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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Audi
메르서데스메르서데스--벤츠벤츠, BMW, BMW와와 함께함께
최고급최고급 자동차를자동차를 생산하는생산하는 대표적인대표적인

독일독일 자동차자동차 회사회사..
기술을기술을 통한통한 진보를진보를 100100년이년이 넘는넘는 회사회사 역사에역사에
서서 변하지변하지 않는않는 슬로건으로슬로건으로 삼고삼고 있다있다..

20022002년년 전세계에서전세계에서 7474만만 2,0002,000대의대의 차량차량을을 판매판매, , 매출매출
225225억억 300300만만 유로유로((약약 2727조원조원))을을 기록했다기록했다. 2002. 2002년년 말의말의
종업원수가종업원수가 55만명만명에에 달한다달한다..
아우디는아우디는 환경보호에도환경보호에도 적극적이다적극적이다. . 
우수우수 환경환경 보호보호 기업에기업에 주는주는 유럽유럽 연합연합(EU)(EU)앰블럼을앰블럼을 수여받았다수여받았다. . 

투명한투명한 환경환경 경영을경영을 실천하고실천하고 있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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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Audi의의 역사역사
자동차자동차 기술자인기술자인 아우구스트아우구스트 호르히가호르히가 설립한설립한 것것
철공소철공소 견습공견습공 출신인출신인 호리히는호리히는 벤츠에서벤츠에서 근무하다근무하다 퇴사해퇴사해 18991899년년 자신자신
의의 이름을이름을 딴딴 ‘‘호르히호르히’’를를 세웠으나세웠으나 회사회사 경영갈등이경영갈등이 생겨생겨 회사를회사를 떠났다떠났다..

19091909년년 또또 다른다른 자동차자동차 회사를회사를 세우고세우고

회사회사 이름을이름을 ‘‘아우디아우디’’로로 불렀다불렀다..
19321932년년 독일독일 경제가경제가 불황으로불황으로 치닫고치닫고 자동차자동차 산업도산업도 휘청휘청
거리자거리자 아우디는아우디는 반더러반더러, , 호르히호르히, , 데카베와데카베와 통합해통합해 ‘‘아우토아우토
우니온우니온’’을을 만들었다만들었다. . 

현재현재 아우디의아우디의 상징상징 마크가된마크가된

44개의개의 동그라미는동그라미는 이이 네네 회사를회사를 의미한다의미한다..
19441944년년 제제 22차차 세계대전으로세계대전으로 공장이공장이 완전완전 파괴되고파괴되고 경영경영
악화까지악화까지 겹쳐겹쳐 19561956년년 벤츠벤츠 산하에산하에 들어갔다들어갔다..

19641964년년 폭스바겐폭스바겐 그룹에그룹에 통합돼통합돼 지금에지금에 이르고이르고 있다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bc.co.uk/wales/x-ray/images/articles/2002_11_audi_200.jpg&imgrefurl=http://www.bbc.co.uk/wales/x-ray/&h=135&w=200&prev=/images%3Fq%3Daudi%2Bcompany%26start%3D10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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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Audi
고객을고객을 친구로친구로 만들어라만들어라

““고객의고객의 목소리에목소리에 귀귀 기울인다면기울인다면 시장의시장의 변화에변화에 발발 빠르게빠르게
대응할대응할 수수 있는있는 능력을능력을 얻게얻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고객고객 충성도를충성도를 높이기높이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우수한우수한
제품을제품을 판매할판매할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판매판매 후에도후에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이들을이들을 관리하는관리하는 것이것이 기본이다기본이다..
마틴마틴 빈터콘빈터콘 아우디아우디 회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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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중요한 소비자소비자 신뢰신뢰

품질에품질에 있어있어 최고의최고의 자동차를자동차를 자부하던자부하던 AudiAudi가가 19801980
년대년대 후반에후반에 퍼진퍼진 자동차자동차 안전성에안전성에 의심이의심이 간다는간다는
근거근거 없는없는 소문으로소문으로 인해인해 1010년간년간 장기장기 침체라는침체라는
최악의최악의 상황을상황을 초래했다초래했다..

처음에처음에 회사는회사는 별별 신신 경경 안안 썼지만썼지만 19931993년에는년에는

절정기의절정기의 6/16/1수준인수준인 11만만 2,5002,500대까지대까지 추락했다추락했다..

소비자의소비자의 신뢰가신뢰가 얼마나얼마나 중요한지를중요한지를

경험하는경험하는 순간순간이었다이었다..
이이 사건사건 이후이후 AudiAudi는는 소비자소비자 신뢰를신뢰를 다시다시 이끌어이끌어 내기내기 위해위해 강도강도 높높
은은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마련마련
소비자의소비자의 목소리를목소리를 경영과경영과 제조제조 현장에현장에 전달하는전달하는 마케팅마케팅 부서를부서를 모회사인모회사인
폭스바겐에폭스바겐에 전전으로전전으로 의존했는데의존했는데 9494년에년에 소비자의소비자의 민감한민감한 변화를변화를 파악할파악할
수수 있는있는 독자적인독자적인 마케팅마케팅 부서부서를를 만들었다만들었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cars-online.com/images/audi.gif&imgrefurl=http://www.cars-online.com/reviews/audi.html&h=216&w=300&prev=/images%3Fq%3DAudi%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emsc.nysed.gov/rscs/chaps/Images/green%2520down%2520arrows.jpg&imgrefurl=http://www.emsc.nysed.gov/rscs/chaps/Attendance/AttendanceWebpage.htm&h=419&w=562&prev=/images%3Fq%3Ddown%26start%3D8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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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러운우스꽝스러운 회사회사

위르겐위르겐 드드 그래베그래베 아우디아우디 본사본사 이사는이사는 19801980년년 말말 아우디를아우디를 ‘‘좋은좋은 기기
술만이술만이 최고라고최고라고 생각하고생각하고 나머지를나머지를 등한시등한시 했던했던 우스꽝스러운우스꽝스러운 회사회사
(Funny company)(Funny company)로로 표현했다표현했다..

변덕스런변덕스런 소비자를소비자를 꾸준히꾸준히 관리하지관리하지 않다간않다간

자칫하면자칫하면 회사가회사가 성장하기도성장하기도 전에전에

문을문을 닫을닫을 수수 있다는있다는 것을것을 경험한경험한 것이다것이다..

http://www.midwayusa.com/midwayusa/staticpages/help/help_images/logos_icons/satisfied-customers.jpg
http://www.edmunds.com/media/editorial/innovations/microsoftinvadesyourcar/carnet.driver.3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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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한변신한 AudiAudi
아우디의아우디의 신뢰신뢰 회복회복 노력노력

콜센터와콜센터와 애프터애프터 센터등을센터등을 통해통해 고객과고객과 딜러와딜러와
의의 대화대화 중시중시

19921992년년 독일독일 남부에남부에 고객고객 감동감동 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제공
하는하는 아우디아우디 포럼포럼 설립설립
구매구매 계약계약 시시 차를차를 본사에서본사에서 받을지받을지 집앞까지집앞까지 차를차를 보내주기를보내주기를 묻는데묻는데, , 
30%30%의의 소비자가소비자가 직접직접 생산생산 현장에서현장에서 차를차를 받아간다받아간다. . 
생산생산 현장서현장서 차를차를 받아가는받아가는 경우경우

인근인근 호텔서호텔서 묵으며묵으며 아우디아우디 포럼을포럼을 간다간다. . 
아우디아우디 포럼을포럼을 찾으면찾으면 아우디아우디
역사역사 영화를영화를 관람하고관람하고,,근사한근사한 점심을점심을 대접받고대접받고, , 
자동차자동차 생산공장을생산공장을 견학견학 받는다받는다..
견학견학 후후, , 피곤을피곤을 풀풀 수수 있는있는 온천온천 할인권도할인권도 받는다받는다..

새새 자동차를자동차를 인도인도 받는받는 자리가자리가
가족가족 축제축제 겸겸 휴가휴가로로 받아들여받아들여 지고지고 있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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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한변신한 AudiAudi
아우디의아우디의 경영실적경영실적

신뢰추락을신뢰추락을 딛고딛고 일어선일어선 아우디는아우디는
고객의고객의 신뢰신뢰 확보를확보를 가장가장 중시한다중시한다. . 
마케팅의마케팅의 핵심도핵심도 ‘‘많이많이 팔자팔자’’가가 아니라아니라

‘‘고객과의고객과의 거리를거리를 좁히자좁히자’’가가 됐다됐다..

매출매출(10(10억억 유로유로)) 경상이익경상이익((백만백만 유로유로))

19951995 8.58.5 301301
19971997 11.511.5 569569
19991999 15.115.1 839839
20012001 22.022.0 1,3221,322
20012001 22.622.6 1,25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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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시간 만에만에 끝난끝난 파업파업
기술과기술과 품질은품질은 100100년년 이상이상 아우디를아우디를 이끌어온이끌어온
핵심핵심 경영경영 전략이기에전략이기에 제품의제품의 품질을품질을 높이기높이기 위해위해
근로자에게근로자에게 많은많은 공을공을 들인다들인다..
근로자의근로자의 적극적인적극적인 협조협조 없이는없이는 제품의제품의 품질을품질을 한계한계 상상
황으로황으로 올리는올리는 것이것이 불가능불가능 하다는게하다는게 아우디의아우디의 판단이판단이
다다..

아우디의아우디의 경우경우 노조와노조와 회사와의회사와의
관계는관계는 상호상호 협조적이다협조적이다..

20022002년년 33년년 만에만에 처음처음 파업을파업을 벌였지만벌였지만

노사노사 관계가관계가 신뢰를신뢰를 바탕으로바탕으로 하고하고 있기에있기에

노사노사 양측의양측의 양보로양보로 22시간시간 만에만에 파업이파업이 끝났다끝났다..

http://www.cybermetric.com/images/hand_shak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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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아우디 직원들과직원들과 회사측회사측

아우디의아우디의 직원들직원들

아우디의아우디의 직원들은직원들은 평생평생 직장직장 개념이개념이 강하다강하다..
근로자들은근로자들은 아우디가아우디가
가장가장 좋은좋은 직장직장이라는이라는
인식을인식을 갖고갖고 있다있다..
아우디아우디 회사측회사측

사측은사측은 근로자의근로자의 협조를협조를 장기간장기간 이끌어이끌어 낼낼 수수 있있
는는 근로근로 여건여건을을 갖추는갖추는 데데 많은많은 공을공을 들인다들인다..
생산라인생산라인 근로자들은근로자들은 고용고용 초기초기 33년년 동안동안 회사회사 근무와근무와 함께함께

근로자의근로자의 경쟁력을경쟁력을 확보하는확보하는 계기가계기가 되는되는 강도강도 높은높은 기술기술 교육교육
을을 받는받는 이유도이유도 여기에여기에 있다있다..

http://www.bpg.com.br/bpg/images/bpg_img-goo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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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Audi의의 신뢰경영신뢰경영

기술과기술과 품질은품질은 생명이다생명이다..
최고의최고의 제품으로제품으로

고객을고객을 감동시켜라감동시켜라

고객을고객을 친구로친구로 만들어라만들어라

기술과기술과 품질은품질은

근로자에게서근로자에게서 나온다나온다..

http://www.greenconsumerguide.com/profiles_html/a/audi/images/audi_logo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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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대 11로로 고객고객 불만불만 듣는다듣는다
마틴마틴 빈터콘빈터콘 회장과의회장과의 대화대화

경쟁이경쟁이 치열한치열한 자동차자동차 시장에서시장에서 마틴마틴 빈터콘빈터콘
아우디아우디 회장은회장은 19901990년년
중반중반 이후이후 꾸준한꾸준한
성장세를성장세를 이어가고이어가고 있다있다..

빈터콘빈터콘 회장의회장의 기술의기술의 중요성을중요성을 수차례수차례 강조한강조한 점점
에서에서 장인장인 정신정신을을 볼볼 수수 있고있고 변화를변화를 강조하는강조하는 경경
영영 철학은철학은 신선함신선함을을 느끼게느끼게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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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고객과의 신뢰신뢰 관계를관계를 확보하고확보하고 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해위해 어떤어떤 전략을전략을 사용하나사용하나? ? 

가장가장 좋은좋은 매개체는매개체는 제품이다제품이다..
훌륭한훌륭한 제품은제품은 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 신뢰로신뢰로 이어진다고이어진다고 확신한다확신한다. . 
제품제품 판매판매 후에도후에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관계를관계를 맺는맺는 것도것도 중요하다중요하다..

소비자는소비자는 변덕스럽지변덕스럽지 않나않나? ? 아우디도아우디도 8080년대년대 말과말과 9090년대년대 초에초에 미국에서미국에서
소비자소비자 사이에사이에 퍼진퍼진 악성악성 루머에루머에 곤욕을곤욕을 치른치른 적이적이 있다있다. . 당시의당시의 경험에서경험에서

무엇을무엇을 배웠나배웠나??
고객의고객의 생각과생각과 불만불만 사항을사항을 심각하게심각하게

받아들이고받아들이고 경영경영 활동에활동에 반영반영하려고하려고 노력노력했다했다..
최고급최고급 모델인모델인 A8A8을을 출시한출시한 뒤뒤 처음처음 이차를이차를 산산 1,0001,000명의명의 고객에고객에 대해대해

11대대 11로로 불만불만 사항을사항을 받도록받도록 했다했다..
이후이후 신제품이신제품이 나올나올 때마다때마다 같은같은 절차를절차를 반복했고반복했고 고객의고객의

신뢰를신뢰를 회복하면서회복하면서 잘잘 팔리기팔리기 시작했다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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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소비자들은 기업을기업을 제품만으로제품만으로 평가하지는평가하지는 않는다않는다. . 아우디가아우디가 고객고객 신뢰를신뢰를

위해위해 제품제품 외에외에 중시하는중시하는 부분이부분이 있나있나??

다국적다국적 기업으로기업으로 특히특히 해외에서의해외에서의 활동에활동에

각별한각별한 주의주의를를 기울인다기울인다..
아우디아우디 본사가본사가 위치한위치한 독일은독일은 기업기업 활동과활동과 관련해서관련해서 법이법이 요구하는요구하는 수준수준
이이 세계적이다세계적이다. . 아우디는아우디는 이이 기준을기준을 전전 세계에세계에 똑같이똑같이 적용한다적용한다. . 

기업은기업은 수익을수익을 남기는남기는 것이것이 목표다목표다. . 기업을기업을 둘러싼둘러싼 각각 분야의분야의 신뢰를신뢰를 쌓는쌓는
활동은활동은 당장의당장의 수익과는수익과는 무관하거나무관하거나 오히려오히려 부정적인부정적인 효과를효과를 줄줄 수도수도 있다있다. . 

상충하는상충하는 두두 가지의가지의 관계를관계를 어떻게어떻게 조정하나조정하나??

단기적인단기적인 목표나목표나 성과에성과에 연연하지연연하지 않는다않는다..
근로자와근로자와 근로자가근로자가 보유한보유한 기술을기술을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자산으로자산으로 삼는다삼는다. . 근로자근로자
를를 고용할고용할 때도때도 이들이이들이 아우디를아우디를 평생평생 직장으로직장으로 생각하도록생각하도록 하는하는 데데 초점초점

을을 맞춘다맞춘다. . 기업이기업이 자산자산 가치를가치를 극대화극대화 하는하는 것은것은 당연하다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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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사회의 한한 구성원으로구성원으로 기업의기업의 역할이역할이 갈수록갈수록 커지고커지고 있다있다. . 

이와이와 관련해관련해 특이한특이한 사례를사례를 소개한소개한 다면다면??
좋은좋은 제품을제품을 만드는만드는 것이것이 항상항상 최고는최고는 아니다아니다. . 

기업을기업을 둘러싼둘러싼 이해이해 당사자와당사자와 원활한원활한 관계를관계를

쌓는쌓는 것것이이 기업의기업의 장기장기 성장에성장에 중요한중요한 요소라는요소라는

점에점에 우리도우리도 공감한다공감한다..

기업이기업이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성공하기성공하기 위해위해 어떤어떤 요소가요소가 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 보는가보는가??

소비자와의소비자와의 관계관계 이상으로이상으로 중요한중요한 것은것은 없다없다. . 
한번한번 고객은고객은 평생평생 고객이라는고객이라는 차원에서차원에서 이들이이들이 원하는원하는 바를바를 각각 단계별단계별

로로 충족시키려충족시키려 노력한다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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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근로자와의 관계는관계는 어떻게어떻게 설정하나설정하나? ? 근로자의근로자의 이직률을이직률을 낮추기낮추기 위해위해

벌이는벌이는 활동으로는활동으로는 무엇이무엇이 있나있나??

종업원이종업원이 아우디를아우디를 평생평생 직장직장으로으로 생각하생각하
도록도록 하는하는 데데 많은많은 공을공을 들인다들인다..

이를이를 위해위해 기업의기업의 활동이활동이 예측예측 가능하도록가능하도록 충분히충분히 긴긴 기간을기간을 대상으대상으
로로 전개돼야전개돼야 한다고한다고 본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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