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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신뢰는 돈이다돈이다

투명성이투명성이 떨어지는떨어지는 기업기업은은 투자자들의투자자들의 신뢰를신뢰를 잃게잃게 되되
고고, , 자본자본 시장에서시장에서 더더 이상이상 살아남을살아남을 수수 없다없다..

20012001년년 1212월월 주식주식 시가시가 총액이총액이 수백억수백억 달러에달러에 이르는이르는

미국의미국의 거대거대 에너지에너지 기업기업 엔론의엔론의 몰락몰락
911911테러가테러가 세계세계 정치를정치를 뒤흔들어뒤흔들어 놓았다면놓았다면 엔론의엔론의 몰락은몰락은

세계세계 자본자본 시장을시장을 뒤바꾸어뒤바꾸어 놓았다놓았다. . 
엔론의엔론의 몰락은몰락은 기업기업 경영경영 투명성의투명성의 부실이부실이 낳은낳은 결과결과 였다였다. . 
거대거대 기업도기업도 투자자들이투자자들이 외면하면외면하면 하루아침에하루아침에 몰락하고몰락하고 마는마는 것이다것이다..

자본주의자본주의 체제체제 이후이후 지금처럼지금처럼 주식시장에서주식시장에서 기업의기업의 투명성이나투명성이나 투투
자자자자 신뢰가신뢰가 즉각적으로즉각적으로 기업의기업의 시장시장 가치와가치와 직결직결 되는되는 상황은상황은 없없
었다었다. . 

신뢰가신뢰가 곧바로곧바로 어마어마한어마어마한 금액의금액의

돈으로돈으로 환산되는환산되는 시대가시대가 된된 것이다것이다..

http://www.simplicityhosting.com/images/money.jpg
http://www.loc.gov/exhibits/images/911-image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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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신뢰의 위기위기

최근최근 SKSK글로벌글로벌 분식분식 회계회계 사건은사건은 한국의한국의 신뢰에신뢰에 위기를위기를
불러왔다불러왔다. . 
이번이번 사건으로사건으로 간판급간판급 재벌재벌 총수가총수가 구속되었다구속되었다. . 
수많은수많은 투자자들이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빈털터리가 되었다되었다..
자본자본 시장에시장에 대한대한 불신의불신의 뿌리가뿌리가 한층한층 깊어졌다깊어졌다. . 

경영경영 투명성이투명성이 자본시장의자본시장의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화두가화두가 되고되고 있다있다..
투자자들은투자자들은 어떤어떤 기업의기업의 부실부실 처리가처리가 있다는있다는

소문만소문만 들려도들려도 그그 기업의기업의 주식을주식을 무조건무조건 내던졌다내던졌다. . 
우리우리 나라에서도나라에서도 SKSK글로벌글로벌 사건사건 후후 회계회계 처리에처리에 문제가문제가 있는있는 것것
으로으로 알려진알려진 몇몇몇몇 대기업들의대기업들의 주가가주가가 급락하는급락하는 사태가사태가 벌어졌다벌어졌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irislink.com/graphics/tables/company/stock.gif&imgrefurl=http://www.irislink.com/group/company/uk/financial_reports/stock_exchange/&h=214&w=290&prev=/images%3Fq%3Dstock%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youngbiz.com/images/stock-market.jpg&imgrefurl=http://www.youngbiz.com/YB_SummerCamp.htm&h=163&w=209&prev=/images%3Fq%3Dstock%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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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신뢰의 위기위기

엔론의엔론의 몰락이나몰락이나 SKSK글로벌글로벌 분식회계분식회계 사건사건
작게작게 보면보면 한한 기업의기업의 실패한실패한 성장성장 전략과전략과 경영자의경영자의 부정부정 행위에서행위에서 원인을원인을
찾는다찾는다..
크게크게 보면보면 부정과부정과 비리가비리가 자라도록자라도록 한한 제도의제도의 허점과허점과 가치의가치의 혼란혼란을을 발견발견
하게하게 된다된다..
가장가장 먼저먼저 눈에눈에 띄는띄는 제도적제도적 허점은허점은 기업기업 회계회계 시스템이다시스템이다. . 

회계회계 감사감사 제도에제도에 그만큼그만큼 커다란커다란 구멍이구멍이 뚫려뚫려 있었기있었기 때문에때문에 문제의문제의 기업들이기업들이 부실을부실을 감추고감추고 실적을실적을 부풀릴부풀릴 수수 있있
었다었다. . 
회계회계 법인들이법인들이 오히려오히려 기업과기업과 유착하는유착하는 모습을모습을 보였다보였다

경영경영 투명성을투명성을 높이고높이고 투자자투자자 신뢰를신뢰를 얻기얻기 위해위해 독립적인독립적인 인사를인사를 이이
사로사로 선임하거나선임하거나 투자자들에게투자자들에게 기업의기업의 실상을실상을 충실히충실히 알리기알리기 위한위한 홍홍
보활동을보활동을 강화하는강화하는 기업들이기업들이 늘고늘고 있고있고 소액소액 주주들의주주들의 목소리를목소리를 반영반영
하기하기 위해위해 집중집중 투표제를투표제를 도입하는도입하는 회사도회사도 있다있다. . 

신뢰를신뢰를 쌓기쌓기 위한위한 노력의노력의 진실성은진실성은 시장에서시장에서
엄정한엄정한 평가를평가를 받게받게 되며되며, , 투명성이투명성이 부족하다는부족하다는
평가를평가를 받은받은 기업에기업에 대한대한 투자자들의투자자들의 ‘‘처벌처벌’’은은

갈갈 수록수록 냉혹해냉혹해 지고지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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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신뢰의 위기위기

엔론의엔론의 몰락이나몰락이나 SKSK글로벌글로벌 분식회계분식회계 사건사건
작게작게 보면보면 기업의기업의 실패한실패한 성장성장 전략과전략과 경영자의경영자의 부정부정 행위행위가가 원인원인

크게크게 보면보면 부정과부정과 비리가비리가 자라도록자라도록 한한 제도의제도의 허점과허점과 가치의가치의 혼란혼란
가장가장 먼저먼저 눈에눈에 띄는띄는 제도적제도적 허점은허점은 기업기업 회계회계 시스템이다시스템이다. . 

경영경영 투명성을투명성을 높이고높이고 투자자투자자 신뢰를신뢰를 얻기얻기 위해위해 기업들은기업들은
여러가지여러가지 방법으로방법으로 부단히부단히 노력노력하고하고 있다있다..

신뢰를신뢰를 쌓기쌓기 위한위한 기업기업 노력의노력의 진실성은진실성은 시장에서시장에서

엄정한엄정한 평가평가를를 받게받게 되며되며, , 투명성이투명성이 부족하다는부족하다는

평가를평가를 받은받은 기업에기업에 대한대한

투자자들의투자자들의 ‘‘처벌처벌’’은은
갈갈 수록수록 냉혹냉혹해해 지고지고 있다있다..

http://www.allworldknowledge.com/stock-markets/tokyo-stock-marke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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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신뢰신뢰 경영인가경영인가

신뢰의신뢰의 위기는위기는 단지단지 몇몇몇몇 기업들만의기업들만의 문제가문제가 아니라는아니라는 인식에서인식에서 출발출발
해해 자본시장의자본시장의 밑바탕까지밑바탕까지 흔들흔들 수수 있다있다..
신뢰의신뢰의 위기는위기는 경영진과경영진과 대주주대주주, , 협력업체협력업체, , 소액소액 투자자들투자자들, , 채권채권 금융기관금융기관
과과 예금자들예금자들 까지까지 크고크고 작은작은 피해를피해를 입는다입는다..

이이 교육은교육은 기업기업 경영자나경영자나 정책정책 당국자뿐만당국자뿐만
아니라아니라 자본자본 시장에시장에 참여하는참여하는

모든모든 투자자들에게투자자들에게
‘‘신뢰가신뢰가 곧곧 돈돈’’

이라는이라는 화두를화두를 던져줄던져줄 것이다것이다..

http://www.karber.net/vgoff/money.gif
http://www.alternativeinsight.com/images/Image16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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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선진국의 신뢰신뢰 경영의경영의 교훈교훈

이이 교육은교육은 마이크로마이크로 소프트소프트, , 존슨앤존슨앤 존슨존슨, , 델델,, UPSUPS, , AIGAIG, , 
바스프바스프, , 아우디아우디, , 소니소니, , 도요타도요타, , 화이저화이저,, BPBP, , GEGE등등 1212개개
글로벌글로벌 기업들의기업들의 신뢰신뢰 경영경영 사례를사례를 소개한다소개한다..

선진선진 기업들의기업들의 신뢰신뢰 경영경영 사례에서사례에서 공통적으로공통적으로 발견할발견할 수수
있는있는 교훈교훈

대주주나대주주나 최고최고 경영진을경영진을 비롯한비롯한 특정인의특정인의 사욕보다는사욕보다는

투자자와투자자와 종업원종업원,,지역지역 사회를사회를 비롯한비롯한

수많은수많은 이해이해 관계자들의관계자들의 믿음을믿음을

저버리지저버리지 않는않는 길길, , 눈앞의눈앞의 이익보다는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기업과기업과 이해이해 관계자들이관계자들이

함께함께 발전할발전할 수수 있는있는 길을길을 찾는찾는 것것이이 신뢰신뢰 경영의경영의 요체이다요체이다..

http://www.amcis-inc.com/images/content/psd/handshak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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