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과신해 무리하게 확장… 복잡성 관리 실패하며 리콜 대수 급증" 
[일본기업 실패 연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일본전문가인 김현철(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요타를 비롯해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 등 일본 기업의 실패 
요인으로 '복잡성(불확실성) 관리 실패'를 꼽았다. 이들 업체들이 성공을 과신해 제품, 생산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확장
하면서 복잡성이 증폭됐고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도요타는 2000년대까지 생산량을 400만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2008년부터 800만대로 급격히 늘렸고 관리역
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수가 결국 1년 생산량만큼 늘어나게 된 것. 여기에 일본 기업의 리더십 부
재도 실패의 주 요인이 됐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기업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등을 모
두 기업에 떠넘기면서 기업의 부담은 커졌다는 것. 포퓰리즘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무능함이 결국 기업들의 신흥국 진
출의 원인이 됐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일본기업의 실패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 재벌들이 계열사를 확
장하면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 복잡성 관리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
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용 등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면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일본이 겪는 어려움을 따
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기업의 침체는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경제 자체가 성숙화 되어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 그
는 "일본에서도 이를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론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본 자체가 극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기업 경영진들 역시 변화를 추구할 의욕도 권한도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통한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만큼 급격
히 망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서 <한국의 황제경영 vs 일본의 주군경영>을 일본에서 먼저 출판해 도요타에서 대량 구매했으며, 이달 
초에는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실패 원인'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로 일본 경영 분석에 손꼽히는 전문가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페이지 1 / 1한국아이닷컴 프린트 서비스

2012-02-21http://news.hankooki.com/service/print/Print.php?po=news.hankooki.com/lpage/ec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