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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ataToyata
도요타도요타 집안에서집안에서 시작된시작된 기업으로서기업으로서 방명와방명와

도요타사키치가도요타사키치가 19341934년년 아들인아들인 기이티로의기이티로의

건의를건의를 받아들여받아들여 회사에회사에 자동차부를자동차부를 설립설립

19371937년년 정식으로정식으로 독립하면서독립하면서

도요타도요타 자동차자동차 체제가체제가 출범출범하면서하면서 놀라운놀라운 성장세를성장세를 기록기록

효율적인효율적인 생산생산 방식을방식을 무기로무기로 앞세워앞세워 현재현재 전세계전세계 2626개국개국
에에 4646개의개의 생산생산 거점거점을을 지니고지니고 있으며있으며 170170개국에서개국에서 판매판매

20022002년년 전세계에서전세계에서 616616만만 77천대의천대의 자동차자동차를를 팜팜
20022002년년 11조조 11억엔의억엔의 순수익순수익을을 올려올려
일본기업최초로일본기업최초로 11조엔조엔 돌파돌파

한국에서는한국에서는 지난지난 20032003년년 33월에월에 진출해진출해

렉서스를렉서스를 중심으로중심으로 시장을시장을 개척하고개척하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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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ataToyata
교용교용 유지유지 못못 하는하는
경영자는경영자는 물러나라물러나라

““직원의직원의 행복을행복을 생각하지생각하지 않는않는 경영자는경영자는 경영경영 기술자에기술자에 불불
과하다과하다..”” ““기업기업 경쟁력의경쟁력의 원천은원천은 사람이다사람이다..””
오쿠다오쿠다 히로시히로시 도요타도요타 회장회장

““도요타를도요타를 지탱하는지탱하는 힘은힘은

사람을사람을 중시하는중시하는 경영이다경영이다..””
쵸쵸 후지오후지오 도요타도요타 사장사장

http://www.forbes.com/images/2001/05/23/0523asianscan_168x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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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도요타의 경영방식경영방식(Toyota Way)(Toyota Way)

““효율성이효율성이 높아져높아져 잉여잉여 인력이인력이
발생하더라도발생하더라도 인력을인력을
삭감하지삭감하지 않겠다않겠다..””

미국식미국식 경영에경영에 익숙한익숙한 사람들이사람들이 보면보면 도요타도요타 웨이웨이
는는 ‘‘망하기망하기 딱딱 좋은좋은 경영경영 방식방식’’이다이다..
장기고용장기고용, , 노사노사 협력협력, , 준준 세습세습, , 연공연공 서열제와서열제와 같은같은 도요도요
타타 자동차의자동차의 작동작동 원리는원리는 세계화와세계화와 상반되는상반되는 일본의일본의 경경
영영 원리들로원리들로 가득가득 차차 있다있다..
생산성생산성 향상이향상이 되면되면 잉여잉여 인력을인력을 해고한다는해고한다는 미국식미국식 경경
영논리에영논리에 상반된다상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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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사심을애사심을 바탕으로바탕으로 한한 가이젠가이젠 운동운동

도요타의도요타의 성장을성장을 이끌어이끌어 낸낸 핵심핵심 역량은역량은
‘‘노사간노사간 신뢰의신뢰의 구축구축’’이다이다..

가이젠가이젠 운동은운동은 ‘‘이이 공정을공정을 이렇게이렇게 바꿔보면바꿔보면 어떨까어떨까’’에서에서 출발한다출발한다..
직원들이직원들이 현장에서현장에서 느끼는느끼는 문제를문제를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해결하려는 의욕의욕이이 없이는없이는
성공이성공이 불가능한불가능한 운동이다운동이다..

직원직원 개개인을개개인을 모두모두 소중하게소중하게 생각하고생각하고 애사심을애사심을 키워주는키워주는 활동활동 중에중에
서도서도 도요타는도요타는 고용안정고용안정을을 무엇보다무엇보다 중시하고중시하고 있다있다..
고용안정은고용안정은 근로자의근로자의 자발적인자발적인 참여참여를를 불어와불어와

사상사상 최고최고 매출매출 순익을순익을 이어가고이어가고 있다있다..

노사간노사간 신뢰의신뢰의 문화는문화는 경영진과경영진과

모든모든 직원의직원의 머릿속에머릿속에 깊숙히깊숙히 뿌리뿌리 박혀박혀 있다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probashy.com/images/hand_shake.jpg&imgrefurl=http://www.probashy.com/&h=255&w=200&prev=/images%3Fq%3Dhand%2Bshake%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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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믿음은 서로에서로에 대한대한 배려에서배려에서 나온다나온다

확고한확고한 신뢰를신뢰를 구축하게구축하게 된된 것은것은
위기위기 상황마다상황마다 노사가노사가 서로에게서로에게
보여준보여준 노력의노력의 결과결과 이다이다..

경영진은경영진은 직원의직원의 피해를피해를 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 위해위해 가장가장 효효
율적인율적인 전략을전략을 수립했고수립했고, , 조급한조급한 변화보다변화보다 순차적순차적
인인 변화변화를를 택했고택했고 근로자는근로자는 경영진을경영진을 믿고믿고 따랐다따랐다

9696년의년의 임금임금 제도제도 개혁개혁
경영진은경영진은 일본일본 경제가경제가 회복세를회복세를 보이던보이던 9696년년 개혁을개혁을 단행했다단행했다. . 경기경기
상승시에상승시에 이루어지는이루어지는 변화가변화가 직원들의직원들의 두려움을두려움을 줄이고줄이고 효과를효과를 높일높일 수수
있다고있다고 판단한판단한 것이다것이다..
9696년년 명세를명세를 구성하는구성하는 항목을항목을 변화시키고변화시키고 실제실제 급여는급여는 그대론그대론 뒀다뒀다..

9797년년 새새 제도제도 도입으로도입으로 임금이임금이 하락하는하락하는 직원이직원이 발생하지발생하지 않도록않도록
배려했다배려했다..

http://www.islands.ne.jp/ushio/ukkey/shop/photo/lov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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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속에서시련속에서 태어난태어난 도요타도요타 웨이웨이
(Toyota Way)(Toyota Way)

19491949년년 경기가경기가 얼어얼어 붙어버려붙어버려 도요타도도요타도 비싼비싼 대가를대가를 치워야치워야 했다했다..
도요타의도요타의 매출은매출은 급락했고급락했고 노동자를노동자를 해고하지해고하지 않고는않고는 기업의기업의 존립이존립이 위태위태
로운로운 상황이었다상황이었다..

19501950년년 도요타도요타 기아치로기아치로 회장이회장이 회사를회사를 살리기살리기 위해위해 인원을인원을 정리하고정리하고
스스로스스로 사임함사임함

이이 사건사건 이후에이후에 극적으로극적으로

회생한회생한 도요타가도요타가 정한정한 33대대 원칙원칙

노사노사 협조협조

언제나언제나 위기감을위기감을 갖는갖는 자세자세

무차별무차별 경영경영

http://physics.usask.ca/images/su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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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노사간 협조협조

19501950년년 이후이후 노사간노사간 갈들이갈들이 일어난일어난 적이적이 없다없다. . 
5050년의년의 위기에서위기에서 배운배운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결론은결론은
노사간노사간 협조이다협조이다..

““직원의직원의 행복을행복을 생각생각하지하지 않는않는

경영자는경영자는 경영경영 기술자에기술자에 불과하다불과하다..””
오쿠다오쿠다 히로시히로시 회장회장

““도요타를도요타를 지탱하는지탱하는 힘은힘은

직원을직원을 중시하는중시하는 경영경영””
초초 후지오후지오 사장사장

http://www.accessgroup-md.com/handshake 20.gif
http://www.payoffice.com/employe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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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노사관계의 다양한다양한 프로그램프로그램

도요타의도요타의 노사노사 관계는관계는 사내에서사내에서 진행되는진행되는

다양한다양한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서통해서 확보되고확보되고 있다있다..

대표적인대표적인 운동인운동인 PTPT(Personal(Personal touthtouth))
직원들을직원들을 11대대 11로로 짝을짝을 지어지어 공동으로공동으로 활동하도록활동하도록 하는하는 프로그램프로그램
으로서으로서 상호간상호간 친밀감을친밀감을 높여서높여서 믿고믿고 의지할의지할 수수 있는있는 회사회사로로 만들만들
자는자는 의도이다의도이다..

직원의직원의 신뢰를신뢰를 위해위해 경영에경영에 대해대해 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 설명한다설명한다..
매년매년 88회씩회씩 ‘‘노사간노사간 대화의대화의 시간시간’’을을 갖는다갖는다..

300300여여 명이명이 모여서모여서 경영진과경영진과 직원들이직원들이 서로에서로에 대해서대해서 알아가는알아가는 기회기회
로로 자리매김자리매김 했다했다

도요타의도요타의 내부내부 네트위크가네트위크가 노사의노사의 연결고리이다연결고리이다..
사내사내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통해서통해서 구체적인구체적인 회사회사 경영경영 실적은실적은 물론물론 노사간노사간 회회
의록의록 까지까지 모든모든 것을것을 유리알처럼유리알처럼 투명하게투명하게 공개하는공개하는 이이 방식은방식은 직원직원
들이들이 회사를회사를 신뢰할신뢰할 수수 있는있는 기틀을기틀을 제공제공한다한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amcorpinc.com/graphics/employee.jpg&imgrefurl=http://www.amcorpinc.com/employee.htm&h=300&w=300&prev=/images%3Fq%3Demployee%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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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직원을 행복하게행복하게 하지하지 못하면못하면
경영경영 기술자일기술자일 뿐뿐

오쿠다오쿠다 히로시히로시 회장은회장은 고용고용 안정을안정을 통한통한 직직
원들의원들의 행복행복을을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요소로요소로 꼽는다꼽는다..
회장회장 취임취임 후후 그의그의 대부분의대부분의 발언은발언은 고용고용 그리고그리고 근로자근로자
와와 연결되연결되 있다있다..

직원을직원을 해고할해고할 바에는바에는 차라리차라리 할복하라고할복하라고 말할말할 정도정도

의의 그지만그지만 그는그는 종신종신 고용고용 지지론자는지지론자는 아니다아니다..

그는그는 직원들이직원들이 일할일할 수수 있는있는

분위기를분위기를 만들고만들고 회사를회사를 신뢰신뢰

할할 수수 있게있게 만들기만들기 위해서위해서

고용의고용의 안정을안정을 강조강조할할 뿐이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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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다오쿠다 히로시히로시 회장의회장의 인간중심인간중심 경영경영

그는그는 ‘‘인간인간 중심중심 경영경영’’만이만이 국제국제 경쟁에서경쟁에서
살아남을살아남을 수수 있는있는 유일한유일한
길이라고길이라고 역설하고역설하고 있다있다..

오쿠다오쿠다 회장은회장은 인간인간 중심중심 경영의경영의 대표적대표적 예를예를 고용고용 안정에서안정에서 찾는다찾는다..
““불행이도불행이도 기업이기업이 인력을인력을 삭감할삭감할 수박에수박에 없는없는 상황에상황에
내몰릴내몰릴 경우에도경우에도 과연과연 모든모든 가능한가능한 조치를조치를 취했는가를취했는가를
한한 번번 더더 생각해생각해 봐야봐야 한다한다..””
한발자국한발자국 더더 나아가나아가““고민에도고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해고를해고를 해야해야
한다면한다면 새로운새로운 일자리를일자리를 알선하는알선하는 노력을노력을 기업이기업이 기울여야기울여야 한다한다..””

기업의기업의 사회적사회적 책임을책임을 꾸준히꾸준히 강조한다강조한다..
““기업이기업이 이윤만을이윤만을 추구하는추구하는 것이것이 아닌아닌 사회의사회의
구성원으로서구성원으로서 모든모든 것을것을 나눌나눌 수수 있는있는 일원일원이이 되야되야 한다한다..””

http://www.cs.cornell.edu/naomi/images/family.jpg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otiontrends.com/2002/opinion/04/toyota/HiroshiOkuda.jpg&imgrefurl=http://www.motiontrends.com/2002/opinion/04/Toyota/Toyota.htm&h=450&w=300&prev=/images%3Fq%3D%2Bokuda%2Bhiroshi%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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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환경을 중시하는중시하는 오쿠다오쿠다 회장회장

기업이기업이 환경을환경을 책임지지책임지지

않는다면않는다면 미래는미래는 없다없다..

나뭇잎으로나뭇잎으로 만든만든 자동차자동차

모양의모양의 회사회사 상징을상징을 보아도보아도 알알 수수 있다있다..
전기와전기와 휘발유를휘발유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세계최초의세계최초의 하이브리드키인하이브리드키인 ‘‘프리우스프리우스’’
모델이모델이 출시된출시된 9797년도년도 부터부터 사용됨사용됨

환경환경 친화적인친화적인 새로운새로운 개념의개념의 자동차자동차를를 향한향한 오쿠다오쿠다 회회
장과장과 도요타의도요타의 집념과집념과 관심을관심을 엿엿 볼볼 수수 있다있다..

http://sln.fi.edu/qa96/spotlight5/inline/natur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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