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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
우리가우리가 흔히흔히 접하는접하는 타이레놀타이레놀, , 존슨즈존슨즈 베이비베이비 로션로션, , 베이비베이비 파우더파우더, , 밴드에이드밴드에이드, , 
뉴트로지나뉴트로지나 피부피부 모발모발 보호제등은보호제등은 존슨존슨 앤앤 존슨에서존슨에서 생산하고생산하고 있는있는 제품들이다제품들이다. . 

존슨앤존슨이존슨앤존슨이 판매하는판매하는 제품들은제품들은 대부분대부분 장수장수 제품들이다제품들이다. . 

그만큼그만큼 제품제품 자체가자체가 고객의고객의 신뢰를신뢰를 많이많이 받고받고 있다는있다는 것이다것이다. . 

현재현재 설립설립 117117년이년이 지나지나 오래된오래된 회사지만회사지만 기업으로서기업으로서 젊음을젊음을 유지하고유지하고

있다있다.  .  지난지난 20012001년년 매출액의매출액의 33분의분의 11은은 최근최근 55년간년간 새롭게새롭게 출시된출시된 제품에서제품에서

걷어들인걷어들인 것이다것이다. . 기업의기업의 책임의식을책임의식을 강조해강조해 매년매년 22억억 2,9002,900만만 달러씩을달러씩을 사회에사회에

기부기부하는하는 등등 미국미국 내내 최대최대 기업기업 중중 하나이다하나이다. . 

현재현재 전전 세계적으로세계적으로 197197개의개의 법인을법인을 보유하고보유하고 있고있고 전전 세계적으로세계적으로 직원직원 숫자만숫자만

1010만만 4,0004,000명명에에 달한다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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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
19991999년년 미국미국 월스트리트월스트리트 저널에서저널에서 실시한실시한 ''미국내미국내

기업기업 지명도지명도 (Corporate Reputation) (Corporate Reputation) 조사조사''에서에서

감성적감성적 이미지이미지, , 제품과제품과 서비스서비스 그리고그리고 직원들의직원들의

근로조건부분에서근로조건부분에서 11위를위를
차지하여차지하여 미국내미국내 최고의최고의 기업으로기업으로

다시다시 한번한번 평가평가 받았다받았다..
또한또한, 96, 96년년 미국미국 경제전문지경제전문지 포춘포춘(Fortune)(Fortune)에서에서 실시한실시한

''미국에서미국에서 가장가장 선망받는선망받는 1010대대 기업기업''이란이란 조사에서조사에서

전체전체 44위에위에 랭크랭크 되었으며되었으며

보건의료용품보건의료용품 회사로는회사로는 세계세계 일류로일류로 인정인정 받고받고 있는있는 기업이다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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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의존슨앤존슨의 실적실적

비즈니스 위크 선정 ‘2001년 최고
실적을 올린 기업’
‘2002년 50대 우량기업’에서 1위에
선정
2002년 미국 포춘지 선정 가장 존경
받는 기업 中 6위
30여년 가까이 무디스 신용등급평가
최상등급인 AAA를 유지

(2003년 현재 AAA등급인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함)

http://www.gsanetwork.org/news/art/thumb.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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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is the   Johnson & Johnson is the   
world's most world's most 
comprehensive and broadly comprehensive and broadly 
based manufacturer of based manufacturer of 
health care productshealth care products, , 

as well as a as well as a provider of related provider of related 
servicesservices, , for the consumer for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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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의 글로벌 조직
설립

1886년 뉴저지 뉴 브룬스윅에서 설립(역사117년)
회장
윌리암 C. 웰던

세계 4 위 제약업체
전세계 54개국 200개의 법인체
종업원 수 : 약100,900 명(미국본토 : 약 4만
명)
제품판매국 : 약 175 개국
2001년 매출액의 1/3은 최근 5년간 새로 출시
된 제품
매년 2억 2,900 만달러씩 사회에 기부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ining-technology.com/contractor_images/nalco/nalco4.jpg&imgrefurl=http://www.mining-technology.com/contractors/chemicals/nalco/nalco4.html&hl=ko&h=330&w=511&start=12&prev=/images%3Fq%3Dglobal%2Bcompany%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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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 존슨앤드존슨존슨앤드존슨
한국존슨앤드존슨은한국존슨앤드존슨은 19931993년년 설립설립된된 이래이래 존슨즈존슨즈 베이비베이비

로숀로숀, , 오일오일, , 존슨즈존슨즈 베이비베이비 센서티브센서티브, , 클린클린 앤드앤드 클리어클리어, , 존존
슨즈슨즈 pH 5.5, pH 5.5, 뉴트로지나뉴트로지나, , 록록 등을등을 출시하며출시하며 스킨케어스킨케어 전전

문회사의문회사의 리더로서리더로서 명성을명성을 쌓아가고쌓아가고 있으며있으며, , 리치리치 칫솔칫솔, , 밴밴
드에이드드에이드 등의등의 건강용품도건강용품도 널리널리 인정받고인정받고 있습니다있습니다..

19401940년대년대 로버트로버트 우드우드 존슨존슨 회장이회장이 제정한제정한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
에에 따라따라 풍부한풍부한 경험과경험과 앞선앞선 기술기술, , 책임경영을책임경영을 바탕으로바탕으로 보보

다다 넓은넓은 보건의료보건의료 세계를세계를 개척하고개척하고 보다보다 진보된진보된 스킨케어스킨케어

전문제품을전문제품을 개발하여개발하여, , 고객에게고객에게 최고최고 수준의수준의 만족을만족을 보장보장

하고하고 기업으로서기업으로서 사회적사회적 책임을책임을 다하는다하는 것것 -- 바로바로 한국존슨한국존슨

앤드존슨이앤드존슨이 추구하는추구하는 변함없는변함없는 마음가짐입니다마음가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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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주주는

맨맨 나중에나중에 생각한다생각한다..
““단기적인단기적인 경영경영 전략은전략은 단기적인단기적인 수익을수익을 가져올가져올 뿐이다뿐이다. .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성장을성장을 위해서는위해서는

신뢰신뢰 경영이경영이 필수적이다필수적이다..””

““신뢰는신뢰는 단순히단순히 얻어지는얻어지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피나는피나는 노력을노력을 통해통해 쌓아나가는쌓아나가는 것이다것이다..””
––윌리엄윌리엄 웰던웰던 존슨앤존슨존슨앤존슨 회장회장

http://www.jnj.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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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신조” 라는
훌륭한 경영도구

존슨&존슨은 우리의 신조라는 윤리
강령을 하나의 효과적인 경영도구로

사용
윤리강령에 맞춰 정책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끊임없이 교육

소비자, 사원, 지역사회, 주주로
이어지는 윤리강령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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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타협은타협은 없다없다
존슨앤존슨이존슨앤존슨이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거스르는거스르는 행동을행동을 할할 경우에는경우에는

무조건무조건 제제제제를를 가한다가한다..

존슨앤존슨앤 존슨은존슨은 우리의우리의 신조를신조를 가장가장 중요하게중요하게

생각하고생각하고 몸소몸소 실천한다실천한다. . 
다양한다양한 교육교육 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 재교육재교육

Standard of LeadershipStandard of Leadership’’프로그램프로그램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따른따른 윤리적인윤리적인 의사의사 결정결정 방식을방식을 알려주는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 직원직원
채용은채용은 물론물론 재교육재교육, , 직원직원 보상보상 등등 전반적인전반적인 직원직원 교육교육 과정에서과정에서 광범위하게광범위하게 활활
용되고용되고 있다있다..
입사입사 첫날첫날 이이 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의의 중요성을중요성을 체득하도록체득하도록 함함

전체전체 임직원이임직원이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따라따라 행동하고행동하고 있는지있는지 여부를여부를 평가하는평가하는 설문설문
조사조사 시스템시스템
설문조사를설문조사를 통해통해 경영진은경영진은 다양한다양한 의견을의견을 청취한청취한 뒤뒤 주요한주요한 핵심핵심 현안현안 2,32,3가지가지
를를 꼭꼭 해결하고해결하고 이를이를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공표해공표해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FeedbackFeedback한다한다..

윤리적윤리적 의사의사 결정결정 모델모델을을 만들어만들어 직원들이직원들이 다양한다양한 윤리적윤리적 문제에문제에 직면직면 할할
때마다때마다 이를이를 잦대로잦대로 삼아삼아 행동하도록행동하도록 함함

http://www.freedomforum.org/graphics/photos/daniels.george.fir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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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경영을 중시하는 “우리의 신조

주주보다 고객을 중시하는 “우리의 신조”
에 따른 존슨앤존슨의 경영방침을 불평하
는 주주나 직원이 없음

그것은 고객을 우선시하는 존슨앤존슨의 신뢰
경영은 말만 앞세우는 주주중시경영을 펼치는
기업보다 실제로 주주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

음

40년째 한해도 거르지 않고 주주배당금을 전
년에 비해 더 많이 준 유일한 미국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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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Our Credo)(Our Credo)
--첫번째첫번째 고객에고객에 대한대한 책임책임

We believe our first responsibility We believe our first responsibility 
is to the doctors, nurses and is to the doctors, nurses and 

patients,patients,
to mothers and fathers and all to mothers and fathers and all 

others who use our products and others who use our products and 
services.services.

In meeting their needs everything In meeting their needs everything 
we do must be of high quality.we do must be of high quality.
We must constantly strive to We must constantly strive to 

reduce our costsreduce our costs
in order to maintain reasonable in order to maintain reasonable 

prices.prices.
Customers' orders must be Customers' orders must be 

serviced promptly and accurately.serviced promptly and accurately.
Our suppliers and distributors Our suppliers and distributors 

must have an opportunitymust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fair profit. to make a fair profit. 

상품과상품과 서비스의서비스의 수요자인수요자인 의사의사, , 
간호사간호사, , 환자와환자와 자녀를자녀를 가진가진 아버지아버지, , 
어머니를어머니를 비롯한비롯한 모든모든 사람들에사람들에

대한대한 것것이라고이라고 믿는다믿는다..

그들의그들의 요구에요구에 부응하기부응하기 위해위해 우리의우리의

상품은상품은 항상항상 최고의최고의 품질이품질이 유지되어유지되어

야야 한다한다. . 우리는우리는 적절한적절한 상품가격을상품가격을 유유

지하기지하기 위하여위하여 원가를원가를 절감하는절감하는

노력을노력을 끊임없이끊임없이 경주경주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우리의우리의 고객의고객의 주문을주문을 신속하고신속하고 정확정확

하게하게 처리처리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우리의우리의 제품을제품을

취급하는취급하는 사업자도사업자도 정당한정당한 이익을이익을

올릴올릴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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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Our Credo)(Our Credo)
--두번째두번째 직원에직원에 대한대한 책임책임

We are responsible to our employees,We are responsible to our employees,
the men and women who work with us the men and women who work with us 

throughout the world.throughout the world.
Everyone must be considered as an Everyone must be considered as an 

individual.individual.
We must respect their dignity and We must respect their dignity and 

recognize their merit.recognize their merit.
They must have a sense of security in They must have a sense of security in 

their jobs.their jobs.
Compensation must be fair and adequate,Compensation must be fair and adequate,
and working conditions clean, orderly and and working conditions clean, orderly and 

safe.safe.
We must be mindful of ways to help our We must be mindful of ways to help our 

employees fulfillemployees fulfill
their family responsibilities.their family responsibilities.

Employees must feel free to make Employees must feel free to make 
suggestions and complaints.suggestions and complaints.

There must be equal opportunity for There must be equal opportunity for 
employment, developmentemployment, development

and advancement for those qualified.and advancement for those qualified.
We must provide competent management,We must provide competent management,
and their actions must be just and ethical. and their actions must be just and ethical. 

전전 세계세계 어디에서나어디에서나 우리와우리와 같이같이 근무하는근무하는

모든모든 남녀남녀 직원에직원에 대한대한 책임이다책임이다..

모든모든 직원은직원은 각자가각자가 한한 인간으로서인간으로서 대우대우 받아야받아야

한다한다. . 우리는우리는 그들의그들의 인간적인인간적인 존엄성을존엄성을 중시하고중시하고

각각 개인의개인의 가치를가치를 인정하여야인정하여야 한다한다..
우리는우리는 모든모든 직원이직원이 안심하고안심하고 직무를직무를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대우는대우는 정당하고정당하고 적절하여야적절하여야

하며하며, , 근무환경은근무환경은 친절하고친절하고 잘잘 정돈되고정돈되고 또한또한 안안

전하여야전하여야 한다한다. . 
우리는우리는 모든모든 직원이직원이 그들의그들의 가족에가족에 대한대한 책임을책임을

다할다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세심한세심한 배려를배려를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직원들은직원들은 각자의각자의 의견을의견을 개진하거나개진하거나 토로하는데토로하는데

자유로와야자유로와야 한다한다. . 직원의직원의 채용채용, , 능력개발능력개발 및및 자질자질

을을 갖춘갖춘 직원의직원의 승진에승진에 있어서는있어서는 균등한균등한 기회가기회가

제공되어야제공되어야 한다한다..
우리는우리는 우수한우수한 경영진과경영진과 관리자를관리자를 확보하여야확보하여야

하며하며, , 경영관리는경영관리는 공명정대하고공명정대하고 도덕적도덕적 바탕바탕 위에위에

이루어져야이루어져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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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Our Credo)(Our Credo)
--세번째세번째 지역사화외지역사화외 세계세계 공동체에공동체에 대한대한 책임책임
We are responsible to the We are responsible to the 

communities in which we live communities in which we live 
and work and to the world and work and to the world 

community as well.community as well.

We must be good citizens We must be good citizens ––
support good works and support good works and 

charities and bear charities and bear 
our fair share of taxes.our fair share of taxes.

We must encourage civic We must encourage civic 
improvements and better health improvements and better health 

and education.and education.

We must maintain in good orderWe must maintain in good order
the property we are privileged the property we are privileged 

to to use,protectinguse,protecting the the 
environment and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resources. 

우리가우리가 생활하고생활하고 근무하고근무하고 있는있는 지지

역사회는역사회는 물론물론 세계세계 공동체에공동체에

대한대한 책임책임이다이다..

우리는우리는 선량한선량한 시민이시민이 되어야되어야 하며하며, , 
선행과선행과 자선을자선을 베풀고베풀고 적절한적절한 세금세금
을을 부담하여야부담하여야 한다한다. . 

우리는우리는 사회의사회의 발전발전, , 건강과건강과 교육의교육의
증진을증진을 위하여위하여 노력하여야노력하여야 한다한다. . 

우리는우리는 우리에게우리에게 특별히특별히 제공된제공된 모모
든든 시설을시설을 최상의최상의 상태로상태로 관리관리, , 유지유지
하고하고, , 환경과환경과 천연자원을천연자원을 보호해야보호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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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Our Credo)(Our Credo)
--네번째네번째 회사의회사의 주주에주주에 대한대한 책임이다책임이다..

Our final responsibility is to our Our final responsibility is to our 
stockholders.stockholders.

Business must make a sound Business must make a sound 
profit.profit.

We must experiment with new We must experiment with new 
ideas.ideas.

Research must be carried on, Research must be carried on, 
innovative programs developedinnovative programs developed

and mistakes paid for.and mistakes paid for.

New equipment must be New equipment must be 
purchased, new facilities purchased, new facilities 

providedprovided
and new products launched.and new products launched.
Reserves must be created to Reserves must be created to 

provide for adverse times.provide for adverse times.
When we operate according to When we operate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these principles,
the stockholders should realize the stockholders should realize 

a fair return.a fair return.

회사의회사의 주주에주주에 대한대한 책임책임

우리의우리의 사업은사업은 건전한건전한 이익을이익을 올릴올릴 수수

있어야있어야 하며하며, , 우리는우리는 새로운새로운 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

끊임없이끊임없이 창출하여야창출하여야 하며하며, , 실패의실패의 경우경우

는는 이를이를 극복해극복해 나가야나가야 한다한다. . 

새로운새로운 장비를장비를 구입하여야구입하여야 하며하며, , 새로운새로운

시설을시설을 제공하여야제공하여야 하고하고 새로운새로운 상품을상품을

개발하여야개발하여야 한다한다. . 
또한또한 역경에역경에 대비한대비한 대책을대책을 항상항상 강구하강구하

여야여야 한다한다. . 
우리는우리는 이러한이러한 원칙에원칙에 의거하여의거하여 사업을사업을

수행함으로써수행함으로써 주주들이주주들이 정당한정당한 이익이익 배배

당을당을 받을받을 수수 있게있게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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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라도 윤리성을 고려

빨간 얼굴 테스트(Red face 
Test)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자기 가족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
자문하는 것. 

윤리성 고려
윤리성을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져 기
업의 경쟁력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존슨&존슨의 매뉴얼은 윤리적 문제를 고
려할 만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속도를 늦출(slow 
down) 때라는 것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karlaugenstein.com/photo%2520web%2520pages/photos/0720-169_red_sign.jpg&imgrefurl=http://www.karlaugenstein.com/photo%2520web%2520pages/Page21.html&hl=ko&h=1024&w=1280&start=4&prev=/images%3Fq%3Dred%2Bsig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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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앤 존슨의존슨의 성공요인성공요인

고객을고객을 먼저먼저 생각하라생각하라

핵심인재 확보전략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

신뢰경영을 중시하는

“우리의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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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앤 존슨의존슨의 성공철학성공철학

고객을고객을 먼저먼저 생각하라생각하라
1943년 윤리강령인 “ 우리의 신조” 제정
존슨앤 존슨 신뢰경영의 출발점은 바로 고객

http://www.weaconsulting.com/images/consulti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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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고객을 가장가장 먼저먼저 생각하라생각하라

기업의기업의 윤리윤리 의식의식 개념이개념이 정립되기정립되기 훨씬훨씬 이전인이전인 19431943년에년에 이미이미 전세계전세계

기업기업 윤리윤리 강령의강령의 모태가모태가 된된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를를 세상에세상에 선보임선보임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

신뢰신뢰 경영의경영의 출발점은출발점은 고객고객
““우리의우리의 첫첫 번째번째 책임은책임은 우리우리 상품과상품과 서비스의서비스의 수요자인수요자인 의사의사, , 간호사간호사, , 환자와환자와 자자

녀를녀를 가진가진 아버지와아버지와 어머니를어머니를 비롯한비롯한 모든모든 사람사람((고객고객))들에들에 대한대한 것것으로으로 믿는다믿는다..””
지속적인지속적인 기업기업 영위영위 회사가회사가 되기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고객에고객에 대한대한 책임을책임을 우선시하는우선시하는 장장
기기 전략에전략에 집주해야집주해야 한다한다””고고 강조했고강조했고 실제로실제로 고객을고객을 우선시하는우선시하는 신뢰신뢰 경영은경영은
주주주주 중시중시 경영을경영을 펼치는펼치는 기업보다기업보다 주주에게주주에게 더더 큰큰 혜택혜택을을 돌려주었다돌려주었다..

117117년간년간 생존해생존해 왔듯왔듯 앞으로앞으로 수백년을수백년을 더더 존속할존속할
자신을자신을 갖는갖는 것도것도 존슨앤존슨에존슨앤존슨에 대한대한
고객의고객의 신뢰가신뢰가 강하기강하기 때문때문이다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finesthost.com/images/customer-service.gif&imgrefurl=http://www.finesthost.com/new-contact.html&h=233&w=350&prev=/images%3Fq%3Dcustomer%2B%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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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고객을 위한위한 신뢰경영신뢰경영 사례사례

19821982년년 누군가가누군가가 해열진통제해열진통제 타이레놀타이레놀 캡슐에캡슐에 독약을독약을 집어집어 넣어서넣어서
구입한구입한 환자환자 77명이명이 잇따라잇따라 사망해사망해 기업기업 신뢰가신뢰가

한한 순간에순간에 흔들릴흔들릴 수수 있는있는 심각한심각한 문제가문제가 발생발생

존슨앤존슨의존슨앤존슨의 대책대책
돈보다는돈보다는 고객의고객의 안전이안전이 더더 중요중요하다는하다는 기업기업 의식의식 으로으로 회수회수 비용만비용만 22억억 55
천만천만 달러를달러를 들여들여 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 제품을제품을 모두모두 거두어거두어 들임들임

경영진들은경영진들은 타이레놀이라는타이레놀이라는 이름을이름을 바꾸지바꾸지 않고않고 계속계속 사용하는사용하는 데데 쉽게쉽게 합합
의를의를 함함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의해의해 회사의회사의 대표대표 상품이자상품이자 신뢰의신뢰의 상징인상징인 타이네놀의타이네놀의
이름이름 만만 바꾸어바꾸어 내용물은내용물은 그대로인그대로인 임시임시 방편은방편은 소비자를소비자를 속이는속이는 것것이고이고, , 
우리의우리의 신조에신조에 어긋나는어긋나는 행동행동이기에이기에 이름을이름을 바꾸지바꾸지 않았다않았다..””

비용보다비용보다 고객의고객의 안정을안정을 중시중시했고했고, , 
이름을이름을 바꾸지바꾸지 않고않고 타이레놀을타이레놀을 다시다시 시장시장에에
내내 놓은놓은 결정은결정은 신뢰를신뢰를 더욱더욱 높였다높였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graphics.stanford.edu/courses/cs348b-competition/cs348b-96/jmdicarl.tylenol.jpg&imgrefurl=http://graphics.stanford.edu/courses/cs348b-competition/cs348b-96/&h=700&w=700&prev=/images%3Fq%3Dtylenol%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puzzlesink.com/poison.gif&imgrefurl=http://www.puzzlesink.com/ssigns2.HTM&h=350&w=360&prev=/images%3Fq%3Dpois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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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위기가 신뢰로신뢰로 이어졌다이어졌다
누군가가누군가가 타이레놀에타이레놀에 8282년년, 86, 86년년 두두 번에번에 걸쳐걸쳐 청산가리를청산가리를 집어넣는집어넣는 테테
러를러를 자행했다자행했다..

존슨앤존슨의존슨앤존슨의 대책대책
책임을책임을 회피하지회피하지 않고않고 ‘‘미국미국 전역에전역에 걸처걸처
22억억 55천만천만 달러에달러에 걸쳐걸쳐 제품제품 리콜리콜
핫라인을핫라인을 설치해설치해 타이레놀과타이레놀과 관련된관련된 고객들의고객들의 질문에질문에 일일이일일이 응대응대

신문에신문에 대대적인대대적인 광고를광고를 내보내내보내 캡슐형캡슐형 타이레놀타이레놀 제품제품 구매를구매를 자재자재
하고하고 독극물독극물 주입주입 가능성이가능성이 적은적은 알약으로알약으로 바꾸도록바꾸도록 조언조언

여러여러 신문과신문과 잡지잡지의의 인터뷰에인터뷰에 모두모두 응했고응했고, , 
방송에방송에 출연해출연해 고객의고객의 이해를이해를 호소호소

수백만수백만 달러를달러를 들여들여 안전한안전한 33중중 안전안전 장치장치를를 갖춘갖춘 타이레놀을타이레놀을 출시출시

이러한이러한 노력은노력은 바로바로 존슨앤존슨의존슨앤존슨의 신뢰로신뢰로
사건사건 발생발생 직후직후 35%35%에서에서 8%8%로로 급전직하했지만급전직하했지만 얼마얼마 후후
에에 곧바로곧바로 진통제진통제 시장시장 점유율점유율 11위위 자리에자리에 복귀했다복귀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webpagesnow.com/tylenol.jpg&imgrefurl=http://www.webpagesnow.com/0004.htm&h=200&w=200&prev=/images%3Fq%3Dtylenol%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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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의 윤리경영이
주는 시사점

타이레놀 사건과 존슨&존슨의 대응은 미국 경제계와 학
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기업 윤리가 이름뿐인 신조가 아닌, 위기대처 능력의 결
정적인 요소로 부각된 교훈적 사례를 보여 주었기 때문
이다. 
비즈니스 스쿨들이 잇따라 기업윤리 과목을 개설했고

미래의 경영자들에게 기업윤리를 필

수과목으로 가르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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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 확보전략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한 차원 높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일할 인재를

초빙
한사람이 일생동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숭

고하고도 떳떳한 명분을 제공

“선한 사람이 만든 선한 회사”라는 기업 이념하
에 고객, 종원원 뿐만 아니라 세계와 지역사회
에 대한책임을 강조

http://www.ms-consultores.com/images/varios/businessm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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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직원,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공생의 관계를 만드는 것
고객,직원,지역사회세 대한 책임을 완수할 경우 주주
도 자연스럽게 혜택을 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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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신뢰신뢰 경영인가경영인가

존슨앤존슨은 주주보다 고객을 더욱
중시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지난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신뢰를 얻는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

신뢰가 곧 기업 경쟁력이며, 신뢰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존
재 의미와 생존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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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신뢰는 이익으로이익으로 돌아온다돌아온다

임직원임직원 들에게들에게 존슨앤존슨은존슨앤존슨은 신뢰의신뢰의 상징이라는상징이라는 의미를의미를 갖는다갖는다..
<<월스트리트월스트리트 저널저널>>설문설문 조사조사 결과결과 지난지난 33년년 연속연속 가장가장 존경할존경할 만한만한 미국미국 기업기업
으로으로 선정된선정된 이유도이유도 이이 때문이다때문이다..

웰던웰던 회장회장
““신뢰신뢰 경영은경영은 기업에기업에 대한대한 소비자들의소비자들의 확신을확신을 키우는키우는 행위행위””
고객신뢰를고객신뢰를 얻기얻기 위한위한 활동이활동이 지속돼야지속돼야 한다는한다는 믿음에서믿음에서
직원들이직원들이 회사의회사의 대표로서대표로서 주인주인 의식을의식을 갖고갖고 행동하도록행동하도록 독려한다독려한다..

이러한이러한 신뢰신뢰 경영은경영은 곧바로곧바로 기업기업 이익으로이익으로 연결된다연결된다..
기업기업 신뢰는신뢰는 고객을고객을 끌어끌어 모으고모으고 우수한우수한 직원들을직원들을 유인하는유인하는 자석과자석과 같은같은 역할역할
을을 하고하고 있다있다..

““우리는우리는 100100년년 전이나전이나 5050년년 전이나전이나 혹은혹은
2525년년 전이나전이나 55년년 전이나전이나 항상항상 두두 자릿수의자릿수의 매출과매출과
이익이익 증가율을증가율을 기록기록했다했다”” ““신뢰신뢰 경영을경영을 하지하지 않았다면않았다면
이이 같은같은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성장을성장을 할할 수수 없었을없었을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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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윤리 문제에문제에 연대연대 책임지는책임지는
최고최고 경영진경영진웰던웰던 회장회장

신뢰신뢰 경영을경영을 하려면하려면 최고최고 경영진이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솔선수범하는 자세자세를를 가져야가져야 한다고한다고 강조강조

최고최고 경영진경영진 부터부터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따라따라 행동하고행동하고 있는지있는지 끊임없이끊임없이 자문자문
해야만해야만 부하부하 직원들에게도직원들에게도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따른따른 행동을행동을 하도록하도록 독려할독려할
수수 있다있다..
최고최고 경영자가경영자가 항상항상 개방적인개방적인 자세로자세로 고객과고객과 직원들의직원들의
불만에불만에 귀를귀를 기울이는기울이는 자세자세로로 중요하다중요하다..

자유로운자유로운 만남을만남을 위해위해 자신도자신도 넥타이를넥타이를 매지매지 않고않고 근무근무
회사내회사내 자유자유 복장복장 근무근무 시스템을시스템을 도입한도입한 것도것도 직원의직원의 자율성과자율성과 개방성을개방성을 높높
이기이기 위한위한 조치의조치의 일환이었다일환이었다..

신뢰신뢰 경영을경영을 통해서만통해서만 지속지속 가능한가능한 성장성장을을 할할 수수
있다는있다는 비전을비전을 6060년년 전부터전부터 견지견지해해 오고오고 있다있다..
신뢰를신뢰를 바탕으로바탕으로 하는하는 경영은경영은 분식분식 회계문제에서도회계문제에서도 존슨앤존슨을존슨앤존슨을 자유자유
롭게롭게 한다한다..
회계의회계의 허점을허점을 노려노려 실적을실적을 부풀리는부풀리는 일은일은 ‘‘우리의우리의 신조신조’’에에 벗어나는벗어나는 행동이행동이
라고라고 웰던웰던 회장은회장은 잘라잘라 말한다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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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윤리 경영의경영의 위대한위대한 기업기업 존슨앤존슨앤 존슨존슨

윤리와경영
불가분의 관계경영이란 부를 추구하는 행위
윤리란 부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낄 수 있음

기업도 하나의 인격체(법인)
윤리경영
진실만이 영원

윤리경영바탕
고객우선중심경영
기업성장
고객,직원,지역사회 함께 성장

성과.영향력,명성,지속성을 갖춘 존슨앤존
슨은 신뢰성과 윤리경영에 기초된 위대한
글로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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