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mart 러시아 투자 업데이트 - 부문별 선두주자 파악하고, 자금
투자
(2015 년 10 월 13 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주에 열린 뮌헨 부동산 전시회에서
러시아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 Ulmart 가 국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러시아
투자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논의하고자 ‘실무 조식’을 마련했다.
이 아침식사에는 “러시아의 두드러지는 투자 프로젝트 소개”라는 주제 하에 Ulmart 의
회장이자 과반수 주주인 Dmitry Kostygin, William Blair International
상무이사이자 기술 뱅킹 공동 책임자인 Andrew Kaye, Astron 러시아 & CIS 사업개발
이사인 Calin Anton, 러시아 Jones Lang LaSalle 지역 이사이자 컨설팅 서비스
책임자인 Tim Millard 등이 참석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흥미로운 프로젝트(세계 대부분 경제국들이 주기별로 긍정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의 프로젝트)를 간과하면서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거대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심지어는 집착하는) 경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축소 속도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참가자들은 대체로 최소한 다음 2~3 분기에도 러시아
경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가장 큰 축소 인자는 유가 하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stygin 과 Millard 가 지적했듯이, 특히 소비자 지출과 소매
투자/성장이 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drew Kaye 의 관찰은 전 세계를 돌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Ulmart 전략과 완벽하게
부합됐다. 그는 “부문별 선두주자, 이 경우 러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의 선두주자인
Ulmart 를 파악하고, 그 업체에 투자한다. 부문별 선두주자야말로 회복을 도모하는
미래”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는 확실히 흑자 수익을 안겨줄 미래기이도 하다.
모든 연설자들은 Ulmart 의 현재 및 미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꾸준한
기반시설 증축”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올 11 월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공항 근처에
신세대 Suburban Fulfillment Center(SFC)가 들어설 예정이다. 새로운 센터는
15,000 제곱미터가 넘는 성취 공간을 확보하고, Ulmart 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130,000SKU 에서 200,000 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Ulmart 커뮤니케이션 및 IR 책임자 Brian Kean 은 “러시아는 장기적인 전망이고,
소매업체는 그보다 더 장기적인 전망이며, 전자상거래는 가장 장기적인 전망”이라며 “이 세
요소는 사장되는 대신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 확장을 단행하는 자가 미래의
전자상거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aye 는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Ulmart 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서 “Ulmart 는
확장을 단행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Ulmart 야말로 두드러지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