■ 물류본부
물류사업부 , 부정기선사업부 , 물류솔루션부

산업금융사업본부

물류본부

개발건설본부

에셋매니지먼트사
업본부

미쓰비시상사로지스틱스 케이힌 사업소

DIAMOND REALTY INVESTMENTS 사가 개발한 

미국의 학생 아파트

MC Aviation Partners 는 도쿄 , LA, 더블린에 사

무소를 갖추고 종합적인 항공기 리스사업을 전개

(CG 이미지 )

사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일본 리테일펀드 투자 법

인 소유의 G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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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ⅡLNG

가봉
탐광・개발・생산

（원유）
브루나이 LNG

탕구 LNG

동기・세노로LNG
말레이시아 LNG

MEDCO
사에 출자

캉게안
개발・생산

（원유・천연가스）

파푸아뉴기니아
탐광・개발

（천연가스）

영국령 북해
개발・생산
（원유）

리베리아
탐광

（원유） 오만 LNG

이라크 SGU

이라크
생산

（원유）

캐나다
셰일가스개발

프로젝트

카메룬 LNG

미국 멕시코만
개발・생산

（원유）

앙골라
개발・생산
（원유）

브라우즈 LNG

윗스톤 LNG

서호주 LNG

킴벌리
탐광

（원유・천연가스）

베네수엘라
중질유개발
（원유）

미얀마
생산

（원유・천연가스）

LNG Value Chain

에너지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이 관여하고 있는 주요 해외프로젝트

원유보유국 상류 액화설비 물류 판매

에너지사업그룹에서는 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

상에 빠질 수 없는 ‘빛’, ‘열’, ‘동력’의 원천인 천연

가스 ( 액화 천연가스 (LNG) 를 포함 ), 원유 , 석유제품 , 

LPG( 액화석유가스 ), 석유코크스 , 석탄코크스 , 탄소

제품 등 기체 , 액체 , 고체 에너지를 폭넓게 다루고 있

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도 석유 및 가스의 탐광・개발・생산사

업, LNG액화프로젝트 투자, 수입 및 삼국간 무역사업, 

국내거래와 리테일사업 등 , 상류에서 하류까지 Value 

Chain 의 모든 영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

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구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GTL( 천

연가스 액체연료 ) 및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오나하마 석유에 저장된 원유, 석유제품 중국 강소성에 알루미늄 제련용 양극생산 공장을 

합작투자하여 설립

인도네시아 동 자바 해상의 캉게안 광구의 천연가스 

개발・생산현장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등

탐광・개발・생산 LNG 생산 LNG 선에 의한 
운송

일본 및 해외시장

조직 4 본부 （23 부）　
에너지사업그룹CEO오피스 , 에너지사업그룹관리부

■ 석유・가스탐광개발사업본부
아시아 E&P 사업부 , 유럽・아프리카 E&P 사업부 , 미주・대양주 E&P 사업부

■ 천연가스사업본부
브루나이 천연가스사업부 , 말레이시아 천연가스사업부 , 호주 천연가스사업부 , 인도네시아・탕구사업부 , 중동 천연가

스사업부 , 러시아 천연가스사업부 , 미주 천연가스사업부 , 동기・세노로사업부 , 셰일가스사업부 , LNG 오퍼레이션 &

수급부

■ 석유사업본부
원유부 , 석유제품부 , 산업연료부 , 전력연료부 , 석유원료부

■ 탄소・LPG사업본부
탄소원료부 , 석유코크스부 , 알루미늄탄소재사업부 , 특수탄소사업부 , LPG사업총괄부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캐나다）

2010 년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코르도바에서 , 2012 년부터 몬트니

에서 셰일가스의 채굴부터 공급까지

의 사업을 개시 . 두 곳을 LNG 공급

원으로 하여 향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의 LNG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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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ⅡLNG

가봉
탐광・개발・생산

（원유）
브루나이 LNG

탕구 LNG

동기・세노로LNG
말레이시아 LNG

MEDCO
사에 출자

캉게안
개발・생산

（원유・천연가스）

파푸아뉴기니아
탐광・개발

（천연가스）

영국령 북해
개발・생산
（원유）

리베리아
탐광

（원유） 오만 LNG

이라크 SGU

이라크
생산

（원유）

캐나다
셰일가스개발

프로젝트

카메룬 LNG

미국 멕시코만
개발・생산

（원유）

앙골라
개발・생산
（원유）

브라우즈 LNG

윗스톤 LNG

서호주 LNG

킴벌리
탐광

（원유・천연가스）

베네수엘라
중질유개발
（원유）

미얀마
생산

（원유・천연가스）

LNG Value Chain

에너지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이 관여하고 있는 주요 해외프로젝트

원유보유국 상류 액화설비 물류 판매

에너지사업그룹에서는 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

상에 빠질 수 없는 ‘빛’, ‘열’, ‘동력’의 원천인 천연

가스 ( 액화 천연가스 (LNG) 를 포함 ), 원유 , 석유제품 , 

LPG( 액화석유가스 ), 석유코크스 , 석탄코크스 , 탄소

제품 등 기체 , 액체 , 고체 에너지를 폭넓게 다루고 있

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도 석유 및 가스의 탐광・개발・생산사

업, LNG액화프로젝트 투자, 수입 및 삼국간 무역사업, 

국내거래와 리테일사업 등 , 상류에서 하류까지 Value 

Chain 의 모든 영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

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구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GTL( 천

연가스 액체연료 ) 및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오나하마 석유에 저장된 원유, 석유제품 중국 강소성에 알루미늄 제련용 양극생산 공장을 

합작투자하여 설립

인도네시아 동 자바 해상의 캉게안 광구의 천연가스 

개발・생산현장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등

탐광・개발・생산 LNG 생산 LNG 선에 의한 
운송

일본 및 해외시장

조직 4 본부 （23 부）　
에너지사업그룹CEO오피스 , 에너지사업그룹관리부

■ 석유・가스탐광개발사업본부
아시아 E&P 사업부 , 유럽・아프리카 E&P 사업부 , 미주・대양주 E&P 사업부

■ 천연가스사업본부
브루나이 천연가스사업부 , 말레이시아 천연가스사업부 , 호주 천연가스사업부 , 인도네시아・탕구사업부 , 중동 천연가

스사업부 , 러시아 천연가스사업부 , 미주 천연가스사업부 , 동기・세노로사업부 , 셰일가스사업부 , LNG 오퍼레이션 &

수급부

■ 석유사업본부
원유부 , 석유제품부 , 산업연료부 , 전력연료부 , 석유원료부

■ 탄소・LPG사업본부
탄소원료부 , 석유코크스부 , 알루미늄탄소재사업부 , 특수탄소사업부 , LPG사업총괄부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캐나다）

2010 년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코르도바에서 , 2012 년부터 몬트니

에서 셰일가스의 채굴부터 공급까지

의 사업을 개시 . 두 곳을 LNG 공급

원으로 하여 향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의 LNG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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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철광석
■스테인레스 원료

■동
■알루미늄
■우라늄

■백금계 귀금속

○ 기존 프로젝트

☆ 탐사・탐광・개발 프로젝트

Boyne
（호주）

Ulan
（호주）

Clermont
（호주）

AREVA Resources Australia
（호주）

Crosslands Resources
（호주）

Oakajee Port & Rail
（호주）

Hernic Ferrochrome
（남아프리카）

Kintyre 
（호주）

Gresik
（인도네시아）

Warkworth/Coal & Allied
（호주）

BMA
（호주）

Weda Bay
（인도네시아） Antamina

（페루）

IOC
（캐나다）

West McArthur
（캐나다）

Marathon
（캐나다）

JCU
（Japan Canada Uranium）

（캐나다）AREVA Mongol 
（몽골）

태평양 금속
（일본）

Escondida
（칠레）

CAP（칠레）

Los Pelambres
（칠레）

Anglo American Sur S.A.
（Los Bronces, etc）

（칠레）

Quellaveco
（페루）

Albras
（브라질）

Mozal
（모잠비크）

후루야 금속
（일본）

CMP（칠레）

자원 원료조달 제조 가공・유통 판매 최종수요처

용광로 메이커

동선・신동 메이커

압연・주조 메이커
귀금속 메이커, 

제련 메이커 등

조선메이커

석유・가스회사

전력회사

건설회사

자동차 메이커

기계 메이커

가전 메이커

제관 메이커

전선 메이커

음료 메이커

보석 메이커

자원투자 트레이딩（유통・가공・판매 등）

BMA（원료탄）

IOC（철광석）

CMP（철광석）

Warkworth（일반탄）

Clermont（일반탄）등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Metal One건재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Triland Metals

전기로 메이커
규슈제강

 신칸사이제철 등

Metal One

부품 메이커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Anglo American Sur（동）

Escondida（동）Los Pelambres（동）

Antamina（동）Mozal（알루미늄）

Boyne（알루미늄）Marathon（PGM） 

Hernic（크롬）등

철
강
원
료・
제
품

비
철
원
료・
제
품

원료탄・일반탄・철광석

동・알루미늄・PGM・
스테인레스 원료 등

철 스크랩

박판・후판, 동관
특수강 & 선재, 형강 등

잉곳, 비철제품

스테인레스 제품 등

이스즈　게이요블랭킹공업
Metal One Steel Service
Coilplus　MSAT　ISTW 등

DMET, Hirotec Australia

TATA TOYO RADIATOR
T.RAD Czech s.r.o
칭다오 도요 열교환기
도요 열교환기（중산）등

금속그룹의 Value Chain

금속자원분야의 전개

Metal One 에서는 일본 및 세계 각지에 

70 개 이상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강

재의 가공 , 보관 , 납입보관 등 종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

금속자원 무역사업의 총괄 자회사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Pte.）을 싱가폴에 설립

MDP 가 참가하는 호주의 BMA（BHP 

Billiton 과의 석탄 합작사업체）에서 효

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며 , 현재 생산

량 증가를 추진중

칠레의 에스콘디다 동광산은 연간 100

만톤 이상의 동을 생산하고 향후 50 년 

이상 조업이 가능한 매장자원을 가진 세

계최대의 동광산

금속그룹

BMA（호주）

연간 약 6,000 만톤의 생산

량을 자랑하고 해상무역량

의 약 30% 를 점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원료탄 사

업에 관여하고 있음

조직 3 본부 （8 부）
금속그룹CEO오피스 , 금속그룹관리부

■ 철강제품본부 

Metal One 사업부 , 자동차부품사업부

■ 금속자원트레이딩본부 

RtM 사업부

■ 금속자원본부
철광석사업부 , MDP사업부 , 베이스메탈사업부 , 알루미늄사업부 , 스테인레스원료사업부

금속그룹에서는 철강제품・철강원료 , 비철금속 등 각 분야에서 폭넓게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본 그룹에서는 세계시장에 양질의 원료와 제

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풍요로운 사회 실

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자원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원료탄 , 

일반탄 , 철광석 , 동 , 스테인레스 원료 등의 금속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백금과 팔라듐 등의 귀금속도 다루고 있습니다 . 

무역분야에서는 , 철강제품은 자회사인 Metal One 을 통해서 , 또 철강

원료 및 비철금속은 2013 년 4 월 설립한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을 통해 양질의 서비

스와 기능을 바탕으로 소재와 중간제품 등의 공급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

다 .

본 그룹에서는 각 분야의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익과 사업가치의 최대화를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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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철광석
■스테인레스 원료

■동
■알루미늄
■우라늄

■백금계 귀금속

○ 기존 프로젝트

☆ 탐사・탐광・개발 프로젝트

Boyne
（호주）

Ulan
（호주）

Clermont
（호주）

AREVA Resources Australia
（호주）

Crosslands Resources
（호주）

Oakajee Port & Rail
（호주）

Hernic Ferrochrome
（남아프리카）

Kintyre 
（호주）

Gresik
（인도네시아）

Warkworth/Coal & Allied
（호주）

BMA
（호주）

Weda Bay
（인도네시아） Antamina

（페루）

IOC
（캐나다）

West McArthur
（캐나다）

Marathon
（캐나다）

JCU
（Japan Canada Uranium）

（캐나다）AREVA Mongol 
（몽골）

태평양 금속
（일본）

Escondida
（칠레）

CAP（칠레）

Los Pelambres
（칠레）

Anglo American Sur S.A.
（Los Bronces, etc）

（칠레）

Quellaveco
（페루）

Albras
（브라질）

Mozal
（모잠비크）

후루야 금속
（일본）

CMP（칠레）

자원 원료조달 제조 가공・유통 판매 최종수요처

용광로 메이커

동선・신동 메이커

압연・주조 메이커
귀금속 메이커, 

제련 메이커 등

조선메이커

석유・가스회사

전력회사

건설회사

자동차 메이커

기계 메이커

가전 메이커

제관 메이커

전선 메이커

음료 메이커

보석 메이커

자원투자 트레이딩（유통・가공・판매 등）

BMA（원료탄）

IOC（철광석）

CMP（철광석）

Warkworth（일반탄）

Clermont（일반탄）등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Metal One건재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Triland Metals

전기로 메이커
규슈제강

 신칸사이제철 등

Metal One

부품 메이커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Anglo American Sur（동）

Escondida（동）Los Pelambres（동）

Antamina（동）Mozal（알루미늄）

Boyne（알루미늄）Marathon（PGM） 

Hernic（크롬）등

철
강
원
료・
제
품

비
철
원
료・
제
품

원료탄・일반탄・철광석

동・알루미늄・PGM・
스테인레스 원료 등

철 스크랩

박판・후판, 동관
특수강 & 선재, 형강 등

잉곳, 비철제품

스테인레스 제품 등

이스즈　게이요블랭킹공업
Metal One Steel Service
Coilplus　MSAT　ISTW 등

DMET, Hirotec Australia

TATA TOYO RADIATOR
T.RAD Czech s.r.o
칭다오 도요 열교환기
도요 열교환기（중산）등

금속그룹의 Value Chain

금속자원분야의 전개

Metal One 에서는 일본 및 세계 각지에 

70 개 이상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강

재의 가공 , 보관 , 납입보관 등 종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

금속자원 무역사업의 총괄 자회사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Pte.）을 싱가폴에 설립

MDP 가 참가하는 호주의 BMA（BHP 

Billiton 과의 석탄 합작사업체）에서 효

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며 , 현재 생산

량 증가를 추진중

칠레의 에스콘디다 동광산은 연간 100

만톤 이상의 동을 생산하고 향후 50 년 

이상 조업이 가능한 매장자원을 가진 세

계최대의 동광산

금속그룹

BMA（호주）

연간 약 6,000 만톤의 생산

량을 자랑하고 해상무역량

의 약 30% 를 점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원료탄 사

업에 관여하고 있음

조직 3 본부 （8 부）
금속그룹CEO오피스 , 금속그룹관리부

■ 철강제품본부 

Metal One 사업부 , 자동차부품사업부

■ 금속자원트레이딩본부 

RtM 사업부

■ 금속자원본부
철광석사업부 , MDP사업부 , 베이스메탈사업부 , 알루미늄사업부 , 스테인레스원료사업부

금속그룹에서는 철강제품・철강원료 , 비철금속 등 각 분야에서 폭넓게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본 그룹에서는 세계시장에 양질의 원료와 제

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풍요로운 사회 실

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자원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원료탄 , 

일반탄 , 철광석 , 동 , 스테인레스 원료 등의 금속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백금과 팔라듐 등의 귀금속도 다루고 있습니다 . 

무역분야에서는 , 철강제품은 자회사인 Metal One 을 통해서 , 또 철강

원료 및 비철금속은 2013 년 4 월 설립한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을 통해 양질의 서비

스와 기능을 바탕으로 소재와 중간제품 등의 공급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

다 .

본 그룹에서는 각 분야의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익과 사업가치의 최대화를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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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그룹
기계그룹은 ‘산업기계’, ‘선박’, ‘방위・우주’, ‘자동

차’의 각 영역에서 , 공작기계 , 농업기계 , 건설기계 , 

광산기계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선박 , 우주항공 

관련 기기 , 자동차 등 폭넓은 분야의 기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본 그룹에서는 각양각색의 업계 , 고객 , 메이커 , 파

트너들과의 접점과 지금까지 쌓아온 네트워크 , 각 분야

에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장 및 고객의 니즈를 파

악하고 ,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세계 각국에

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계의 판매에서부터 금융 , 물류 , 나아가서는 사업

투자와 Value Chain 의 확대를 기하기 위해 , 기존사업

을 강화하고 장래의 기반이 될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임

하고 있습니다 .

기계그룹의 비즈니스

● 선박・해양구조물・선박용 기계 등의 거

래, 금융, 선박보유사업

● 우주개발이용 관련사업, 위성화상 판매

● 일본 방위청 대상 항공기, 각종 장비 판

매

● 자동차 수출（완성차・조립부품・수리부

속품）

● 해외 현지 생산・판매사업

● 판매금융사업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수출・외국

거래・보수사업

● 공작기계, 농업기계 판매 

● 기계렌탈 사업, 광산기계 판매 

● 해외현지 생산・판매사업

● 해외판매금융・A/S 등의 관련사업

● 태국・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출 

（완성차・조립부품・수리부속품）

선박・우주항공
사업본부

자동차사업본부

산업기계사업본부

이스즈사업본부

렌탈 서비스 업체인 Nikken Corporation 을 통해 

건설 및 산업관련 기계를 중심으로 한 렌탈 , 판매를 

행하고 있습니다 .

본사도 출자에 참가하여 올해 

취항할 예정인 최첨단 ‘사야

엔도’형 LNG 선
（제공 : 미쓰비시중공업）（위）

고분해능광학위성

「GeoEye-1」（오른쪽）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사업은 파트너인 KTB 를 중심

으로 한 금융사업 등의 Value Chain 강화로 발전

픽업파생차의 신모델 발표회를 2013 년 10 월 31 일 

태국에서 개최

선박사업

선박과 해양구조물에 관한 보유 및 운항사업

과 금융사업 , 무역사업 등의 Value Chain 을 

구축하고 선박관련사업의 글로벌화를 전개하

고 있음

조직 4 본부 （13 부）
기계그룹CEO오피스 , 기계그룹관리부

■ 산업기계사업본부
엘리베이터사업부 , 산업설비사업부 , 건설・광산기계사업부

■ 선박・우주항공사업본부
선박부 , 선박해양・가스선사업본부 , 우주항공기부

■ 자동차사업본부
자동차 ASEAN・서남아시아부 , 자동차북아시아부 , 자동차유럽・중동・아프리카부 , 자동차미주・호주부

■ 이스즈사업본부
이스즈 ASEAN 부 , 이스즈유럽・중동・미국・호주부 , 이스즈아시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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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그룹
기계그룹은 ‘산업기계’, ‘선박’, ‘방위・우주’, ‘자동

차’의 각 영역에서 , 공작기계 , 농업기계 , 건설기계 , 

광산기계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선박 , 우주항공 

관련 기기 , 자동차 등 폭넓은 분야의 기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본 그룹에서는 각양각색의 업계 , 고객 , 메이커 , 파

트너들과의 접점과 지금까지 쌓아온 네트워크 , 각 분야

에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장 및 고객의 니즈를 파

악하고 ,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세계 각국에

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계의 판매에서부터 금융 , 물류 , 나아가서는 사업

투자와 Value Chain 의 확대를 기하기 위해 , 기존사업

을 강화하고 장래의 기반이 될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임

하고 있습니다 .

기계그룹의 비즈니스

● 선박・해양구조물・선박용 기계 등의 거

래, 금융, 선박보유사업

● 우주개발이용 관련사업, 위성화상 판매

● 일본 방위청 대상 항공기, 각종 장비 판

매

● 자동차 수출（완성차・조립부품・수리부

속품）

● 해외 현지 생산・판매사업

● 판매금융사업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수출・외국

거래・보수사업

● 공작기계, 농업기계 판매 

● 기계렌탈 사업, 광산기계 판매 

● 해외현지 생산・판매사업

● 해외판매금융・A/S 등의 관련사업

● 태국・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출 

（완성차・조립부품・수리부속품）

선박・우주항공
사업본부

자동차사업본부

산업기계사업본부

이스즈사업본부

렌탈 서비스 업체인 Nikken Corporation 을 통해 

건설 및 산업관련 기계를 중심으로 한 렌탈 , 판매를 

행하고 있습니다 .

본사도 출자에 참가하여 올해 

취항할 예정인 최첨단 ‘사야

엔도’형 LNG 선
（제공 : 미쓰비시중공업）（위）

고분해능광학위성

「GeoEye-1」（오른쪽）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사업은 파트너인 KTB 를 중심

으로 한 금융사업 등의 Value Chain 강화로 발전

픽업파생차의 신모델 발표회를 2013 년 10 월 31 일 

태국에서 개최

선박사업

선박과 해양구조물에 관한 보유 및 운항사업

과 금융사업 , 무역사업 등의 Value Chain 을 

구축하고 선박관련사업의 글로벌화를 전개하

고 있음

조직 4 본부 （13 부）
기계그룹CEO오피스 , 기계그룹관리부

■ 산업기계사업본부
엘리베이터사업부 , 산업설비사업부 , 건설・광산기계사업부

■ 선박・우주항공사업본부
선박부 , 선박해양・가스선사업본부 , 우주항공기부

■ 자동차사업본부
자동차 ASEAN・서남아시아부 , 자동차북아시아부 , 자동차유럽・중동・아프리카부 , 자동차미주・호주부

■ 이스즈사업본부
이스즈 ASEAN 부 , 이스즈유럽・중동・미국・호주부 , 이스즈아시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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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자재

건축내장재

도료・접착제

자동차
가전
IT・통신

화장품・세제

비료

섬유

의약・농약

식품

파라크실렌　PC AROMATICS

메탄올　METOR

암모니아

염화비닐원료

인광석 FOSFATOS

염화칼륨

에탄올

화학비료／화성비료

폴리에스테르섬유
PET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SHARQ

반도체케미컬／전지원료／연마재, 숫돌
TOSOH HELLAS ／ DIA RESIBON

합성고무・기능성수지／도료・접착제
미쓰비시상사케미칼
THAI CHEMICAL

합성수지제품
미쓰비시상사플라스틱／ KIBI KASEI
RIMTEC ／ TRI PACK ／ CHUO화학／ DM Color

농약원체・중간체

LILING FINE CHEMICALS ／ DECCAN

바이오의약품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주석산　CASTELLO

말티톨・솔비톨
（감미료）

MTIS・STBC

공업수지

염화비닐（PVC）공업염　ESSA해양자원

원유

광산자원

식물자원

천연가스

나프타 에틸렌
벤젠

크실렌 에틸렌글리콜　SHARQ

감미료・의료식・효모엑기스・조미료

미쓰비시상사푸드테크／ MC푸드스페셜리티스／

KOHJIN생명과학

범용화학품제1본부 기능화학품본부

범용화학품제2본부

Life Science본부

판매회사

미쓰비시상사 Agri-Service
MC Ferticom

제품시장

제조회사

원료

●
●

SHARQ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사업

TOSOH HELLAS
（그리스）

전지원료사업

CASTELLO
（스페인）

주석산염류 제조사업

TRI PACK
（파키스탄）
필름제조사업

DECCAN
（인도）

농약원체・중간체
수탁 제조 사업

PC AROMATICS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원료사업

MTIS
（태국）
말티톨 제조사업

THAI CHEMICAL
（태국）

가소제・접착제 제조사업

DIA RESIBON
（태국）
연마재・숫돌 제조사업

LILING FINE CHEMICALS
（중국）

농약원체・중간체 제조 사업

STBC
（인도네시아）

솔비톨 제조사업
Fermentech Indonesia

（인도네시아）
핵산・커들란 제조사업

ESSA
（멕시코）
제염 사업

METOR
（베네수엘라）
메탄올 제조사업

FOSFATOS DEL PACIFICO
（페루）

인광석 채굴・규조토 벽돌 제조사업

RIMTEC
（미국）

PVC컴파운드 제조사업

DM Color
（멕시코）

수지컴파운드 제조사업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S.A.

（미국）
바이오의약품 수탁 제조사업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K

（영국）
바이오의약품 수탁 제조사업

 범용화학품 제1・제2 본부  

기능화학품본부・Life Science본부

화학품그룹
화학품그룹에서는 공업소금과 비료 등을 취급하는 범용화학품 분야 , 

합성수지와 전자재료 등을 취급하는 기능화학품 분야 그리고 식품화학 , 

의약 및 농약 등 생명과학분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

장으로는 석유화학 , 화학약품 , 에너지 , 자동차 , 건축 , 도료・접착제 , 

전기・전자・반도체 , 통신기기 , 섬유 , 비료・농약 , 농업・축산 , 식품・
식료 , 의약・의약품 , 유통 등 다양한 업계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의식주’의 모든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화학산업의 특성을 살

려 , 정보발신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 세계에 Value Chain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조직 4 본부（16 부）
화학품그룹CEO오피스 , 화학품그룹관리부 , 피닉스부 , 사우디석유화학사업부

■ 범용화학품제 1 본부
올레핀・아로마부 , 석유화학중간원료부 , 폴리에스테르원료부 , 클로르알카리부

■ 범용화학품제 2 본부
메탄올부 , 암모니아부 , 비료부 , 무기원료부

■ 기능화학품본부
합성수지부 , 염화비닐부 , 기능재료부 , 스페셜리티케미컬부

■ Life Science 본부
바이오・파인케미컬부 , 생화학제품부

ESSA 염전（멕시코）

멕시코 정부와의 합작회사 

ESSA 사와 세계 최대의 

천일염전을 운영하고 일본

을 비롯하여 미국 등에 순

도높은 고품질의 소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화학품그룹의 Value Chain과 사업투자처

주요 해외 사업투자처（제조회사）

PC Aromatics 는 파라크실렌 54 만톤 /

년 , 벤젠 20 만톤 / 년의 제조능력을 갖

춘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합작사업

CHUO 화학은 중국 내 유일한 일본계 

플라스틱 식품용기 메이커로 5 개의 생

산거점을 통해 사업확대에 힘쓰고 있음 

MC 푸드스페셜리티스는 고품질의 조미

료 소재와 식품 소재를 제공하는 일본 

톱클래스의 식품화학 메이커

SHARQ 의 생산 능력은 에틸렌글리콜

205 만톤 / 년 , 폴리에틸렌 155 만톤 /

년으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급 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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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자재

건축내장재

도료・접착제

자동차
가전
IT・통신

화장품・세제

비료

섬유

의약・농약

식품

파라크실렌　PC AROMATICS

메탄올　METOR

암모니아

염화비닐원료

인광석 FOSFATOS

염화칼륨

에탄올

화학비료／화성비료

폴리에스테르섬유
PET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SHARQ

반도체케미컬／전지원료／연마재, 숫돌
TOSOH HELLAS ／ DIA RESIBON

합성고무・기능성수지／도료・접착제
미쓰비시상사케미칼
THAI CHEMICAL

합성수지제품
미쓰비시상사플라스틱／ KIBI KASEI
RIMTEC ／ TRI PACK ／ CHUO화학／ DM Color

농약원체・중간체

LILING FINE CHEMICALS ／ DECCAN

바이오의약품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주석산　CASTELLO

말티톨・솔비톨
（감미료）

MTIS・STBC

공업수지

염화비닐（PVC）공업염　ESSA해양자원

원유

광산자원

식물자원

천연가스

나프타 에틸렌
벤젠

크실렌 에틸렌글리콜　SHARQ

감미료・의료식・효모엑기스・조미료

미쓰비시상사푸드테크／ MC푸드스페셜리티스／

KOHJIN생명과학

범용화학품제1본부 기능화학품본부

범용화학품제2본부

Life Science본부

판매회사

미쓰비시상사 Agri-Service
MC Ferticom

제품시장

제조회사

원료

●
●

SHARQ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사업

TOSOH HELLAS
（그리스）

전지원료사업

CASTELLO
（스페인）

주석산염류 제조사업

TRI PACK
（파키스탄）
필름제조사업

DECCAN
（인도）

농약원체・중간체
수탁 제조 사업

PC AROMATICS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원료사업

MTIS
（태국）
말티톨 제조사업

THAI CHEMICAL
（태국）

가소제・접착제 제조사업

DIA RESIBON
（태국）
연마재・숫돌 제조사업

LILING FINE CHEMICALS
（중국）

농약원체・중간체 제조 사업

STBC
（인도네시아）

솔비톨 제조사업
Fermentech Indonesia

（인도네시아）
핵산・커들란 제조사업

ESSA
（멕시코）
제염 사업

METOR
（베네수엘라）
메탄올 제조사업

FOSFATOS DEL PACIFICO
（페루）

인광석 채굴・규조토 벽돌 제조사업

RIMTEC
（미국）

PVC컴파운드 제조사업

DM Color
（멕시코）

수지컴파운드 제조사업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S.A.

（미국）
바이오의약품 수탁 제조사업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K

（영국）
바이오의약품 수탁 제조사업

 범용화학품 제1・제2 본부  

기능화학품본부・Life Science본부

화학품그룹
화학품그룹에서는 공업소금과 비료 등을 취급하는 범용화학품 분야 , 

합성수지와 전자재료 등을 취급하는 기능화학품 분야 그리고 식품화학 , 

의약 및 농약 등 생명과학분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

장으로는 석유화학 , 화학약품 , 에너지 , 자동차 , 건축 , 도료・접착제 , 

전기・전자・반도체 , 통신기기 , 섬유 , 비료・농약 , 농업・축산 , 식품・
식료 , 의약・의약품 , 유통 등 다양한 업계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의식주’의 모든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화학산업의 특성을 살

려 , 정보발신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 세계에 Value Chain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조직 4 본부（16 부）
화학품그룹CEO오피스 , 화학품그룹관리부 , 피닉스부 , 사우디석유화학사업부

■ 범용화학품제 1 본부
올레핀・아로마부 , 석유화학중간원료부 , 폴리에스테르원료부 , 클로르알카리부

■ 범용화학품제 2 본부
메탄올부 , 암모니아부 , 비료부 , 무기원료부

■ 기능화학품본부
합성수지부 , 염화비닐부 , 기능재료부 , 스페셜리티케미컬부

■ Life Science 본부
바이오・파인케미컬부 , 생화학제품부

ESSA 염전（멕시코）

멕시코 정부와의 합작회사 

ESSA 사와 세계 최대의 

천일염전을 운영하고 일본

을 비롯하여 미국 등에 순

도높은 고품질의 소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화학품그룹의 Value Chain과 사업투자처

주요 해외 사업투자처（제조회사）

PC Aromatics 는 파라크실렌 54 만톤 /

년 , 벤젠 20 만톤 / 년의 제조능력을 갖

춘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합작사업

CHUO 화학은 중국 내 유일한 일본계 

플라스틱 식품용기 메이커로 5 개의 생

산거점을 통해 사업확대에 힘쓰고 있음 

MC 푸드스페셜리티스는 고품질의 조미

료 소재와 식품 소재를 제공하는 일본 

톱클래스의 식품화학 메이커

SHARQ 의 생산 능력은 에틸렌글리콜

205 만톤 / 년 , 폴리에틸렌 155 만톤 /

년으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급 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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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그룹
생활산업그룹은 식료 , 섬유 , 생활자원 , 헬스케어 , 

유통 및 소매 등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상

품과 서비스의 제공 , 사업개발 , 투자 등을 행하고 있습

니다 . 본 그룹의 강점은 위로는 원료조달부터 아래로는 

소매 및 외식 산업에 이르기까지 균형있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입니다 . 일본내외의 사업투자처와 관계회사를 

통해 종합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 소비자의 니즈

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 밀접한 서

비스를 취급하는 그룹으로써 ‘식품의 안심과 안전성’에

도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생활산업그룹의 비즈니스

리테일본부

● 식품, 의료품, 가구・인테리어, 잡화 등

의 판매

● 소비자 대상 각종 자재 및 서비스의 개

발・유통

● 마케팅사업, 포인트・결제 관련 서비스

사업 

생활상품본부

● 가공식품・저온식품・과자・주류・펫푸

드 등의 판매

● 타이어・고무 공업재료, 나무칩・식림・
펄프 등의 제지원료, 각종 종이・포장제

품의 원료조달, 제품판매

● 의류, 가구・인테리어, 잡화 등의 OEM

을 중심으로 한 제조, 판매

●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약품 등의 병원

관련사업, 복지용구 렌탈사업

해외시장본부

● 신흥시장에서의 신규비즈니스 기획・실

행・추진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품사업의 전

개

생활원료본부

● 곡물・쌀・청과물・유지・수산물・당질・
사료・축산물・음료원료・유제품・주택

자재・기능섬유 등을 취급하고, 생산・
집하에서 제조・가공 사업에 임하여, 일

본내외의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공급

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

조직 4 본부 （21 부）
생활산업그룹CEO오피스, 생활산업그룹관리부

■ 해외시장본부
인도네시아부 , 중국・동남아시아부 , 신시장부

■ 리테일본부
식품리테일부 , 의료・생활용품부 , 상품개발부 , 리테일서포트부

■ 생활상품본부
식품유통부 , 종이・포장부 , 어패럴부 , S.P.A. 의료부 , 헬스케어부 , 타이어・소비재부

■ 생활원료본부
농산유지부 , 곡물부 , 수산부 , 당질부 , 사료축산부 , 낙농음료부 , 주택자재부 , 간사이지사기능섬유부

Princes（영국）

미쓰비시상사가 100% 출자

하는 영국의 식품・음료 제

조 판매 회사 Princes 는 유

럽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추진중

인도네시아 최대 소매회사 중 하나인 ALFA 그룹이 

운영하는 ‘ALFA 마트’

미쓰비시상사가 위탁을 받는 식품전문슈퍼 업계의 

일본 최대 기업인 Life Corporation 전용 배송센터

고객과 지역의 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점포에 

도전하는 Lawson

AGREX 사는 미국에서의 곡물조달사업의 강화를 추

진

24 25

MC会社案内2014_K.indd   24-25 15/03/13   17:59

PDF Compressor Pro

http://www.pdfcompressor.org/buy.html


생활산업그룹
생활산업그룹은 식료 , 섬유 , 생활자원 , 헬스케어 , 

유통 및 소매 등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상

품과 서비스의 제공 , 사업개발 , 투자 등을 행하고 있습

니다 . 본 그룹의 강점은 위로는 원료조달부터 아래로는 

소매 및 외식 산업에 이르기까지 균형있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입니다 . 일본내외의 사업투자처와 관계회사를 

통해 종합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 소비자의 니즈

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 밀접한 서

비스를 취급하는 그룹으로써 ‘식품의 안심과 안전성’에

도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생활산업그룹의 비즈니스

리테일본부

● 식품, 의료품, 가구・인테리어, 잡화 등

의 판매

● 소비자 대상 각종 자재 및 서비스의 개

발・유통

● 마케팅사업, 포인트・결제 관련 서비스

사업 

생활상품본부

● 가공식품・저온식품・과자・주류・펫푸

드 등의 판매

● 타이어・고무 공업재료, 나무칩・식림・
펄프 등의 제지원료, 각종 종이・포장제

품의 원료조달, 제품판매

● 의류, 가구・인테리어, 잡화 등의 OEM

을 중심으로 한 제조, 판매

●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약품 등의 병원

관련사업, 복지용구 렌탈사업

해외시장본부

● 신흥시장에서의 신규비즈니스 기획・실

행・추진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품사업의 전

개

생활원료본부

● 곡물・쌀・청과물・유지・수산물・당질・
사료・축산물・음료원료・유제품・주택

자재・기능섬유 등을 취급하고, 생산・
집하에서 제조・가공 사업에 임하여, 일

본내외의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공급

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

조직 4 본부 （21 부）
생활산업그룹CEO오피스, 생활산업그룹관리부

■ 해외시장본부
인도네시아부 , 중국・동남아시아부 , 신시장부

■ 리테일본부
식품리테일부 , 의료・생활용품부 , 상품개발부 , 리테일서포트부

■ 생활상품본부
식품유통부 , 종이・포장부 , 어패럴부 , S.P.A. 의료부 , 헬스케어부 , 타이어・소비재부

■ 생활원료본부
농산유지부 , 곡물부 , 수산부 , 당질부 , 사료축산부 , 낙농음료부 , 주택자재부 , 간사이지사기능섬유부

Princes（영국）

미쓰비시상사가 100% 출자

하는 영국의 식품・음료 제

조 판매 회사 Princes 는 유

럽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추진중

인도네시아 최대 소매회사 중 하나인 ALFA 그룹이 

운영하는 ‘ALFA 마트’

미쓰비시상사가 위탁을 받는 식품전문슈퍼 업계의 

일본 최대 기업인 Life Corporation 전용 배송센터

고객과 지역의 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점포에 

도전하는 Lawson

AGREX 사는 미국에서의 곡물조달사업의 강화를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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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CSR
Advisory

Committee

비즈니스를 통한
활동

ESG관리

사회공헌활동

동일본대지진
대응

2008년3월에 사외 전문가를 멤버로 하는 

‘환경・CSR Advisory Committee’를 설치

하고 청취한 의견을 미쓰비시상사의 환경・
CSR시책과 Stakeholder와의 대화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인프라사업 그룹을 중심으로 신

에너지, 환경・물사업, 스마트 커뮤니티 개

발 등, 저탄소 사회의 실현과 물 문제의 해

결을 위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융자 안건의 심의에 있어 , 경제

적인 측면 만이 아니라ESG（환경, 사회, 

Governance）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종합

적인 심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upply Chain Management 의 일 환 으 로 

거래처 관계자와 ‘Supply Chain 에 관한 

CSR행동 가이드라인’을 공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시찰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의 대화, 환경부하의 감소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

여 땀을 흘리는 것과, 계속해서 활동에 임하

는 것을 중시하여, ‘지구환경’, ‘복지’, ‘교

육’,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축으로 다

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쓰

비시미주재단（MCFA）및 미쓰비시유럽아프

리카기금（MCFEA）을 통해 환경보전활동과 

빈곤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상사부흥지원재단’（공익재단법

인）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지원과 

피해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NPO에의 원조, 

산업부흥 및 고용창출 지원을 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돕고 

싶다’는 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1년 

4월부터 피해지역에서의 사원 자원봉사 활

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약 

3,000명의 사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미쓰비시상사부흥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mitsubishicorp-foundation.org
1991년부터 협찬하고 있는 ‘오이타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오이타현 주최）. 매

년 사원이 자원봉사자로써 경기운영에 협

력하고 있습니다.

환경・CSR
미쓰비시상사에서는 환경・CSR 활동을 경영상의 가

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 다양한 사업 활동

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활동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념인 ‘삼강령’을 모든 기업 활동의 토대로 하

여 , 사업 활동의 목적과 자세 , 인권존중 , 친환경 등을 

‘기업행동지침’, ‘환경헌장’, ‘사회헌장’으로 정하고 , 

이들에 입각한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구환경 및 사회의 과제는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 

폭넓은 산업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미쓰비시상사에서

는 , Stakeholder 의 요청과 기대를 바탕으로 , 사업을 

통해 일본과 세계의 과제해결에 공헌함과 동시에 ‘지속

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교실을 실

시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환경・CSR Advisory Committee

아이치현 다하라시 ( 市 ) 메가솔라발전소

산호초 보전 프로젝트

사원 자원봉사 활동

환경・사회적인 면을 배려하면서 고품질의 커피원두를 

생산하고 있는 브라질의 이파네마 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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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CSR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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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SG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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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대응

2008년3월에 사외 전문가를 멤버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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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취한 의견을 미쓰비시상사의 환경・
CSR시책과 Stakeholder와의 대화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인프라사업 그룹을 중심으로 신

에너지, 환경・물사업, 스마트 커뮤니티 개

발 등, 저탄소 사회의 실현과 물 문제의 해

결을 위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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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종합

적인 심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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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계자와 ‘Supply Chain 에 관한 

CSR행동 가이드라인’을 공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시찰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의 대화, 환경부하의 감소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

여 땀을 흘리는 것과, 계속해서 활동에 임하

는 것을 중시하여, ‘지구환경’, ‘복지’, ‘교

육’,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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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미쓰비시상사부흥지원재단’（공익재단법

인）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지원과 

피해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NPO에의 원조, 

산업부흥 및 고용창출 지원을 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돕고 

싶다’는 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1년 

4월부터 피해지역에서의 사원 자원봉사 활

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약 

3,000명의 사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미쓰비시상사부흥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mitsubishicorp-foundation.org
1991년부터 협찬하고 있는 ‘오이타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오이타현 주최）. 매

년 사원이 자원봉사자로써 경기운영에 협

력하고 있습니다.

환경・CSR
미쓰비시상사에서는 환경・CSR 활동을 경영상의 가

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 다양한 사업 활동

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활동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념인 ‘삼강령’을 모든 기업 활동의 토대로 하

여 , 사업 활동의 목적과 자세 , 인권존중 , 친환경 등을 

‘기업행동지침’, ‘환경헌장’, ‘사회헌장’으로 정하고 , 

이들에 입각한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구환경 및 사회의 과제는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 

폭넓은 산업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미쓰비시상사에서

는 , Stakeholder 의 요청과 기대를 바탕으로 , 사업을 

통해 일본과 세계의 과제해결에 공헌함과 동시에 ‘지속

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교실을 실

시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환경・CSR Advisory Committee

아이치현 다하라시 ( 市 ) 메가솔라발전소

산호초 보전 프로젝트

사원 자원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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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해임, 
보수의 결정

집행임원의
선임・감독

【업무집행 체제】

경영상 중요사항의 부의
업무집행의 보고

자문

제언

보고

보고

회계감사

감사・보고

선임・해임, 
보수의 결정

선임・해임

내부통제 관련 주요 위원회

사장
감사부

Corporate Staff 부문

사장실회

감사・감사회

주주 총회

이사회 회계감사인

Governance・보수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업무집행조직（영업부문 외）

공시위원회

감사, 감사부, 회계감사인의 연계

내부통제 관련
각종제도・시책의
입안, 철저한 주지

안전보장무역관리위원회 등

투자 및 융자 등 자문위원회

환경・CSR위원회

Compliance 위원회
보고지휘・임명

보고・상담지휘・명령

통보・상담

보고・상담지휘・명령

임명

보고

보고

보고・상담

보고・상담지휘・명령

보고・상담

（대상：사전등록된 일본내 자회사）

임명

Chief Compliance Officer

사장

그룹CEO, 지역통괄

내부 통보 제도

Compliance 위원회

사원

조직（거점・본부・부・BU 등）의 장

보고・상담

Compliance Officer중간관리자

사원

미쓰비시상사

자회사・관련회사 미쓰비시상사그룹

변호사

투서함（상담 창구）

해외지역 Compliance Officer

일본내지사 Compliance Officer

Group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Officer

위원장：Chief Compliance Officer

사무국：법무부 Compliance 총괄실

사외변호사 투서함・핫라인（상담 창구）

내부회계감사・핫라인（상담 창구）

Compliance 투서함（상담 창구）

앞열 왼쪽부터

Dr. 헤르미니오・블랑코・멘도사
（멕시코）전 상공장관

죠셉・S・나이
（미국）하버드대학 특별공로 교수 겸 오만 
국왕 국제관계학 교수

라탄・N・타타
（인도）타타 트러스트 회장

존・본드 경
（영국）KKR아시아 회장

하이메・아우구스트・조벨・디・아얄라 Ⅱ
（필리핀）아얄라 코퍼레이션 회장CEO

뒷열 왼쪽부터

가토 료조
（사외이사）

마카하라 미노루
（특별고문）

사사키 미키오
（상담역）

고지마 요리히코
（이사회 회장）

고바야시 켄
（사장）

고노 히데히로
（사외이사）

Governance・보수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Governance・보수 위원회

구성 임원 （2013 년 10 월 28 일 현재）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내부통제 시스템

Compliance
미쓰비시상사는 기업이념인 ‘삼강령’에 근거하여 

‘기업행동지침’과 ‘미쓰비시상사 임직원 행동규범’을 

비롯해 각 사내규정을 제정하여 , 모든 임직원의 의무로

서 Compliance 를 최우선으로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습

니다. 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하고, 각 부문・
그룹 및 일본내외 각 지역에 Compliance Officer 를 배

치하여 일상업무에서 Compliance 를 실천하고 있습니

다 . 

2009 년 이래 매년 ‘미쓰비시상사 임직원 행동규

범’에 관련된 사례교육을 포함한 e 러닝을 수강한 후

에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규범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으

며 , 이후 자회사 및 회사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

습니다 . 아울러 Compliance 관련 세미나 ,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주제로 직장 단위로 토의하는 

Compliance Discussion, 책자형태의 Q&A 사례집 배

포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미쓰

비시상사 전 임직원은 본사에서부터 자회사 및 관련회

사의 사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Compliance 지식의 

학습과 인식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Compliance 활동은 모

든 기업활동의 전제이며 , 연결베이스에서의 기업가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향후

에도 Compliance 시책을 더욱 충실히하고 강화할 것입

니다 .

미쓰비시상사는 ‘삼강령（소기봉공 , 처사광명 , 입

업무역）’을 기업이념으로 ,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경영기반의 강화에 임하고 있으며 , 독립임원（사외이

사 5 명・사외감사 3 명）의 선임 , 집행임원제도의 도

입 , 사외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Governance・보수위원회 등）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체제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령과 정관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효율적인 직무수행’, ‘Compliance’, ‘리

스크관리’, ‘재무보고’, ‘정보의 관리 및 보존’, ‘연결

경영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확보’, ‘감사 , 모니터링’, 

‘감사’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구성（2014년도）

▪사내 위원（3명） 고지마 요리히코 ※（이사회 회장）

고바야시 켄（사장）

나베시마 히데유키（상임 감사）

▪사외 위원（5명） 이토 쿠니오（사외이사）

가토 료조（사외이사）

고노 히데히로（사외이사）

T・후쿠시마・사키에（사외이사）

구니히로 타다시（사외감사）
※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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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해임, 
보수의 결정

집행임원의
선임・감독

【업무집행 체제】

경영상 중요사항의 부의
업무집행의 보고

자문

제언

보고

보고

회계감사

감사・보고

선임・해임, 
보수의 결정

선임・해임

내부통제 관련 주요 위원회

사장
감사부

Corporate Staff 부문

사장실회

감사・감사회

주주 총회

이사회 회계감사인

Governance・보수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업무집행조직（영업부문 외）

공시위원회

감사, 감사부, 회계감사인의 연계

내부통제 관련
각종제도・시책의
입안, 철저한 주지

안전보장무역관리위원회 등

투자 및 융자 등 자문위원회

환경・CSR위원회

Compliance 위원회
보고지휘・임명

보고・상담지휘・명령

통보・상담

보고・상담지휘・명령

임명

보고

보고

보고・상담

보고・상담지휘・명령

보고・상담

（대상：사전등록된 일본내 자회사）

임명

Chief Compliance Officer

사장

그룹CEO, 지역통괄

내부 통보 제도

Compliance 위원회

사원

조직（거점・본부・부・BU 등）의 장

보고・상담

Compliance Officer중간관리자

사원

미쓰비시상사

자회사・관련회사 미쓰비시상사그룹

변호사

투서함（상담 창구）

해외지역 Compliance Officer

일본내지사 Compliance Officer

Group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Officer

위원장：Chief Compliance Officer

사무국：법무부 Compliance 총괄실

사외변호사 투서함・핫라인（상담 창구）

내부회계감사・핫라인（상담 창구）

Compliance 투서함（상담 창구）

앞열 왼쪽부터

Dr. 헤르미니오・블랑코・멘도사
（멕시코）전 상공장관

죠셉・S・나이
（미국）하버드대학 특별공로 교수 겸 오만 
국왕 국제관계학 교수

라탄・N・타타
（인도）타타 트러스트 회장

존・본드 경
（영국）KKR아시아 회장

하이메・아우구스트・조벨・디・아얄라 Ⅱ
（필리핀）아얄라 코퍼레이션 회장CEO

뒷열 왼쪽부터

가토 료조
（사외이사）

마카하라 미노루
（특별고문）

사사키 미키오
（상담역）

고지마 요리히코
（이사회 회장）

고바야시 켄
（사장）

고노 히데히로
（사외이사）

Governance・보수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Governance・보수 위원회

구성 임원 （2013 년 10 월 28 일 현재）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내부통제 시스템

Compliance
미쓰비시상사는 기업이념인 ‘삼강령’에 근거하여 

‘기업행동지침’과 ‘미쓰비시상사 임직원 행동규범’을 

비롯해 각 사내규정을 제정하여 , 모든 임직원의 의무로

서 Compliance 를 최우선으로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습

니다. 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하고, 각 부문・
그룹 및 일본내외 각 지역에 Compliance Officer 를 배

치하여 일상업무에서 Compliance 를 실천하고 있습니

다 . 

2009 년 이래 매년 ‘미쓰비시상사 임직원 행동규

범’에 관련된 사례교육을 포함한 e 러닝을 수강한 후

에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규범준수 서약서를 받고 있으

며 , 이후 자회사 및 회사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

습니다 . 아울러 Compliance 관련 세미나 ,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주제로 직장 단위로 토의하는 

Compliance Discussion, 책자형태의 Q&A 사례집 배

포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미쓰

비시상사 전 임직원은 본사에서부터 자회사 및 관련회

사의 사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Compliance 지식의 

학습과 인식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Compliance 활동은 모

든 기업활동의 전제이며 , 연결베이스에서의 기업가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향후

에도 Compliance 시책을 더욱 충실히하고 강화할 것입

니다 .

미쓰비시상사는 ‘삼강령（소기봉공 , 처사광명 , 입

업무역）’을 기업이념으로 ,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경영기반의 강화에 임하고 있으며 , 독립임원（사외이

사 5 명・사외감사 3 명）의 선임 , 집행임원제도의 도

입 , 사외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Governance・보수위원회 등）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체제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령과 정관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효율적인 직무수행’, ‘Compliance’, ‘리

스크관리’, ‘재무보고’, ‘정보의 관리 및 보존’, ‘연결

경영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확보’, ‘감사 , 모니터링’, 

‘감사’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구성（2014년도）

▪사내 위원（3명） 고지마 요리히코 ※（이사회 회장）

고바야시 켄（사장）

나베시마 히데유키（상임 감사）

▪사외 위원（5명） 이토 쿠니오（사외이사）

가토 료조（사외이사）

고노 히데히로（사외이사）

T・후쿠시마・사키에（사외이사）

구니히로 타다시（사외감사）
※는 위원장

28 29

MC会社案内2014_K.indd   28-29 15/03/13   17:59

PDF Compressor Pro

http://www.pdfcompressor.org/buy.html


임원

이사

（2014 년 7 월 1 일 현재）

고지마 요리히코
이사회 회장

고바야시 켄 ※ 나카하라 히데토 ※ 야나이 준 ※ 기누카와 준 ※

미야우치 타카히사 ※ 모리 카즈유키 ※우치노 슈마 ※ 히로타 야스히토 ※

이토 쿠니오 ※※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상
업학 연구과 교수

쓰쿠다 카즈오 ※※

미쓰비시 중공업㈜ 상담역

고노 히데히로 ※※가토 료조 ※※ T・후쿠시마・사키에 ※※

G&S글로벌・어드바이저
스㈜ 사장 & 대표이사

　※ 대표이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회사법 제2조 제15호에 정해진 사외이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베시마 히데유키
상임 감사

쓰지야마 에이코 ※

와세다대학 상업학부・대
학원 상업학 연구과 교수

노마 오사무 이시노 히데요 ※ 구니히로 타다시 ※

변호사

감사

※회사법 제2조 제16호에 정해진 사외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 집행임원은 이사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부사장 집행임원사장

고바야시 켄 ※ 나카하라 히데토 ※

Corporate담당임원

（기획업무, 글로벌섭

외, 경제협력, 로지스

틱스총괄）

미야우치 타카히사 ※

화학품그룹CEO

기누카와 준 ※

금속그룹CEO

야나이 준 ※

에너지사업그룹CEO, 

Chief Compliance 

Officer

상무 집행임원

시라키 세이지

중남미 통괄

집행임원

스기우라 야스유키
북미총괄 겸 북미
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모리야마 토루
아시아・대양주  
통괄

우라베 토시미츠
비즈니스서비스부
문CEO

다나베 에이치
신산업금융사업 
그룹CEO

가키우치 타케히코
생활산업그룹CEO

히로타 야스히토 ※

Corporate담당임
원 (홍보, 총무, 환
경・CSR, 법무, 인
사）

우치노 슈마 ※

Corporate담당임
원（CFO）

안도 이치로
중부 지사장

마쓰이 슌이치
동아시아 통괄 겸 
미쓰비시상사(중
국)유한공사 사장 
겸 미쓰비시상사 
(중국)상업유한공
사 사장

오카와 카즈시
기계그룹COO（산
업기계사업, 선박・
우주항공사업 관
계）

시라지 코조
기계그룹CEO

요시카와 시게아키
중동・중앙아시아 
통괄

모리 카즈유키 ※

국내총괄 겸 간사
이 지사장

히라노 하지메
천연가스사업본부
장

사쿠마 히로시
지구환경・인프라 
사업그룹CEO

집행임원

가와무라 요시히코
비즈니스서비스부문CEO보
좌 (특명담당）

히로모토 유이치
산업금융사업본부장

니시우라 칸지
금속자원본부장 겸 MDP 
사업부장

기요시 타쓰야
범용화학품제1본부장

기타가와 야스히코
기획업무부장

야스노 켄지
선박・우주항공사업본부장

미즈하라 히데모토
미국미쓰비시상사회사 사
장 겸 북미미쓰미시상사회사 
EVP

이세다 준이치
인도네시아 총대표 겸 인도네
시아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미스 카즈야스
해외시장본부장

나카야마 신이치
범용화학품제2본부장

산토 마사지
인프라사업본부장 겸 환경사
업본부장

다카다 미쓰유키
호주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겸 뉴질랜드미쓰비시상사회
사 사장 겸 아시아・대양주통
괄보좌(대양주)

고야나기 켄이치
석유・가스탐광개발사업 본
부장

시노야마 요이치
동아시아통괄보좌 겸 홍콩미
쓰비시상사회사 사장

무라코시 아키라
태국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겸 MC상사회사 사장 겸 미쓰
비시상사회사핫야이(태국) 
사무소장 겸 태국-MC상사
회사핫야이 사무소장

기타무라 코이치
기계그룹관리부장

사카키다 마사카즈
인도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겸 아시아・대양주 통괄보좌 
(서남아시아)

나카가와 히로시
Tri Petch Isuzu Sales Co., 
Ltd. 사장 겸 소장

마스 카즈유키
주계부장

하기와라 타케시
기능화학품본부장

하야시 하루키
유럽・아프리카 통괄 겸 유럽
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호시노 케이스케
Mitsubishi Development 
Pty Ltd. 사장

와다 코이치
천연가스사업본부 부본부장

다카노세 쓰토무
중국생활산업그룹통괄

요시다 신야
경영기획부장

이토 카쓰히로
Corporate담당임원 보좌 
(총괄)

이초 미쓰마사
리스크매니지먼트부장

이시카와 타카지로
에셋매니지먼트사업본부장

히라이 야스테루
동아시아통괄보좌 겸 미쓰비
시상사 (상해) 유한공사 사
장 겸 상해 사무소장

쓰지 노보루
PT. Krama Yudha Tiga 
Berlian Motors, 사장 겸 소
장

다나카 노리카즈
금속자원본부 부본부장

하세가와 후미노리
석유사업본부장 겸 석유원료
부장

교야 유타카
생활원료본부장

나카가와 테쓰지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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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이사

（2014 년 7 월 1 일 현재）

고지마 요리히코
이사회 회장

고바야시 켄 ※ 나카하라 히데토 ※ 야나이 준 ※ 기누카와 준 ※

미야우치 타카히사 ※ 모리 카즈유키 ※우치노 슈마 ※ 히로타 야스히토 ※

이토 쿠니오 ※※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상
업학 연구과 교수

쓰쿠다 카즈오 ※※

미쓰비시 중공업㈜ 상담역

고노 히데히로 ※※가토 료조 ※※ T・후쿠시마・사키에 ※※

G&S글로벌・어드바이저
스㈜ 사장 & 대표이사

　※ 대표이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회사법 제2조 제15호에 정해진 사외이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베시마 히데유키
상임 감사

쓰지야마 에이코 ※

와세다대학 상업학부・대
학원 상업학 연구과 교수

노마 오사무 이시노 히데요 ※ 구니히로 타다시 ※

변호사

감사

※회사법 제2조 제16호에 정해진 사외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 집행임원은 이사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부사장 집행임원사장

고바야시 켄 ※ 나카하라 히데토 ※

Corporate담당임원

（기획업무, 글로벌섭

외, 경제협력, 로지스

틱스총괄）

미야우치 타카히사 ※

화학품그룹CEO

기누카와 준 ※

금속그룹CEO

야나이 준 ※

에너지사업그룹CEO, 

Chief Compliance 

Officer

상무 집행임원

시라키 세이지

중남미 통괄

집행임원

스기우라 야스유키
북미총괄 겸 북미
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모리야마 토루
아시아・대양주  
통괄

우라베 토시미츠
비즈니스서비스부
문CEO

다나베 에이치
신산업금융사업 
그룹CEO

가키우치 타케히코
생활산업그룹CEO

히로타 야스히토 ※

Corporate담당임
원 (홍보, 총무, 환
경・CSR, 법무, 인
사）

우치노 슈마 ※

Corporate담당임
원（CFO）

안도 이치로
중부 지사장

마쓰이 슌이치
동아시아 통괄 겸 
미쓰비시상사(중
국)유한공사 사장 
겸 미쓰비시상사 
(중국)상업유한공
사 사장

오카와 카즈시
기계그룹COO（산
업기계사업, 선박・
우주항공사업 관
계）

시라지 코조
기계그룹CEO

요시카와 시게아키
중동・중앙아시아 
통괄

모리 카즈유키 ※

국내총괄 겸 간사
이 지사장

히라노 하지메
천연가스사업본부
장

사쿠마 히로시
지구환경・인프라 
사업그룹CEO

집행임원

가와무라 요시히코
비즈니스서비스부문CEO보
좌 (특명담당）

히로모토 유이치
산업금융사업본부장

니시우라 칸지
금속자원본부장 겸 MDP 
사업부장

기요시 타쓰야
범용화학품제1본부장

기타가와 야스히코
기획업무부장

야스노 켄지
선박・우주항공사업본부장

미즈하라 히데모토
미국미쓰비시상사회사 사
장 겸 북미미쓰미시상사회사 
EVP

이세다 준이치
인도네시아 총대표 겸 인도네
시아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미스 카즈야스
해외시장본부장

나카야마 신이치
범용화학품제2본부장

산토 마사지
인프라사업본부장 겸 환경사
업본부장

다카다 미쓰유키
호주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겸 뉴질랜드미쓰비시상사회
사 사장 겸 아시아・대양주통
괄보좌(대양주)

고야나기 켄이치
석유・가스탐광개발사업 본
부장

시노야마 요이치
동아시아통괄보좌 겸 홍콩미
쓰비시상사회사 사장

무라코시 아키라
태국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겸 MC상사회사 사장 겸 미쓰
비시상사회사핫야이(태국) 
사무소장 겸 태국-MC상사
회사핫야이 사무소장

기타무라 코이치
기계그룹관리부장

사카키다 마사카즈
인도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겸 아시아・대양주 통괄보좌 
(서남아시아)

나카가와 히로시
Tri Petch Isuzu Sales Co., 
Ltd. 사장 겸 소장

마스 카즈유키
주계부장

하기와라 타케시
기능화학품본부장

하야시 하루키
유럽・아프리카 통괄 겸 유럽
미쓰비시상사회사 사장

호시노 케이스케
Mitsubishi Development 
Pty Ltd. 사장

와다 코이치
천연가스사업본부 부본부장

다카노세 쓰토무
중국생활산업그룹통괄

요시다 신야
경영기획부장

이토 카쓰히로
Corporate담당임원 보좌 
(총괄)

이초 미쓰마사
리스크매니지먼트부장

이시카와 타카지로
에셋매니지먼트사업본부장

히라이 야스테루
동아시아통괄보좌 겸 미쓰비
시상사 (상해) 유한공사 사
장 겸 상해 사무소장

쓰지 노보루
PT. Krama Yudha Tiga 
Berlian Motors, 사장 겸 소
장

다나카 노리카즈
금속자원본부 부본부장

하세가와 후미노리
석유사업본부장 겸 석유원료
부장

교야 유타카
생활원료본부장

나카가와 테쓰지
신에너지･전력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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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2010 2013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및 연결자회사
3 월 31 일에 종료한 사업연도
미쓰비시상사 및 연결자회사는 2014년 3월 31일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였습니다. IFRS로의 이행일은 2012년 4월 1일 입니다. 

재무 Highlight

（단위 : 억엔）

연결경영실적

수익 [IFRS] − − ¥60,099 ¥76,352
[미국 회계기준] ¥52,069 ¥55,658 ¥59,688 ¥75,893

매출총이익 [IFRS] − − 10,549 11,860
[미국 회계기준] 11,499 11,279 10,297 11,601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 [IFRS] − − 1,678 1,684
[미국 회계기준] 1,670 1,924 1,643 2,085

당기순이익
（당사 소유자에 귀속）

[IFRS] − − 3,235 3,614
[미국 회계기준] 4,645 4,523 3,600 4,448

연결재정상태

자산합계 [IFRS] − 131,678 150,647 159,011
[미국 회계기준] 112,728 125,883 144,107 152,917

당사 소유자에 귀속되는 지분
[IFRS] − 37,735 45,171 50,677
[미국 회계기준] 32,333 35,078 41,797 47,742

1 주당 당사소유자 귀속지분
（엔）

[IFRS] − 2,292.27 2,742.36 3,074.03
[미국 회계기준] 1,966.66 2,130.89 2,537.52 2,869.04

순유이자부채배율（배） [IFRS] − − 1.0 0.9
[미국 회계기준] 0.9 1.0 1.0 0.9

기본적 1 주당 당기순이익
（엔）

[IFRS] − − 196.45 219.30
[미국 회계기준] 282.62 274.91 218.66 269.93

희박화 후 1 주당 당기순이익
（엔）

[IFRS] − − 196.02 218.80
[미국 회계기준] 281.87 274.30 218.18 269.31

ROE（％） [IFRS] − − 7.8 7.5
[미국 회계기준] 15.1 13.4 9.4 9.9

ROA（％） [IFRS] − − 2.3 2.3
[미국 회계기준] 4.2 3.8 2.7 3.0

영업그룹개요（2013 년도 실적）［IFRS］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용어로 ‘희박화후’는 ‘잠재주식 조정후’, ‘자산합계’는 ‘총자산’,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지분’은 ‘주주자본’ 입니다.

※’기본적 1주당 당기순이익’ 및 ‘희박화 후 1주당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손익은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지구환경・
인프라사업그룹

신산업금융
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 금속그룹 기계그룹 화학품그룹 생활산업그룹

수익 297 억엔 1,723 억엔 18,860 억엔 8,732 억엔 8,290 억엔 14,653 억엔 23,536 억엔

매출총이익 281 억엔 672 억엔 622 억엔 2,419 억엔 1,867 억엔 1,026 억엔 4,809 억엔

지분법손익 184 억엔 162 억엔 657 억엔 12 억엔 300 억엔 173 억엔 226 억엔

당기순이익 165 억엔 297 억엔 1,186 억엔 80 억엔 988 억엔 217 억엔 592 억엔

자산합계 8,621 억엔 10,314 억엔 24,640 억엔 47,039 억엔 18,912 억엔 10,084 억엔 26,621 억엔

종업원 1,377 명 2,674 명 1,544 명 12,802 명 9,144 명 7,004 명 28,551 명

배당상황

1 주당 배당금（연간・엔） 65.00 65.00 55.00 68.00

　배당성향（％） 23 24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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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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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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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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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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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8

2013

75,893

2012

6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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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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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65.00

55.00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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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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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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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7

159,011

2010

2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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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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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8

2013

269.31

2012

196.02

2013

2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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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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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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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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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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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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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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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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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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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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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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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8

2.7

3.0

2.3 2.3

150,647

37,735

2011

131,678

（억엔）

수익

（억엔）

매출총이익

（억엔）

당기순이익

（엔）

희박화 후 1주당 당기순이익

미국회계기준 IFRS

ROAROE

（배당・엔）

1주당 배당금과 배당성향
1주당 배당금 배당성향자산합계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지분

（억엔）

자산합계와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지분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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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2010 2013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및 연결자회사
3 월 31 일에 종료한 사업연도
미쓰비시상사 및 연결자회사는 2014년 3월 31일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였습니다. IFRS로의 이행일은 2012년 4월 1일 입니다. 

재무 Highlight

（단위 : 억엔）

연결경영실적

수익 [IFRS] − − ¥60,099 ¥76,352
[미국 회계기준] ¥52,069 ¥55,658 ¥59,688 ¥75,893

매출총이익 [IFRS] − − 10,549 11,860
[미국 회계기준] 11,499 11,279 10,297 11,601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 [IFRS] − − 1,678 1,684
[미국 회계기준] 1,670 1,924 1,643 2,085

당기순이익
（당사 소유자에 귀속）

[IFRS] − − 3,235 3,614
[미국 회계기준] 4,645 4,523 3,600 4,448

연결재정상태

자산합계 [IFRS] − 131,678 150,647 159,011
[미국 회계기준] 112,728 125,883 144,107 152,917

당사 소유자에 귀속되는 지분
[IFRS] − 37,735 45,171 50,677
[미국 회계기준] 32,333 35,078 41,797 47,742

1 주당 당사소유자 귀속지분
（엔）

[IFRS] − 2,292.27 2,742.36 3,074.03
[미국 회계기준] 1,966.66 2,130.89 2,537.52 2,869.04

순유이자부채배율（배） [IFRS] − − 1.0 0.9
[미국 회계기준] 0.9 1.0 1.0 0.9

기본적 1 주당 당기순이익
（엔）

[IFRS] − − 196.45 219.30
[미국 회계기준] 282.62 274.91 218.66 269.93

희박화 후 1 주당 당기순이익
（엔）

[IFRS] − − 196.02 218.80
[미국 회계기준] 281.87 274.30 218.18 269.31

ROE（％） [IFRS] − − 7.8 7.5
[미국 회계기준] 15.1 13.4 9.4 9.9

ROA（％） [IFRS] − − 2.3 2.3
[미국 회계기준] 4.2 3.8 2.7 3.0

영업그룹개요（2013 년도 실적）［IFRS］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용어로 ‘희박화후’는 ‘잠재주식 조정후’, ‘자산합계’는 ‘총자산’,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지분’은 ‘주주자본’ 입니다.

※’기본적 1주당 당기순이익’ 및 ‘희박화 후 1주당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손익은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익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지구환경・
인프라사업그룹

신산업금융
사업그룹

에너지사업그룹 금속그룹 기계그룹 화학품그룹 생활산업그룹

수익 297 억엔 1,723 억엔 18,860 억엔 8,732 억엔 8,290 억엔 14,653 억엔 23,536 억엔

매출총이익 281 억엔 672 억엔 622 억엔 2,419 억엔 1,867 억엔 1,026 억엔 4,809 억엔

지분법손익 184 억엔 162 억엔 657 억엔 12 억엔 300 억엔 173 억엔 226 억엔

당기순이익 165 억엔 297 억엔 1,186 억엔 80 억엔 988 억엔 217 억엔 592 억엔

자산합계 8,621 억엔 10,314 억엔 24,640 억엔 47,039 억엔 18,912 억엔 10,084 억엔 26,621 억엔

종업원 1,377 명 2,674 명 1,544 명 12,802 명 9,144 명 7,004 명 28,551 명

배당상황

1 주당 배당금（연간・엔） 65.00 65.00 55.00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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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희박화 후 1주당 당기순이익

미국회계기준 IFRS

ROAROE

（배당・엔）

1주당 배당금과 배당성향
1주당 배당금 배당성향자산합계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지분

（억엔）

자산합계와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지분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당사 소유자에 귀속하는 당기순이익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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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및 관련회사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비즈니스서비스부문

（2014 년 3 월 31 일 현재）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신산업금융사업그룹

＜연결자회사＞

IT Frontier Corporation (Japan)※ 100.00 IT관련 비즈니스 솔루션, 시스템 구축 서비스, IT관리 서비스 등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IGMAXYZ Inc. (Japan) 34.00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Infosec Corporation (Japan) 40.00 정보보안 전반에 관한 각종 서비스 제공

Bewith, Inc. (Japan) 40.00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콜 센터의 기획・설계・운용）

＜연결자회사＞

TRILITY GROUP PTY LTD (Australia) 60.00 물사업

MCKG Port Holding Corporation (Japan) 60.00 항만사업 투자의 관리 업무

Diamond Generating Europe Limited (U.K.) 100.00 발전사업

Diamond Solar Corporation (Japan) 100.00 발전사업

Diamond Transmission Corporation Limited (U.K.) 100.00 송전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Power Systems, Inc. (Japan) 100.00 발전기기부품의 보수점검・설치 공사 및 수송 업무

Diamond Generating Corporation (U.S.A.) 100.00 전력사업

Diamond Generating Asia, Limited (Hong Kong) 100.00 전력사업

DGA Ho Ping B.V. (The Netherlands) 100.00 발전사업

DGA Ilijan B.V. (The Netherlands) 100.00 발전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Machinery, Inc. (Japan) 100.00 기계・부품의 수출입 및 국내 거래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wing Corporation (Japan) 33.33 물사업

Chiyoda Corporation (Japan) 33.73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Lithium Energy Japan（Japan) 41.94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판매

ELECTRICIDAD SOL DE TUXPAN, S. de R.L. de C.V. (Mexico) 50.00 발전사업

＜연결자회사＞

Alternative Investment Capital Ltd. (Japan) 51.00 자산관리 사업（운용 등）

Diamond Realty Investments, Inc. (U.S.A.) 100.00 부동산 투자회사

Diamond Realty Management Inc. (Japan) 100.00 자산관리 사업（운용）

Healthcare Management Partners, Inc. (Japan) 66.00 자산관리 사업（운용）

MC 에셋매니지먼트 Holdings, LLC. (U.S.A.) 80.00 자산관리 사업（운용）

MC Aviation Partners Americas Inc. (U.S.A.) 100.00 항공기리스 및 관련 서비스 사업

MC Aviation Partners Inc. (Japan) 100.00 항공기리스 및 관련 서비스 사업

MC Engine Leasing Limited (U.K.) 80.00 항공기 엔진 리스사업

MC 에셋매니지먼트 Americas Ltd. (U.S.A.) 100.00 자산관리 사업（플레이스먼트）

MCAP Europe Ltd. (Ireland) 100.00 항공기 리스 및 관련 서비스 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에셋매니지먼트 Ltd. (Japan) 100.00 자산관리사업（플레이스먼트 등）

Mitsubishi Corporation LT, Inc. (Japan) 100.00 종합물류업, 국제복합 일관수송업, 창고업

Mitsubishi Corporation Urban Development, Inc. (Japan) 98.66 상업시설 등 임대부동산의 개발・운영

Mitsubishi Corp.-UBS Realty Inc. (Japan) 51.00 자산관리 사업（운용）

New Century Insurance Co., Ltd. (Bermuda, British overseas territory) 100.00 보험업

Seto Futo Co., Ltd. (Japan) 61.65 항만수송 사업, 창고업

TorreyCove Capital Partners LCC (U.S.A.) 100.00 자산관리 사업（투자조언）

MC 에셋매니지먼트 Europe Ltd. (U.K.) 100.00 자산관리 사업（운용/플레이스먼트）

Double Bridge Infrastructure Inc. (Japan) 100.00 인프라플랜트 운용업

DBI Management Inc. (Japan) 100.00 인프라플랜트 운용업

Diamond Bulk Carriers Pte. Ltd. (Singapore) 100.00 드라이 벌크선의 운항 및 선박임대업

Yokohama Akarenga Inc. (Japan) 51.00 상업시설운영업

MC 에셋매니지먼트 Asia (Hong Kong) 100.00 자산관리 사업（플레이스먼트 등）

MC Aviation Corporation (Japan) 100.00 항공사 대상 항공산업 관련 판매대리점업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AJIL Financial Services Company (Saudi Arabia) 20.00 종합리스 사업

Deucalion MC Engine Leasing Ltd. (Ireland) 40.00 항공기엔진 리스 사업

Ekim Turizm Ticaret Ve Sanayi A.S. (Intercity) (Turkey) 35.80 자동차 리스 사업

Marunouchi Capital Co., Ltd. (Japan) 50.00 투자 운용업

Mitsubishi Auto Leasing Holdings Corporation (Japan) 50.00 자회사를 통한 각종 자동차 리스・할부, 기타 금융업무

Mitsubishi UFJ Lease & Finance Company Ltd. (Japan) 20.00 각종 물건의 리스・할부판매, 기타 금융업무

Mitsubishi Ore Transport Co., Ltd. (Japan) 40.28 석탄・철광석・자동차 등의 외항부정기선 운항 및 선박임대업

TES Holdings Limited (U.K.) 35.00 항공기 엔진 보수관리・부품 판매 사업

AGP Corporation (Japan) 26.81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설비보수, 푸드카트 제조・판매

MC PineStreet Investment Advisory Co., Ltd. (Korea) 50.00 자산관리 사업（투자조언）

One Rock Capital Partners, LLC. (U.S.A.) 40.00 자산관리 사업（운용）

＜연결자회사＞

Metal One Corporation (Japan) 60.00 철광제품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Pte. Ltd. (Singapore) 100.00 금속자원 무역사업 총괄 자회사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Ltd. (Japan) 100.00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금속자원 무역사업회사

Triland Metals Ltd. (U.K.) 100.00 런던금속거래소(LME) 브로커

Mitsubishi Development Pty Ltd (Australia) 100.00 석탄을 중심으로 한 금속자원으로의 투자, 생산 및 판매

M.C. Inversiones Limitada (Chile) 100.00 중남미에서의 금속자원 사업의 운영회사

MC RESOURCE DEVELOPMENT LTD. (U.K.) 100.00 앵글로・아메리칸・수르 (칠레) 투자회사

JECO Corporation (Japan) 70.00 에스콘디다 동광산 (칠레) 투자회사

MC Copper Holdings B.V. (The Netherlands) 100.00 로스페란브레스 동광산 (칠레) 투자회사

Hernic Ferrochrome (Pty) Ltd. (Republic of South Africa) 50.98 크롬광석의 채굴, 페로크롬의 제조・판매

Ryowa Development Pty., Ltd. (Australia) 100.00 보인(Boyne) 알루미늄 제련소 투자 및 알루미늄 잉곳 판매

Ryowa Development Ⅱ Pty., Ltd. (Australia) 100.00 보인(Boyne) 알루미늄 제련소 투자 및 알루미늄 잉곳 판매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Furuya Metal Co., Ltd. (Japan) 20.30 귀금속 가공업

NIKKEI MC ALUMINIUM Co.，Ltd.（Japan) 45.00 알루미늄 2차합금 잉곳 제조・판매

Iron Ore Company of Canada (Canada) 26.18 철광석생산 판매업

Compania Minera del Pacifico S.A. (Chile) 25.00 철광석생산 판매업

JECO 2 Ltd. (U.K.) 50.00 에스콘디다 동광산 (칠레) 투자회사

Strand Minerals (Indonesia) Pte. Ltd. (Singapore) 30.00 Weda Bay프로젝트 운영사인 PT Weda Bay Nickel 투자회사

Mozal SA (Mozambique) 25.00 알루미늄 잉곳 제조・판매

＜Metal One 연결자회사＞

Metal One Structural Steel & Resource Corporation (Japan) 100.00 강재 (건재) 가공판매

Metal One Holdings America, Inc. (U.S.A.) 80.00 강재가공・판매 사업 총괄

M.O. TEC CORPORATION (Japan) 94.56 건설자재의 임대・판매

Metal One Specialty Steel Corporation (Japan) 100.00 특수강 가공판매

Isuzu Corporation (Japan) 56.60 강재가공판매

MC Metal Service Asia (Thailand) Co., Ltd. (Thailand) 100.00 강재가공판매

Sus-Tech Corporation (Japan) 64.48 강재 (스테인레스) 가공판매

Metal One Pipe & Tubular Products Inc. (Japan) 100.00 강관・배관 기자재 종합상사

Kyushu Steel Corporation (Japan) 55.00 강재 (건재) 제조

Tamatsukuri Corporation (Japan) 97.31 강재 (후판) 가공판매

Metal One Steel Service Corporation (Japan) 90.00 강재 가공판매

Metal One Ryowa Corporation (Japan) 100.00 강재 가공판매

Kyushu Steel Center Co., Ltd. (Japan) 55.29 강재 (후판) 가공

＜메탈원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olutions Usiminas (Brazil) 20.00 강재 가공판매

Keiyo Blanking Kogyo Co., Ltd. (Japan) 40.41 강재 (후판) 가공판매

에너지사업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금속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연결자회사＞

Angola Japan Oil Co.，Ltd.（Japan) 51.00 앙골라에서의 석유개발 및 생산

Cordova Gas Resources Ltd. (Canada) 67.50 캐나다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생산

Cutbank Dawson Gas Resources Ltd. (Canada) 100.00 캐나다에서의 셰일가스 사업 투자회사

Diamond Gas Holdings Sdn. Bhd. (Malaysia) 100.00 말레이시아에서의 GTL사업(SMDS）투자회사

Diamond Gas Netherlands B.V. (The Netherlands) 80.00 말레이시아Ⅲ 프로젝트 투자회사

Diamond Gas Niugini B.V. (The Netherlands) 100.00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원유・가스 탐광 개발사업

Diamond Gas Operation Co., Ltd. (Japan) 100.00 무역실무대행・천연가스 관련 정보 제공

Diamond Gas Sakhalin B.V. (The Netherlands) 100.00 사하린Ⅱ 프로젝트 투자회사

Diamond LNG Canada Ltd. (Canada) 100.00 캐나다 서해안에서의 LNG 사업

Diamond Resources (Canning) PT (Australia) 100.00 호주에서의 원유・가스 탐광 개발사업

Diamond Resources (Fitzroy) PT (Australia) 100.00 호주에서의 원유・가스 탐광 개발사업

MC Energy，Inc.（Japan) 100.00 아스팔트 석유제품판매

MCX Dunlin (UK) Limited (U.K.) 100.00 영국령 북해지역에서의 석유개발・생산・판매사업

MCX Exploration (USA) LLC (U.S.A.) 100.00 석유･가스 개발

MCX Osprey (UK) Limited (U.K.) 100.00 영국령 북해지역에서의 석유개발・생산・판매사업

MI Berau B.V. (The Netherlands) 56.00 인도네시아에서의 탕구 프로젝트 투자회사

Mitsubishi Shoji Sekiyu Co.，Ltd.（Japan) 100.00 석유제품 판매

Mitsubishi Corporation Exploration Co., Ltd. (Japan) 100.00 석유・가스 탐광 개발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Astomos Energy Corporation (Japan) 49.00 LP가스 수입・무역, 국내물류, 판매

Brunei LNG Sendirian Berhad (Brunei) 25.00 액화천연가스 제조・판매

Encore Energy Pte. Ltd. (Singapore) 39.40 Medco사 (인도네시아)의 주식보유회사

Japan Australia LNG (MIMI) Pty. Ltd. (Australia) 50.00 석유・가스・콘덴세이트 개발 ･판매

※IT 프론티어는 2014년 7월 1일부로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재팬과 합병하여 일본 타타 ・ 컨설턴시 ・ 서비스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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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결자회사 및 관련회사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비즈니스서비스부문

（2014 년 3 월 31 일 현재）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지구환경・인프라사업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신산업금융사업그룹

＜연결자회사＞

IT Frontier Corporation (Japan)※ 100.00 IT관련 비즈니스 솔루션, 시스템 구축 서비스, IT관리 서비스 등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IGMAXYZ Inc. (Japan) 34.00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Infosec Corporation (Japan) 40.00 정보보안 전반에 관한 각종 서비스 제공

Bewith, Inc. (Japan) 40.00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콜 센터의 기획・설계・운용）

＜연결자회사＞

TRILITY GROUP PTY LTD (Australia) 60.00 물사업

MCKG Port Holding Corporation (Japan) 60.00 항만사업 투자의 관리 업무

Diamond Generating Europe Limited (U.K.) 100.00 발전사업

Diamond Solar Corporation (Japan) 100.00 발전사업

Diamond Transmission Corporation Limited (U.K.) 100.00 송전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Power Systems, Inc. (Japan) 100.00 발전기기부품의 보수점검・설치 공사 및 수송 업무

Diamond Generating Corporation (U.S.A.) 100.00 전력사업

Diamond Generating Asia, Limited (Hong Kong) 100.00 전력사업

DGA Ho Ping B.V. (The Netherlands) 100.00 발전사업

DGA Ilijan B.V. (The Netherlands) 100.00 발전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Machinery, Inc. (Japan) 100.00 기계・부품의 수출입 및 국내 거래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wing Corporation (Japan) 33.33 물사업

Chiyoda Corporation (Japan) 33.73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Lithium Energy Japan（Japan) 41.94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판매

ELECTRICIDAD SOL DE TUXPAN, S. de R.L. de C.V. (Mexico) 50.00 발전사업

＜연결자회사＞

Alternative Investment Capital Ltd. (Japan) 51.00 자산관리 사업（운용 등）

Diamond Realty Investments, Inc. (U.S.A.) 100.00 부동산 투자회사

Diamond Realty Management Inc. (Japan) 100.00 자산관리 사업（운용）

Healthcare Management Partners, Inc. (Japan) 66.00 자산관리 사업（운용）

MC 에셋매니지먼트 Holdings, LLC. (U.S.A.) 80.00 자산관리 사업（운용）

MC Aviation Partners Americas Inc. (U.S.A.) 100.00 항공기리스 및 관련 서비스 사업

MC Aviation Partners Inc. (Japan) 100.00 항공기리스 및 관련 서비스 사업

MC Engine Leasing Limited (U.K.) 80.00 항공기 엔진 리스사업

MC 에셋매니지먼트 Americas Ltd. (U.S.A.) 100.00 자산관리 사업（플레이스먼트）

MCAP Europe Ltd. (Ireland) 100.00 항공기 리스 및 관련 서비스 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에셋매니지먼트 Ltd. (Japan) 100.00 자산관리사업（플레이스먼트 등）

Mitsubishi Corporation LT, Inc. (Japan) 100.00 종합물류업, 국제복합 일관수송업, 창고업

Mitsubishi Corporation Urban Development, Inc. (Japan) 98.66 상업시설 등 임대부동산의 개발・운영

Mitsubishi Corp.-UBS Realty Inc. (Japan) 51.00 자산관리 사업（운용）

New Century Insurance Co., Ltd. (Bermuda, British overseas territory) 100.00 보험업

Seto Futo Co., Ltd. (Japan) 61.65 항만수송 사업, 창고업

TorreyCove Capital Partners LCC (U.S.A.) 100.00 자산관리 사업（투자조언）

MC 에셋매니지먼트 Europe Ltd. (U.K.) 100.00 자산관리 사업（운용/플레이스먼트）

Double Bridge Infrastructure Inc. (Japan) 100.00 인프라플랜트 운용업

DBI Management Inc. (Japan) 100.00 인프라플랜트 운용업

Diamond Bulk Carriers Pte. Ltd. (Singapore) 100.00 드라이 벌크선의 운항 및 선박임대업

Yokohama Akarenga Inc. (Japan) 51.00 상업시설운영업

MC 에셋매니지먼트 Asia (Hong Kong) 100.00 자산관리 사업（플레이스먼트 등）

MC Aviation Corporation (Japan) 100.00 항공사 대상 항공산업 관련 판매대리점업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AJIL Financial Services Company (Saudi Arabia) 20.00 종합리스 사업

Deucalion MC Engine Leasing Ltd. (Ireland) 40.00 항공기엔진 리스 사업

Ekim Turizm Ticaret Ve Sanayi A.S. (Intercity) (Turkey) 35.80 자동차 리스 사업

Marunouchi Capital Co., Ltd. (Japan) 50.00 투자 운용업

Mitsubishi Auto Leasing Holdings Corporation (Japan) 50.00 자회사를 통한 각종 자동차 리스・할부, 기타 금융업무

Mitsubishi UFJ Lease & Finance Company Ltd. (Japan) 20.00 각종 물건의 리스・할부판매, 기타 금융업무

Mitsubishi Ore Transport Co., Ltd. (Japan) 40.28 석탄・철광석・자동차 등의 외항부정기선 운항 및 선박임대업

TES Holdings Limited (U.K.) 35.00 항공기 엔진 보수관리・부품 판매 사업

AGP Corporation (Japan) 26.81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설비보수, 푸드카트 제조・판매

MC PineStreet Investment Advisory Co., Ltd. (Korea) 50.00 자산관리 사업（투자조언）

One Rock Capital Partners, LLC. (U.S.A.) 40.00 자산관리 사업（운용）

＜연결자회사＞

Metal One Corporation (Japan) 60.00 철광제품사업

Mitsubishi Corporation RtM International Pte. Ltd. (Singapore) 100.00 금속자원 무역사업 총괄 자회사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Ltd. (Japan) 100.00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금속자원 무역사업회사

Triland Metals Ltd. (U.K.) 100.00 런던금속거래소(LME) 브로커

Mitsubishi Development Pty Ltd (Australia) 100.00 석탄을 중심으로 한 금속자원으로의 투자, 생산 및 판매

M.C. Inversiones Limitada (Chile) 100.00 중남미에서의 금속자원 사업의 운영회사

MC RESOURCE DEVELOPMENT LTD. (U.K.) 100.00 앵글로・아메리칸・수르 (칠레) 투자회사

JECO Corporation (Japan) 70.00 에스콘디다 동광산 (칠레) 투자회사

MC Copper Holdings B.V. (The Netherlands) 100.00 로스페란브레스 동광산 (칠레) 투자회사

Hernic Ferrochrome (Pty) Ltd. (Republic of South Africa) 50.98 크롬광석의 채굴, 페로크롬의 제조・판매

Ryowa Development Pty., Ltd. (Australia) 100.00 보인(Boyne) 알루미늄 제련소 투자 및 알루미늄 잉곳 판매

Ryowa Development Ⅱ Pty., Ltd. (Australia) 100.00 보인(Boyne) 알루미늄 제련소 투자 및 알루미늄 잉곳 판매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Furuya Metal Co., Ltd. (Japan) 20.30 귀금속 가공업

NIKKEI MC ALUMINIUM Co.，Ltd.（Japan) 45.00 알루미늄 2차합금 잉곳 제조・판매

Iron Ore Company of Canada (Canada) 26.18 철광석생산 판매업

Compania Minera del Pacifico S.A. (Chile) 25.00 철광석생산 판매업

JECO 2 Ltd. (U.K.) 50.00 에스콘디다 동광산 (칠레) 투자회사

Strand Minerals (Indonesia) Pte. Ltd. (Singapore) 30.00 Weda Bay프로젝트 운영사인 PT Weda Bay Nickel 투자회사

Mozal SA (Mozambique) 25.00 알루미늄 잉곳 제조・판매

＜Metal One 연결자회사＞

Metal One Structural Steel & Resource Corporation (Japan) 100.00 강재 (건재) 가공판매

Metal One Holdings America, Inc. (U.S.A.) 80.00 강재가공・판매 사업 총괄

M.O. TEC CORPORATION (Japan) 94.56 건설자재의 임대・판매

Metal One Specialty Steel Corporation (Japan) 100.00 특수강 가공판매

Isuzu Corporation (Japan) 56.60 강재가공판매

MC Metal Service Asia (Thailand) Co., Ltd. (Thailand) 100.00 강재가공판매

Sus-Tech Corporation (Japan) 64.48 강재 (스테인레스) 가공판매

Metal One Pipe & Tubular Products Inc. (Japan) 100.00 강관・배관 기자재 종합상사

Kyushu Steel Corporation (Japan) 55.00 강재 (건재) 제조

Tamatsukuri Corporation (Japan) 97.31 강재 (후판) 가공판매

Metal One Steel Service Corporation (Japan) 90.00 강재 가공판매

Metal One Ryowa Corporation (Japan) 100.00 강재 가공판매

Kyushu Steel Center Co., Ltd. (Japan) 55.29 강재 (후판) 가공

＜메탈원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olutions Usiminas (Brazil) 20.00 강재 가공판매

Keiyo Blanking Kogyo Co., Ltd. (Japan) 40.41 강재 (후판) 가공판매

에너지사업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금속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연결자회사＞

Angola Japan Oil Co.，Ltd.（Japan) 51.00 앙골라에서의 석유개발 및 생산

Cordova Gas Resources Ltd. (Canada) 67.50 캐나다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생산

Cutbank Dawson Gas Resources Ltd. (Canada) 100.00 캐나다에서의 셰일가스 사업 투자회사

Diamond Gas Holdings Sdn. Bhd. (Malaysia) 100.00 말레이시아에서의 GTL사업(SMDS）투자회사

Diamond Gas Netherlands B.V. (The Netherlands) 80.00 말레이시아Ⅲ 프로젝트 투자회사

Diamond Gas Niugini B.V. (The Netherlands) 100.00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원유・가스 탐광 개발사업

Diamond Gas Operation Co., Ltd. (Japan) 100.00 무역실무대행・천연가스 관련 정보 제공

Diamond Gas Sakhalin B.V. (The Netherlands) 100.00 사하린Ⅱ 프로젝트 투자회사

Diamond LNG Canada Ltd. (Canada) 100.00 캐나다 서해안에서의 LNG 사업

Diamond Resources (Canning) PT (Australia) 100.00 호주에서의 원유・가스 탐광 개발사업

Diamond Resources (Fitzroy) PT (Australia) 100.00 호주에서의 원유・가스 탐광 개발사업

MC Energy，Inc.（Japan) 100.00 아스팔트 석유제품판매

MCX Dunlin (UK) Limited (U.K.) 100.00 영국령 북해지역에서의 석유개발・생산・판매사업

MCX Exploration (USA) LLC (U.S.A.) 100.00 석유･가스 개발

MCX Osprey (UK) Limited (U.K.) 100.00 영국령 북해지역에서의 석유개발・생산・판매사업

MI Berau B.V. (The Netherlands) 56.00 인도네시아에서의 탕구 프로젝트 투자회사

Mitsubishi Shoji Sekiyu Co.，Ltd.（Japan) 100.00 석유제품 판매

Mitsubishi Corporation Exploration Co., Ltd. (Japan) 100.00 석유・가스 탐광 개발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Astomos Energy Corporation (Japan) 49.00 LP가스 수입・무역, 국내물류, 판매

Brunei LNG Sendirian Berhad (Brunei) 25.00 액화천연가스 제조・판매

Encore Energy Pte. Ltd. (Singapore) 39.40 Medco사 (인도네시아)의 주식보유회사

Japan Australia LNG (MIMI) Pty. Ltd. (Australia) 50.00 석유・가스・콘덴세이트 개발 ･판매

※IT 프론티어는 2014년 7월 1일부로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재팬과 합병하여 일본 타타 ・ 컨설턴시 ・ 서비스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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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회사＞

Chuo Kasei Co., Ltd.（Japan) 100.00 화학품 판매

KOHJIN Holdings Co., Ltd. (Japan) 100.00 고진필름&케미컬스 등의 지주회사

Mitsubishi Shoji Agri-Service Corporation (Japan) 100.00 비료판매

MC Ferticom Co., Ltd. (Japan) 72.83 비료제조

Chuo Kagaku Co., Ltd. (Japan) 60.59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

Mitsubishi Shoji Plastics Corp. (Japan) 100.00 합성수지 원료・제품 판매

KIBIKASEI Co., Ltd. (Japan) 100.00 합성수지 원료・제품 판매

Mitsubishi Shoji Chemical Corp. (Japan) 100.00 용제, 도료, 코팅수지, 실리콘 판매

Mitsubishi International PolymerTrade Corporation (U.S.A.) 100.00 특수 케미컬, 합성 수지 판매

MC Life Science Ventures, Inc. (U.S.A.) 100.00 바이오 관련 투자 업무

Mitsubishi Corporation Life Sciences Limited. (Japan) 100.00 식품화학사업의 지주회사

Mitsubishi International Food Ingredients, Inc. (U.S.A.) 100.00 식품화학소재 (감미료・기능성 소재 등) 판매

MC Food Specialties Inc. (Japan) 81.02 조미료 (미각소재)・식품화학 소재 등 제조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PDC Ltd. (Japan) 30.39 투자 및 석유・석유화학 관련 사업

Meiwa Corporation (Japan) 33.05 상사

Petronas Chemicals Aromatics Sdn. Bhd. (Malaysia) 30.00 파라크실렌, 벤젠 제조

Exportadora de Sal, S.A de C.V. (Mexico) 49.00 제염사업

Thai Chemical Corporation Ltd. (Thailand) 40.00 가소제, 접착제, 포르말린 제조

Metanol de Oriente, METOR, S.A. (Venezuela) 25.00 메탄올 제조

Fosfatos del Pacifico S.A. (Peru) 21.00 인광석 채굴・벽돌 제조

UBE-MC Hydrogen peroxide Ltd. (Japan) 49.00 과산화수소 제조

Dia Resibon (ThaiLand) Co., Ltd. (Thailand) 40.00 숫돌, 연마디스크 제조

Tosoh Hellas (Greece) 35.00 전지재료 제조

Tri-Pack Films Ltd. (Pakistan) 25.00 BOPP FILM제조

DM Color Mexicana S.A. de C.V. (Mexico) 35.00 수지 컴파운드・착색재 제조

Tatsuno Chemical Industories, Inc. (Japan) 44.00 PVC필름・시트 제조

Rimtec Corporation (U.S.A.) 49.00 PVC컴파운드 제조

Amfine Chemical Corporation (U.S.A.) 40.00 플라스틱용 안정제, 첨가제 제조

Sun Ace Kakoh (Pte.) Ltd (Singapore) 20.00 플라스틱용 첨가제 제조

BML Life Science Holdings, Inc. (Japan) 35.00 식품검사・위성시험・임상시험 사업

Liling Fine Chemicals Co., Ltd. (China) 29.78 농약원체・중간체 제조

Deccan Fine Chemicals (India) Ltd. (India) 20.00 농약원체・중간체 수탁제조

＜연결자회사＞

MC Machinery Systems, Inc. (U.S.A.) 100.00 공작기계・생산기계 판매・서비스

Mitsubishi Corporation Technos (Japan) 100.00 공작기계・산업기계 판매

MSK Farm Machinery Corporation (Japan) 100.00 농업기계・낙농시설 등의 판매・서비스

Nikken Corporation (Japan) 96.83 건설기계 등의 임대・판매

Diamond Camellia S.A. (Panama) 100.00 선박보유운항

Diamond Star Shipping Pte. Ltd. (Singapore) 100.00 선박보유운항

MCE Bank GmbH (Germany)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Mitsubishi Motors Malaysia Sdn. Bhd. (Malaysia) 52.00 자동차 수입판매

P.T. Dipo Star Finance (Indonesia) 95.00 자동차 판매금융

The Colt Car Company Ltd. (U.K.) 100.00 자동차 수입판매

MC Factoring Rus LLC. (Russia)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Zao MC Bank Rus (Russia)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P.T. Berlian Sistem Informasi (Indonesia) 90.00 컴퓨터 서비스

MC Automobile (Europe) N.V. (The Netherlands) 100.00 자동차 관련 거래

Spitalgate Dealer Services Ltd. (U.K.)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MMC Car Poland Sp. z o.o. (Poland) 100.00 자동차 수입판매

Tri Petch Isuzu Leasing Co., Ltd. (Thailand) 93.50 자동차 판매금융

Tri Petch Isuzu Sales Co., Ltd. (Thailand) 88.73 자동차 수입판매

Isuzu UTE Australia Pty Ltd (Australia) 100.00 자동차 수입판매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FF Sheffe B.V. (The Netherlands) 49.00 자동차 관련 지주회사

Mitsubishi Motor Sales (China) Co., Ltd. (China) 50.00 자동차 수입판매

MMC Chile S.A. (Chile) 40.00 자동차 수입판매

P.T. Krama Yudha Tiga Berlian Motors (Indonesia) 40.00 자동차 수입판매

P.T. Krama Yudha Ratu Motor (Indonesia) 31.00 자동차 조립

MC Autos del Peru S.A. (Peru) 41.00 자동차 수입판매

P.T. Mitsubishi Krama Yudha Motors and Manufacturing 

(Indonesia)

32.28 자동차용 엔진부품・판금부품의 제조・판매

Vina Star Motors Corporation (Vietnam) 25.00 자동차 조립・판매

Mitsubishi Motors de Portugal, S.A. (Portugal) 50.00 자동차 수입판매

Isuzu Motors Co., (Thailand) Ltd. (Thailand) 27.50 차량제조

Isuzu Motors International Operations (Thailand) Co., Ltd. (Thailand) 49.00 자동차 수출판매

Isuzu Motors India Pvt Ltd (India) 38.00 자동차 제조판매

기계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화학품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생활산업그룹

사업 별 관련 회사 수

・ 미쓰비시상사 개별회사 및 관련 연결자회사의 종업원 수：68,383 명（그 중 본사 개별회사 소속 종업원 수：5,651 명）

・ 연결대상회사 수에는 자회사에 연결된 회사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구환경・
인프라사업

신산업
금융사업

에너지 
사업

금속 기계 화학품 생활산업
비즈니스

서비스부문
Corporate

Staff
현지법인 계

관련 회
사 수 61 87 91 28 131 54 110 7 13 44 626

＜연결자회사＞

Princes Limited (U.K.) 100.00 식품・음료 제조판매 사업

Mitsubishi Shokuhin Co., Ltd. (Japan) 62.00 식품 도매업

MITSUBISHI CORPORATION FASHION (Japan) 100.00 섬유제품의 기획・제조 및 판매

MC Healthcare, Inc. (Japan) 80.00 병원경영 후방 지원사업, 의료기기・의약품 판매 사업

Mitsubishi Shoji Packaging Corporation (Japan) 92.15 각종 포장자재,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의 판매 및 종이・판지 제

품의 수출입

Alpac Forest Products Inc. (Canada) 70.00 펄프 제조・판매

AGREX, Inc. (U.S.A.) 100.00 곡물집하 판매

Dai-Nippon Meiji Sugar Co.，Ltd.（Japan) 100.00 제당업

TH FOODS, Inc. (U.S.A.) 56.16 쌀과자・스낵제조업

Toyo Reizo Co., Ltd. (Japan) 81.92 수산물 가공판매

California Oils Corporation (U.S.A.) 100.00 식물성 유지 생성・판매

Nitto Fuji Flour Milling Co., Ltd. (Japan) 64.44 제분업

Nihon Shokuhin Kako Co.，Ltd.（Japan) 59.90 옥수수 녹말 및 가공품 제조

Riverina (Australia) Pty., Ltd. (Australia) 100.00 곡물집하 판매・배합사료 제조 판매

YONEKYU CORPORATION (Japan) 71.02 식육류,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Indiana Packers Corporation (U.S.A.) 80.00 돈육처리・가공・판매업

Foodlink Corporation (Japan) 99.42 축산물 판매업

Mitsubishi Shoji Construction Materials Corporation (Japan) 100.00 건설용 자재, 기자재 판매・관련 공사 청부

Nippon Care Supply Co., Ltd. (Japan) 74.78 복지용구의 렌탈 도매・판매

Nosan Corporation (Japan) 100.00 배합사료 제조 판매

Kentucky Fried Chicken Japan Ltd. (Japan) 65.97 음식점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 택배 피자 점

Cape Flattery Silica Mines Pty., Ltd. (Australia) 100.00 규사의 채굴・정제 및 판매

Southern Cross Seafood S.A. (Chile) 99.50 연어와 송어 양식 사업

Agrex do Brasil Comercio e Exportacao de Graos Ltda. (Brazil) 81.54 곡물집하 판매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LAWSON, INC. (Japan) 32.48 편의점「Lawson」프랜차이즈 체인 전개

MCC Development Corporation (U.S.A.) 30.00 레미콘・골재 제조판매 등을 행하는 투자회사

Itoham Foods, Inc (Japan) 23.19 식육류, 가공 식품의 제조・판매

Matsutani Chemical Industry Co., Ltd. (Japan) 30.00 전분가공업

Life Corporation (Japan) 21.08 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 체인

Mitsubishi Cement Corporation (U.S.A.) 28.71 시멘트 제조・판매

ROKKO BUTTER CO., LTD. (Japan) 20.77 치즈 류의 제조 판매업

Kadoya Sesame Mills, Inc. (Japan) 26.35 참기름・참깨 제조 판매

HIMARAYA Co., Ltd. (Japan) 20.02 스포츠 용품 소매업

KOKUSAI Bulk Terminal CO., LTD. (Japan) 48.41 항만운송, 창고업

SINOPHARM GROUP BEIJING HUAHONG CO., LTD. (China) 20.00 의료용 의약품 도매업

Kanro Co., Ltd. (Japan) 29.33 과자 제조 판매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K Limited (U.K.) 20.00 바이오 의약품 수탁제조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S.A., Inc. (U.S.A.) 20.00 바이오 의약품 수탁제조

Tartaros Gonzalo Castello, S.L (Spain) 30.00 주석산염류 제조

＜주오카세이 연결자회사＞

Chuo Silika Co., Ltd. (Japan) 98.50 실리카겔 제조

＜고진홀딩스 연결자회사＞

KOHJIN Film & Chemicals Co., Ltd. (Japan) 100.00 필름・화학제품 제조

＜미쓰비시상사케미컬 연결자회사＞

MC Yamasan Polymers Co., Ltd. (Japan) 90.00 용제, 코팅수지 등 판매

＜주오화학 연결자회사＞

Huanling Chuo Kagaku Co., Ltd. (China) 60.59 주오화학 유한공사 중국 6사의 통괄

＜미쓰비시상사Life Science연결자회사＞

Mitsubishi Shoji Foodtech Co., Ltd. (Japan) 100.00 감미료・의료식・조미료・기능성 소재 제조

KOHJIN Life Sciences Co., Ltd. (Japan) 100.00 효모진액・기능성소재 제조

＜MC푸드스페셜리티스 연결자회사＞

MC Freeze Drying Foods Co., Ltd. (Japan) 81.02 냉동건조 식품, 조미료 등 제조

Ohland Foods Co., Ltd. (Japan) 81.02 빵 반죽・냉동식품의 제조

JIANGYIN WEIXI KYOWA FOODS CO., LTD. (China) 81.02 아미노산 계 조미료 제품 등 제조

PT. Fermentech Indonesia (Indonesia) 81.02 핵산 및 커드란 (다당) 제조

＜미쓰비시상사푸드테크 연결자회사＞

MC-Towa International Sweeteners Co., Ltd. (Thailand) 100.00 말티톨 (감미료) 제조

＜미쓰비시상사푸드테크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Pt.Sorini Towa Berlian Corporation (Indonesia) 49.90 솔비톨 (감미료) 제조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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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회사＞

Chuo Kasei Co., Ltd.（Japan) 100.00 화학품 판매

KOHJIN Holdings Co., Ltd. (Japan) 100.00 고진필름&케미컬스 등의 지주회사

Mitsubishi Shoji Agri-Service Corporation (Japan) 100.00 비료판매

MC Ferticom Co., Ltd. (Japan) 72.83 비료제조

Chuo Kagaku Co., Ltd. (Japan) 60.59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

Mitsubishi Shoji Plastics Corp. (Japan) 100.00 합성수지 원료・제품 판매

KIBIKASEI Co., Ltd. (Japan) 100.00 합성수지 원료・제품 판매

Mitsubishi Shoji Chemical Corp. (Japan) 100.00 용제, 도료, 코팅수지, 실리콘 판매

Mitsubishi International PolymerTrade Corporation (U.S.A.) 100.00 특수 케미컬, 합성 수지 판매

MC Life Science Ventures, Inc. (U.S.A.) 100.00 바이오 관련 투자 업무

Mitsubishi Corporation Life Sciences Limited. (Japan) 100.00 식품화학사업의 지주회사

Mitsubishi International Food Ingredients, Inc. (U.S.A.) 100.00 식품화학소재 (감미료・기능성 소재 등) 판매

MC Food Specialties Inc. (Japan) 81.02 조미료 (미각소재)・식품화학 소재 등 제조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SPDC Ltd. (Japan) 30.39 투자 및 석유・석유화학 관련 사업

Meiwa Corporation (Japan) 33.05 상사

Petronas Chemicals Aromatics Sdn. Bhd. (Malaysia) 30.00 파라크실렌, 벤젠 제조

Exportadora de Sal, S.A de C.V. (Mexico) 49.00 제염사업

Thai Chemical Corporation Ltd. (Thailand) 40.00 가소제, 접착제, 포르말린 제조

Metanol de Oriente, METOR, S.A. (Venezuela) 25.00 메탄올 제조

Fosfatos del Pacifico S.A. (Peru) 21.00 인광석 채굴・벽돌 제조

UBE-MC Hydrogen peroxide Ltd. (Japan) 49.00 과산화수소 제조

Dia Resibon (ThaiLand) Co., Ltd. (Thailand) 40.00 숫돌, 연마디스크 제조

Tosoh Hellas (Greece) 35.00 전지재료 제조

Tri-Pack Films Ltd. (Pakistan) 25.00 BOPP FILM제조

DM Color Mexicana S.A. de C.V. (Mexico) 35.00 수지 컴파운드・착색재 제조

Tatsuno Chemical Industories, Inc. (Japan) 44.00 PVC필름・시트 제조

Rimtec Corporation (U.S.A.) 49.00 PVC컴파운드 제조

Amfine Chemical Corporation (U.S.A.) 40.00 플라스틱용 안정제, 첨가제 제조

Sun Ace Kakoh (Pte.) Ltd (Singapore) 20.00 플라스틱용 첨가제 제조

BML Life Science Holdings, Inc. (Japan) 35.00 식품검사・위성시험・임상시험 사업

Liling Fine Chemicals Co., Ltd. (China) 29.78 농약원체・중간체 제조

Deccan Fine Chemicals (India) Ltd. (India) 20.00 농약원체・중간체 수탁제조

＜연결자회사＞

MC Machinery Systems, Inc. (U.S.A.) 100.00 공작기계・생산기계 판매・서비스

Mitsubishi Corporation Technos (Japan) 100.00 공작기계・산업기계 판매

MSK Farm Machinery Corporation (Japan) 100.00 농업기계・낙농시설 등의 판매・서비스

Nikken Corporation (Japan) 96.83 건설기계 등의 임대・판매

Diamond Camellia S.A. (Panama) 100.00 선박보유운항

Diamond Star Shipping Pte. Ltd. (Singapore) 100.00 선박보유운항

MCE Bank GmbH (Germany)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Mitsubishi Motors Malaysia Sdn. Bhd. (Malaysia) 52.00 자동차 수입판매

P.T. Dipo Star Finance (Indonesia) 95.00 자동차 판매금융

The Colt Car Company Ltd. (U.K.) 100.00 자동차 수입판매

MC Factoring Rus LLC. (Russia)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Zao MC Bank Rus (Russia)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P.T. Berlian Sistem Informasi (Indonesia) 90.00 컴퓨터 서비스

MC Automobile (Europe) N.V. (The Netherlands) 100.00 자동차 관련 거래

Spitalgate Dealer Services Ltd. (U.K.) 100.00 자동차 판매금융

MMC Car Poland Sp. z o.o. (Poland) 100.00 자동차 수입판매

Tri Petch Isuzu Leasing Co., Ltd. (Thailand) 93.50 자동차 판매금융

Tri Petch Isuzu Sales Co., Ltd. (Thailand) 88.73 자동차 수입판매

Isuzu UTE Australia Pty Ltd (Australia) 100.00 자동차 수입판매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FF Sheffe B.V. (The Netherlands) 49.00 자동차 관련 지주회사

Mitsubishi Motor Sales (China) Co., Ltd. (China) 50.00 자동차 수입판매

MMC Chile S.A. (Chile) 40.00 자동차 수입판매

P.T. Krama Yudha Tiga Berlian Motors (Indonesia) 40.00 자동차 수입판매

P.T. Krama Yudha Ratu Motor (Indonesia) 31.00 자동차 조립

MC Autos del Peru S.A. (Peru) 41.00 자동차 수입판매

P.T. Mitsubishi Krama Yudha Motors and Manufacturing 

(Indonesia)

32.28 자동차용 엔진부품・판금부품의 제조・판매

Vina Star Motors Corporation (Vietnam) 25.00 자동차 조립・판매

Mitsubishi Motors de Portugal, S.A. (Portugal) 50.00 자동차 수입판매

Isuzu Motors Co., (Thailand) Ltd. (Thailand) 27.50 차량제조

Isuzu Motors International Operations (Thailand) Co., Ltd. (Thailand) 49.00 자동차 수출판매

Isuzu Motors India Pvt Ltd (India) 38.00 자동차 제조판매

기계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화학품그룹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생활산업그룹

사업 별 관련 회사 수

・ 미쓰비시상사 개별회사 및 관련 연결자회사의 종업원 수：68,383 명（그 중 본사 개별회사 소속 종업원 수：5,651 명）

・ 연결대상회사 수에는 자회사에 연결된 회사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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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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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비스부문
Corporate

Staff
현지법인 계

관련 회
사 수 61 87 91 28 131 54 110 7 13 44 626

＜연결자회사＞

Princes Limited (U.K.) 100.00 식품・음료 제조판매 사업

Mitsubishi Shokuhin Co., Ltd. (Japan) 62.00 식품 도매업

MITSUBISHI CORPORATION FASHION (Japan) 100.00 섬유제품의 기획・제조 및 판매

MC Healthcare, Inc. (Japan) 80.00 병원경영 후방 지원사업, 의료기기・의약품 판매 사업

Mitsubishi Shoji Packaging Corporation (Japan) 92.15 각종 포장자재,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의 판매 및 종이・판지 제

품의 수출입

Alpac Forest Products Inc. (Canada) 70.00 펄프 제조・판매

AGREX, Inc. (U.S.A.) 100.00 곡물집하 판매

Dai-Nippon Meiji Sugar Co.，Ltd.（Japan) 100.00 제당업

TH FOODS, Inc. (U.S.A.) 56.16 쌀과자・스낵제조업

Toyo Reizo Co., Ltd. (Japan) 81.92 수산물 가공판매

California Oils Corporation (U.S.A.) 100.00 식물성 유지 생성・판매

Nitto Fuji Flour Milling Co., Ltd. (Japan) 64.44 제분업

Nihon Shokuhin Kako Co.，Ltd.（Japan) 59.90 옥수수 녹말 및 가공품 제조

Riverina (Australia) Pty., Ltd. (Australia) 100.00 곡물집하 판매・배합사료 제조 판매

YONEKYU CORPORATION (Japan) 71.02 식육류,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Indiana Packers Corporation (U.S.A.) 80.00 돈육처리・가공・판매업

Foodlink Corporation (Japan) 99.42 축산물 판매업

Mitsubishi Shoji Construction Materials Corporation (Japan) 100.00 건설용 자재, 기자재 판매・관련 공사 청부

Nippon Care Supply Co., Ltd. (Japan) 74.78 복지용구의 렌탈 도매・판매

Nosan Corporation (Japan) 100.00 배합사료 제조 판매

Kentucky Fried Chicken Japan Ltd. (Japan) 65.97 음식점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 택배 피자 점

Cape Flattery Silica Mines Pty., Ltd. (Australia) 100.00 규사의 채굴・정제 및 판매

Southern Cross Seafood S.A. (Chile) 99.50 연어와 송어 양식 사업

Agrex do Brasil Comercio e Exportacao de Graos Ltda. (Brazil) 81.54 곡물집하 판매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LAWSON, INC. (Japan) 32.48 편의점「Lawson」프랜차이즈 체인 전개

MCC Development Corporation (U.S.A.) 30.00 레미콘・골재 제조판매 등을 행하는 투자회사

Itoham Foods, Inc (Japan) 23.19 식육류, 가공 식품의 제조・판매

Matsutani Chemical Industry Co., Ltd. (Japan) 30.00 전분가공업

Life Corporation (Japan) 21.08 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 체인

Mitsubishi Cement Corporation (U.S.A.) 28.71 시멘트 제조・판매

ROKKO BUTTER CO., LTD. (Japan) 20.77 치즈 류의 제조 판매업

Kadoya Sesame Mills, Inc. (Japan) 26.35 참기름・참깨 제조 판매

HIMARAYA Co., Ltd. (Japan) 20.02 스포츠 용품 소매업

KOKUSAI Bulk Terminal CO., LTD. (Japan) 48.41 항만운송, 창고업

SINOPHARM GROUP BEIJING HUAHONG CO., LTD. (China) 20.00 의료용 의약품 도매업

Kanro Co., Ltd. (Japan) 29.33 과자 제조 판매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K Limited (U.K.) 20.00 바이오 의약품 수탁제조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U.S.A., Inc. (U.S.A.) 20.00 바이오 의약품 수탁제조

Tartaros Gonzalo Castello, S.L (Spain) 30.00 주석산염류 제조

＜주오카세이 연결자회사＞

Chuo Silika Co., Ltd. (Japan) 98.50 실리카겔 제조

＜고진홀딩스 연결자회사＞

KOHJIN Film & Chemicals Co., Ltd. (Japan) 100.00 필름・화학제품 제조

＜미쓰비시상사케미컬 연결자회사＞

MC Yamasan Polymers Co., Ltd. (Japan) 90.00 용제, 코팅수지 등 판매

＜주오화학 연결자회사＞

Huanling Chuo Kagaku Co., Ltd. (China) 60.59 주오화학 유한공사 중국 6사의 통괄

＜미쓰비시상사Life Science연결자회사＞

Mitsubishi Shoji Foodtech Co., Ltd. (Japan) 100.00 감미료・의료식・조미료・기능성 소재 제조

KOHJIN Life Sciences Co., Ltd. (Japan) 100.00 효모진액・기능성소재 제조

＜MC푸드스페셜리티스 연결자회사＞

MC Freeze Drying Foods Co., Ltd. (Japan) 81.02 냉동건조 식품, 조미료 등 제조

Ohland Foods Co., Ltd. (Japan) 81.02 빵 반죽・냉동식품의 제조

JIANGYIN WEIXI KYOWA FOODS CO., LTD. (China) 81.02 아미노산 계 조미료 제품 등 제조

PT. Fermentech Indonesia (Indonesia) 81.02 핵산 및 커드란 (다당) 제조

＜미쓰비시상사푸드테크 연결자회사＞

MC-Towa International Sweeteners Co., Ltd. (Thailand) 100.00 말티톨 (감미료) 제조

＜미쓰비시상사푸드테크 지분법 적용 관련회사＞

Pt.Sorini Towa Berlian Corporation (Indonesia) 49.90 솔비톨 (감미료) 제조

회사명 의결권 소유 비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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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웹사이트

미쓰비시상사의 사업활동과 환경・CSR, 투자가 정보, 

채용 정보 등의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 비디오’, 사회공헌 활동과 역사,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MC라이브러리

본 지는 친환경적인 FSC®삼림 인증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Data
2014년3월31일 현재

사명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창립
1954년7월1일

（설립1950년4월1일）

자본금
¥204,446,667,326

발행된 주식 총 수
1,653,505,751

상장증권거래소
도쿄, 나고야, 런던

본사 소재지
미쓰비시상사 빌딩
〒100-8086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3-1

（등기상 주소）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100-8086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6-1

종업원 수
본사 및 관련 연결대상회사 종업원 수:  

 68,383명

본사 소속:    5,651명

관련 연결대상회사 수
626사

（자회사에 연결된 회사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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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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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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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7월1일

（설립1950년4월1일）

자본금
¥204,446,667,326

발행된 주식 총 수
1,653,505,751

상장증권거래소
도쿄, 나고야, 런던

본사 소재지
미쓰비시상사 빌딩
〒100-8086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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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주소）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100-8086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6-1

종업원 수
본사 및 관련 연결대상회사 종업원 수:  

 68,383명

본사 소속:    5,651명

관련 연결대상회사 수
626사

（자회사에 연결된 회사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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