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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은 위기극복 어렵다고?
네 가지 지킨 도요타는 달랐다

쉬는꼴 못보는 리더의 한계
자극적인 보상 각오해야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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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헨리 인시아드 리서치 펠로

가족 기업(Family Business)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너 일가 출신의 최고경영자(CEO)
가 이를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도요타는 지난 2009회계
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40억달러(약 4조5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자동차 결함 리콜
등 도요타가 경험한 연속적인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낸 것은 창
업자 가문에서 온 신임 CEO 도요다 아키오였다. 도요다 사장
이 도요타를 구해낸 것은 사실 가족 기업이 위기에서 잘 벗어
난 흔치 않은 이야기다. 이는 가업 승계를 위한 네 가지 과제
를 도요타와 도요다 가문이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네 가지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리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운다. 둘째, 가
업 승계 문화를 잘 이해한다. 셋째, 가문의 이름과 명성을 널리
알린다. 넷째, 후대 인재들을 잘 준비한다.
2009년 1월 3세대인 도요다 아키오가 사장 후보로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부인 도요다 기이치로가 1930년대에 세운
회사의 사장이 되기엔 그가 너무 젊고 건방진 면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도요다 아키오가 스포츠카 드라이버로 보이는
것을 즐기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렇지만 도요다 아키오 사장
과 도요다 가문은 이런 반대 의견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도요다 아키오가 53세의 나이에 도요타 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자동차 업계에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었다. 당시 12
개월 동안 상승했던 유가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도요타의 인기 SUV와 트럭을 포함한 전반적인 트럭
과 대형 차량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자동차 산업도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
에 모든 차종의 판매량이 무너졌다. 도요타에서 가장 많이 판
매되는 코롤라와 캠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년 금융위기 타격으로 GM은 도산위기에 몰렸고, 이로
인해 GM과 합작으로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생산공장을
세웠던 도요타는 해당 공장을 폐쇄해야 했다. GM은 파산 신청
을 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도요타가
공장 직원들에게 2억5000만달러의 퇴직금을 강제로 지급해야
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2009년
8월 도요타 렉서스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족 네 사람이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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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3세경영 성공비결

가업승계 25년前부터 미리 준비
위기 땐 외부CEO에 조직 맡겨
창업자의 업적을 기업 원동력으로
해외 경험으로 후대 인재 육성
잃었다. 한 달 후 도요타는 운전석 매트나 페달 결함 가능성이
있는 약 40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도요
다 아키오는 미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도요다의 모습으로 그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이미
지를 굳힐 수 었다.
도요타 사태는 성공적인 가업 승계가 아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짐을 보여준다.
1) 미리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운다(Planning in Due Time
):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가업 승계 계

획을 세우지 않는다. 10~20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래의 승계자를 준비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오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도요다
아키오는 그가 28세였던 1984년에 회사에 입사해 차근차근
진급했다. 회사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경험을 쌓았다.
2) 가업 승계 문화를 이해한다(Understanding Succes
sion Culture): 가업 승계 체계를 조직과 국가 문화에 맞추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요하거나 위기 상황에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을 때 외부 CEO가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도요다 아키오가 CEO가 되기 전 14년 동안 세 명의 전
문경영인들이 회사를 이끌었다. 이 세 명의 CEO들은 도요다
가 미래의 경영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회사가 안정
적으로 운영되도록 밑받침이 되었다.
3) 가문의 이름과 명성을 널리 알린다(Identifying and
Transferring Family Assets): 기업은 창업자의 특별한 업
적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도요타 역시 창업자의 업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도요다 가문의 이름과 명성은 회사 문화
가치의 원동력이 되었다.
4) 후대 인재를 잘 준비시킨다(Preparing the Next Gen
eration):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 것
을 목표로 삼는다. 도요다 아키오는 26세였던 1982년 미국 밥
슨 칼리지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리고 그가 해외에서 맡은
첫 임무가 캘리포니아아주에 세워진 GM과의 합작공장 누미
(NUMMI)에서 상무를 지낸 것이다. 이때의 경험은 나중에
GM이 파산했을 때 도요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위 네 가지의 요소 외에도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임원, 직원들,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다. 이들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가업의 가치가 승계자들을 통해 전해질 것
이다. 도요타와 같은 가족 소유 회사의 번영에는 승계자의 역
할이 항상 중요한 것이었다. 도요타에 비전 있는 리더가 없다
면 34만명의 도요타 직원들은 동기를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맬 것이다. 도요다 아키오 CEO는 항상 장기적 계획을 본인
어젠더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판매에서 시장 선두를 달리는 회사로 변화할 것이
윤선영 연구원 정리
라는 그의 선견지명을 보면 알 수 있다.

굳이 조직이나 리더십을 다루지 않더라도 현대인은
대부분 예전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수많은 매체들에서 심리학자인 필자에게 자
주 물어봐 왔던 주제들 중 하나이기도 한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지 말이다. 그
런데 그 이유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리더십
에도 재미있는 화두를 꺼낼 수 있게 된다.
일단 바쁘다는 것의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
는 어떨 때 바쁘다고 이야기하는가? 당연히 일이 많을
때를 두고 말한다. 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할
상황에 우리는 바쁘다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현대인
과 현대의 조직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바쁘다. 그런데
바쁘면 자극적인 것을 더 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덜 자극적인 것을 받게 되면 덜 만족스러워
한다. 한마디로 더 욕심꾸러기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
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네
덜란드 심리학자들이 있다. 레이네 반더 발(Reine C
van der Wal) 박사와 로테 반 딜렌(Lotte van Dillen
) 교수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
들면 주의는 분산되고 따라서 어느 하나에 집중되기 힘
들어 질 때 평상시보다 더 크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요
구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일의 강도가 강한 상황에서는 더 강한 맛
을 지닌 음료를 마셔야만 평상시 정도의 맛을 느낀다.
다시 말해 순한 맛을 가진 음료로는 평상시와 같은 만
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섭
취하는 음식의 양에서부터 특정한 맛의 강도에 이르기
까지 사람들은 바쁜 상황에서 더 자극적이며 양도 큰
것을 받아들여야만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의 만족과 느
낌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까? 무엇인가를 받아들 때 그것에 만족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도 우리 인간은 집중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른 무언가에 주의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것을 받아도 만족의 양과 질이 떨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리더십에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첫
째, 조직의 구성원들이 보다 크고 자극적인 보상을 원
하고 있다면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
다. 그것이 바로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만들고 있지 않
는가이다. 만일 그렇다면 리더 역시 자기도 모르는 큰
손해를 각오해야만 한다. 폴로어들이 소위 말하는 놀거
나 편하게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리더들께 특히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다.
직원들을 무작정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 리더가 무
엇을 해줘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쉽다. 둘째, 선물이든 인
센티브든 무언가를 주기 전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바쁜
상태에서 그걸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라. 편안한 상태
에서 받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제는 굳이 그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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