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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ny.co.jp/SonyInfo/CorporateInfo/Berlin/project/index-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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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ld.sony.com/News/Press/200011/00-057E2/image/photo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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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pax.com/prototypes/sony/muziekte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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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Sony
꿈을꿈을 주고주고
신뢰를신뢰를 얻는다얻는다

““소니소니 경영의경영의 최종최종 목표는목표는

주주를주주를 위한위한 가치가치 창조이다창조이다..””
이데이이데이 노부유키노부유키 소니소니 회장회장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inidisc.org/dei2.jpg&imgrefurl=http://www.minidisc.org/review_nikkei_sony.html&h=287&w=236&prev=/images%3Fq%3Dsony%2Bcompany%26start%3D120%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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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Sony
일본의일본의 패전패전 직후인직후인 19451945년년 1010월월,, 고고((攷攷))이부카이부카 마사루마사루 회장회장이이 ‘‘도쿄도쿄 통통
신신 연구소연구소’’라는라는 간판을간판을 걸고걸고 라디오라디오 수리를수리를 시작한시작한 것이것이 소니의소니의 시초시초

4646년년 55월월 이부카이부카 회장은회장은 해군서해군서 같이같이 근무한근무한 아키오아키오 회장회장과과 함께함께 1919만만
엔의엔의 자본금과자본금과 2020여여 명의명의 사원사원으로으로 벤처벤처 회사인회사인 ‘‘도쿄도쿄 통신통신 공업공업’’을을 설립설립, , 
본격적인본격적인 사업을사업을 시작한다시작한다. . 

5353년년 소니는소니는 일본의일본의 울타리를울타리를 넘어넘어 미국에미국에 트랜지트랜지

스터스터 공장을공장을 세우는세우는 등등 일찌감치일찌감치 세계시장으로세계시장으로 눈을눈을

돌렸다돌렸다..
19951995년년 이데이이데이 노부유키노부유키 사장사장 취임으로취임으로

제제 22의의 창업에창업에 시동시동을을 겄었다겄었다..
소니는소니는 현재현재 150150여여 개국에개국에 1717만여만여 명에명에 이르는이르는 직원직원을을 거느리고거느리고 있다있다..
19901990년에는년에는 소니소니 코리아를코리아를 설립설립했다했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daiwa.com/images/world-map.gif&imgrefurl=http://www.daiwa.com/&h=165&w=280&prev=/images%3Fq%3Dworld%2Bmap%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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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sony
Headquarters 

6-7-35 Kita-Shinagawa-ku, 
Tokyo, Japan

Established 
May 7, 1946

Employees
161,100(As of March 31, 2003) in 150 
countries

Sales and Operating Revenue
Yen 7,473.6 billion (Year ended March 31, 
2003)

SONY Group은 8개의 주요조직 단위로 구성되며, 이
들은 4개의 Network 회사, 3개의 Business Group
과 SONY Ericsson Mobil Communications로 조
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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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R & D Laboratories Global Hub Managemen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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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사의소니사의 핵심교훈핵심교훈
슈퍼스타에 의한 경영에서

팀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한다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대를 만
들어 가는 회사

소니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도구
사용하고 나서 즐거워지는 제품을 만든다

공격적인 기업경영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의 환경보호는 기업
의 당연한 책무

http://www.phillipsway.com/teamwork.jpg
http://www.fudan.edu.cn/cohospital/img/run.jpg
http://www.jouglimlag.co.za/images/foto's/smil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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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소니 기업이념기업이념
Environment Management
하나밖에 없는 지구, SONY는 환경경영으로 지킨다.
기업활동의 전 영역에서 환경고려
SONY 환경기본방침 제정(1993)
Green Management 2005 –
전 세계 4000개 협력사 환경감사

High Quality
전문제품에서 더 뛰어난 명성, Top Brand SONY .      
Notebook PC, Digital Camera, Digital Video Camera, M/S Work 
Man
세계최고 수준의 Digital 방송장비

Advanced Technology
생활 속에 즐거움을 주는 SONY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미리 예측개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든다(창조성)
Ubiquitos (언제 어디서나)사회구상- 모든 전자제품과 단말기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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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정신
변신을 위해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는다

절대로 모방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상품으로

SONY 팬을 만든다

http://www.nexussearch.co.uk/images/businessma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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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꿈을 판다판다
제품에제품에 꿈과꿈과 신뢰를신뢰를 불어불어 넣는넣는 작업작업이이

바로바로 소니의소니의 신뢰신뢰 경영경영 이다이다. . 
소니의소니의 CS( CS( 고객고객 만족만족) ) 헌장헌장
소니는소니는 브로드밴드브로드밴드 시대에시대에 있어서있어서 세계의세계의 고객에게고객에게 친근하고친근하고 신신

뢰뢰 받은받은 파트너파트너임을임을 지향지향한다한다

이이 헌장에헌장에 눈에눈에 띄는띄는 두두 단어는단어는 신뢰와신뢰와 꿈꿈이다이다..

고객과의고객과의 신뢰신뢰

꿈이꿈이 있는있는 상품상품

꿈의꿈의 커뮤니티커뮤니티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geo.cornell.edu/geology/classes/hawaii/photos/sunrise.jpg&imgrefurl=http://www.geo.cornell.edu/geology/classes/hawaii/photos/photos_2002.html&h=1028&w=1416&prev=/images%3Fq%3Dsunrise%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bsa.org/security/images/trust.gif&imgrefurl=http://www.bsa.org/security/&h=193&w=349&prev=/images%3Fq%3Dtrust%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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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브로드 밴드밴드 솔루션솔루션 네크워크네크워크 컴퍼니의컴퍼니의 다무라다무라 신고신고 총괄부장이총괄부장이 소니가소니가
개발한개발한 로봇을로봇을 쳐다보고쳐다보고 있다있다. . 워크맨워크맨, , 베가베가, , 플레이스테이션을플레이스테이션을 비롯한비롯한

소니의소니의 제품은제품은 소비자의소비자의 꿈을꿈을 실현시켜왔다는실현시켜왔다는 평을평을 듣는다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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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꿈이 있는있는 상품으로상품으로
소니소니 팬을팬을 만든다만든다..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으로 고객에게 만족감 선사

SONY의 창조성으로 세계최고의
시장 점유율 차지

SONY의 히트상품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아낌없는 투자

미래를 설계하는경영자의 Vision
세계를 고객으로 하는 Marketing
직원들의 도전정신의 결과이다

“제 2의 혁명” : 1990년대 후반부터 “유비쿼터스
(Ubiquitos)사회”로 진입시도

“언제 어디서나” 란 뜻으로 모든 전자제품과 단말기를 연결하고 여
기에 정보와 컨텐츠를 흘려보내는 의미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megapromoter.com/customer.jpg&imgrefurl=http://www.megapromoter.com/faq.php&h=254&w=230&prev=/images%3Fq%3Dcustomer%2B%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G
http://www.askbjoernhansen.com/archives/2002/10/autofocus_dafoe-thumb.jpg


Friday, April 29, 2005 page 18 ⓒ2003, CVIKorea

SonySony이름의이름의 유래유래
소리를소리를 의미하는의미하는 SOUNDSOUND와와
SONICSONIC의의 어원인어원인 라틴어의라틴어의
SONUSSONUS에다에다 귀여운귀여운 소년이란소년이란 의미의미
의의 SONNYSONNY를를 합쳐합쳐 만든만든 이름이름이다이다..

http://www.sony.com/hitbox/goto-header-home.shtml


Friday, April 29, 2005 page 19 ⓒ2003, CVIKorea

Ratings 
< As of June 25, 2003>
Raring AgencyRaring Agency RatingRating

Standard & Poor'sStandard & Poor's A+A+
Moody'sMoody's A1A1

Rating and Rating and 
Investment Investment 

Information, Inc.Information, Inc.
AAAA

* * Ratings above are Sony's longRatings above are Sony's long--term debt ratings.term debt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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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ble Bonds < As of October 31, 2002>

NameName Date of Date of 
issueissue

Total Total 
amount of amount of 

issueissue

Conversion Conversion 
priceprice

Outstanding Outstanding 
balance balance 

PercentaPercenta
ge of ge of 
bonds bonds 

converteconverte
dd

The third series The third series 
unsecured 1.4% unsecured 1.4%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due 2003due 2003

April 20,April 20,
19881988

¥¥ 92,000 92,000 
millionmillion

¥¥ 2,707.802,707.80 ¥¥ 8,1308,130
millionmillion 91.2 %91.2 %

The fourth series The fourth series 
unsecured 1.4% unsecured 1.4%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due 2005due 2005

FeburuaryFeburuary
14, 199014, 1990

¥¥ 300,000 300,000 
millionmillion

¥¥ 3,995.503,995.50 ¥¥ 287,776 287,776 
millionmillion 4.1 %4.1 %

U.S. Dollar U.S. Dollar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due 2010due 2010

April 17, April 17, 
20002000

U.S.$ 57,331 U.S.$ 57,331 
thousandthousand

¥¥ 13,220.0013,220.00 U.S.$ 55,130 U.S.$ 55,130 
thousandthousand 0 %0 %

U.S. Dollar U.S. Dollar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due 2011due 2011

April 16, April 16, 
20012001

U.S.$ 77,056 U.S.$ 77,056 
thousandthousand

¥¥ 8,814.008,814.00 U.S.$ 72,181 U.S.$ 72,181 
thousandthousand 0 %0 %

U.S. Dollar U.S. Dollar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due 2006due 2006

December December 
17, 200117, 2001

U.S.$ 57,307 U.S.$ 57,307 
thousandthousand

¥¥ 5,952.235,952.23 U.S.$ 57,221 U.S.$ 57,221 
thousandthousand 0 %0 %

U.S. Dollar U.S. Dollar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bonds 
due 2012due 2012

April 15, April 15, 
20022002

U.S.$ 67,297U.S.$ 67,297
thousandthousand

¥¥ 6,931.006,931.00 U.S.$ 63,914U.S.$ 63,914
thousandthousand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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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Name Date of Date of 
issueissue

Total Total 
amount of amount of 

issueissue

OutstandiOutstandi
ng balanceng balance

The 6.125% U.S. Dollar The 6.125% U.S. Dollar 
bonds due 2003 bonds due 2003 

March 4,March 4,
19981998

U.S.$ 1,50U.S.$ 1,50
00

millionmillion

U.S.$ 1,50U.S.$ 1,50
00

millionmillion
The eighth series The eighth series 
unsecured 1.42% bonds unsecured 1.42% bonds 
due 2005due 2005

September September 
13, 200013, 2000

¥¥ 100,000100,000
millionmillion

¥¥ 100,000100,000
millionmillion

The ninth series unsecured The ninth series unsecured 
2.04% bonds due 20102.04% bonds due 2010

September September 
13, 200013, 2000

¥¥ 50,00050,000
millionmillion

¥¥ 50,00050,000
millionmillion

The eleventh series The eleventh series 
unsecured 0.64% bonds unsecured 0.64% bonds 
due 2006due 2006

September September 
17, 200117, 2001

¥¥ 100,000100,000
millionmillion

¥¥ 100,000100,000
millionmillion

The twelfth series The twelfth series 
unsecured 1.52% bonds unsecured 1.52% bonds 
due 2011due 2011

September September 
17, 200117, 2001

¥¥ 50,00050,000
millionmillion

¥¥ 50,00050,000
millionmillion

Straight BondsStraight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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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는소니는 어째서어째서
좋은좋은 평가를평가를 받고받고 있는가있는가

1. 1. 캠페인캠페인 제도제도 유사유사 스톡스톡 옵션옵션 제도제도
이사임원의이사임원의 대폭대폭 감소감소. . 이사제이사제 적극등용적극등용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제도 소니의소니의 경영관리경영관리 개혁의개혁의 일본열도일본열도 확산확산

2. 2. 주식시장을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이끌어가는 소니소니
주가를주가를 의식히는의식히는 경영자경영자

3. 3. 디자인디자인 마인데드마인데드 캠퍼니캠퍼니

((우선은우선은 디자인이다디자인이다))
고정적인고정적인 펜을펜을 만들자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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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끊임없이 계속되는계속되는 기업기업 혁신혁신

양륜양륜 경영에서경영에서 융합경영으로융합경영으로

자기비용으로자기비용으로 반도체반도체 기술연마기술연마

음악업계는음악업계는 패키지패키지 비즈니스에서비즈니스에서

넷전송비지니스넷전송비지니스로로 바꾸다바꾸다

생명보험생명보험 / / 손해보험손해보험

환경보호환경보호는는 기업의기업의 당연한당연한 책무책무

소니의소니의 기술로기술로 환경보호에환경보호에 공헌하다공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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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소니의 단기단기 사업사업 전략전략

조립

부품반도체

Global Hub
(본사경영전략)

Electronics 
Headquarter

(전자분야총괄)

Management 
Platform

(회계,법무)

경영형태의변화생산형태의변화

SONY EMCS(Engineering Manufacturing 
Customer Service)의추진
(급격한기업환경의변화, 짧아지는제품 Life-
Cyc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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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소니의 장기장기 사업사업 전략전략
e-SONY로의변혁

7 Eleven-Japan + SONY => 금융사업확대

Digital 다채널위성방송서비스

The New Cooperation Ltd. 설립
(J-Sky B:디지털다채널위성방송)AV + 방송

CS – Digital 방송사업

통신을이용한 국제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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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s Sonys Sony
소니브랜드의소니브랜드의 신뢰를신뢰를 지키는지키는 것것이이 소니소니 신뢰신뢰 경영경영

의의 요체이다요체이다..
소니의소니의 브랜드브랜드 가치는가치는 140140억억 달라달라
소니보다소니보다 덩치가덩치가 큰큰 마쓰시타마쓰시타 전기의전기의 55배배 이다이다..

ItIt’’s Sonys Sony는는 소니소니 자신감의자신감의 표현표현
소니의소니의 광고카피로서광고카피로서 소니에서소니에서 만들었다는만들었다는 것것 이외에이외에 더더 이상의이상의 설명은설명은 필필

요요 없다는없다는 자신감의자신감의 표현이다표현이다..

이이 같은같은 자신감은자신감은 소니소니 브랜드에브랜드에 대한대한

고객의고객의 높은높은 신뢰에신뢰에 바탕바탕을을 둔둔 것이다것이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interneteraser.com/webmasters/images/money.gif&imgrefurl=http://www.interneteraser.com/webmasters/&h=400&w=247&prev=/images%3Fq%3Dmoney%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www.sony.com/hitbox/goto-header-hom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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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세계최초 소니소니
소니의소니의 가전가전 제품에는제품에는 늘늘 ‘‘세계최초세계최초’’라는라는 수식어수식어
가가 붙어붙어 있다있다. . 
카세트카세트 테이프테이프 레코더레코더(1950),(1950),
트랜지스터트랜지스터 라디오라디오(1995(1995년년), ), 
트랜지스터트랜지스터 텔레비전텔레비전(1960(1960년년),),
워크맨워크맨(1979), CD(1979), CD플레이어플레이어(1982),(1982),
88밀리밀리 VTR(1985VTR(1985년년))……
당시당시 세상에세상에 없던없던 소니의소니의 창조품들이다창조품들이다. . 

소니의소니의 역사는역사는

세계세계 가전가전 역사이다역사이다..

http://www.media-tipps.de/htms/kaufberatung/mp3vsminidisk/images/cd-player.jpg
http://www.discovery.panasonic.co.jp/lab/lab01tv/images/tv1960.jpg
http://www.nippon-aleph.co.jp/images/vt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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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세상에 없는없는 제품을제품을 만든다만든다
창업창업 이래이래 끊임끊임 없는없는 기술기술 개발개발로로 세상을세상을

놀라게놀라게 하는하는 히트히트 상품을상품을 내놓은내놓은 ‘‘소니소니 신화신화’’
일본의일본의 한한 언론의언론의 보고보고

““소니의소니의 진정한진정한 모습은모습은 소비자의소비자의 기대를기대를

넘는넘는 독창적인독창적인 제품을제품을 만들어만들어 내는내는 것것””
소니소니 히트히트 상품의상품의 이유이유

끊임없는끊임없는 기술기술 개발과개발과 이를이를 위한위한 아낌없는아낌없는 투자투자

미래를미래를 설계하는설계하는 경영자의경영자의 비전비전

세계를세계를 고객으로고객으로 하는하는 마케팅마케팅

종업원들의종업원들의 도전정신도전정신이이 어우러진어우러진 결과이다결과이다..

세계의세계의 많은많은 고객들은고객들은 ‘‘소니소니 팬팬’’이이 되어버렸다되어버렸다..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ap.3com.com/promotions/awards/korea_award_logo.jpg&imgrefurl=http://ap.3com.com/promotions/awards/&h=178&w=146&prev=/images%3Fq%3Dhit%2Bproduct%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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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소니의 노하우노하우
국제국제 경쟁력경쟁력

기업은기업은 국제감각을국제감각을 지녀야지녀야 하며하며 국제적국제적 교섭을교섭을

능숙하게능숙하게 할할 줄줄 아는아는 정치가정치가 경제체제경제체제 확립이확립이 중요하다중요하다

IBMIBM으로부터으로부터 무엇을무엇을 배웠는가배웠는가

해외의해외의 자회사는자회사는 모두모두 100%100%지배주의지배주의 택할것택할것

자회사의자회사의 경영은경영은 현지주의를현지주의를 택할택할 것것

집중생산집중생산 방식방식을을 택할택할 것것

해외해외 자회사들끼리자회사들끼리 서로서로 경쟁경쟁 원리원리 적용시스템적용시스템
19901990년대년대 경영감각경영감각

이이 이상의이상의 기술발전을기술발전을 원치원치 않는다않는다 라는라는 말은말은 있을있을 수수 없다없다

소니는소니는 어떻게어떻게 다를까다를까

기능기능 발휘하는발휘하는 장소장소 제공제공

사원은사원은 자기자기 희망에희망에 따라따라 일을일을 바꿀수바꿀수 있다있다

세계무대에서세계무대에서 신용얻기신용얻기 위한위한 연결결산연결결산 방식방식

http://www.bpg.com.br/bpg/e-commerce/intro_produtos.php
http://www.suryaglobal.com/gifs/world-ma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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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가 주목 받는 이유
경영의 세계적 표준화

세계시장에서 일본적 문화를 반영한 상
품 (Workman, Play-Station)성공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단행

Internet을 포함한
Network 전략을 중시

http://www.bti-worldwide.com/images/bti05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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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의 강점
앞선기술력

매출의 10%를 R & D에 투자
참신한 Design
저 비용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익을 유지한

다

CD Player 와 Workman등 창업세대가 내놓
은 시장 창출형 상품이 세계적으로 Top을 유지
가정용 게임기 “Play-Station”과 관련 Software
가 새계 적인 Top유지
경영자들의 미래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과 비전
공유

http://www.bpg.com.br/bpg/e-commerce/intro_assinatura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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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의 약점
1999년 3월 부터 수익 급감
엔고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와

국제적 가격경쟁에 의한 수익 악화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재고
를 줄이기 위한 생산 조정에 따른 원
가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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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의 불황 타개책은
선택과 집중

성장분야는 더 공격적인 투자
Internet과 통신분야의 집중육성
지속적인 적자 사업분야는 과감히

정리
(28개 적자사업 정리)

http://www.gwnewscenter.org/newscenter/1112/strategy.jpg
http://www.emountain.net/emntimages/strateg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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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는소니는 일본일본 기업이기업이 아니다아니다
일본일본 대기업들의대기업들의 눈에눈에 소니는소니는 ‘‘이단아이단아’’였다였다..
설비자금을설비자금을 은행에은행에 의존않고의존않고 사업사업 확대확대 과정에서과정에서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자본자본 시장에시장에

서서 자금을자금을 끌어끌어 모았다모았다..
19611961년년 일본일본 처음으로처음으로 연결연결 결산제도를결산제도를 도입도입

20012001년년 66월월 일본선일본선 이례적으로이례적으로 주주주주 총회에서총회에서 임원들의임원들의 보수보수 총액을총액을 공개공개

했다했다..
20022002년년 11월월 일본선일본선 기피해오던기피해오던 미국식미국식 지배구조로지배구조로 전환전환

전문가전문가 들은들은 이이 같은같은 결정이결정이 새새 시대를시대를 열기열기 위한위한 진정한진정한 용기용기라고라고 높이높이 평가평가

생생한생생한 시장의시장의 목소리를목소리를 듣기듣기 위해서위해서 경영진들은경영진들은 해외를해외를 방문해방문해 외국인외국인 투투

자자나자자나 증권증권 분석가들과분석가들과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만나고만나고 있다있다..

일본일본 기업들의기업들의 경영방침이경영방침이 아닌아닌

세계적인세계적인 시야를시야를 가지고가지고 행동하는행동하는 소니소니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env.duke.edu/esp/graphics/earth.jpg&imgrefurl=http://www.env.duke.edu/esp/&h=283&w=283&prev=/images%3Fq%3Dearth%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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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경영자의 비전이비전이 신뢰로신뢰로 이어진다이어진다

천재천재 경영자들의경영자들의 미래에미래에 대한대한 비전비전이이

소니를소니를 이끌어이끌어 왔다왔다..
글로벌글로벌 시대를시대를 내다보고내다보고 사명을사명을 SONYSONY로로 바꾼바꾼 아키오아키오 전전 회장회장

비연속성의비연속성의 개혁을개혁을 외치며외치며 제제22의의 부흥기를부흥기를 이끈이끈 이데이이데이 노부유키노부유키
회장회장

플레이플레이 스테이션의스테이션의 아버지인아버지인 구타라기구타라기 겐겐 소니소니 사장사장

이들이이들이 품은품은 미래의미래의 꿈들이꿈들이 트랜지스터를트랜지스터를, , 워크맨을워크맨을, , 플레이플레이
스테이션을스테이션을 탄생시켰다탄생시켰다..
이데이이데이 회장회장

““소니는소니는 시대의시대의 변화와변화와 싸우고싸우고 있다있다””
경영자는경영자는 새로운새로운 물결을물결을 예측하고예측하고
그에그에 대한대한 비전과비전과 전략전략을을 내내 놓아야놓아야 한다한다

http://in.yimg.com/xp/afp/20021028/021028123427.jmeofllu0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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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스타 경영자경영자 이데이이데이
사장취임직후사장취임직후 이데이이데이 사장은사장은
제제22창업과창업과 디지털디지털 드림키드드림키드
( ( 디지털세상을디지털세상을 추구하는추구하는 사람사람))
를를 경영방침으로경영방침으로 정했다정했다..
19981998년년 이데이이데이 사장은사장은 미국타임즈미국타임즈 및및
비지니스위크지에비지니스위크지에 2121세기세기 일본을일본을 이끌이끌
어어 갈갈 경영자경영자 선정선정
일본경제의일본경제의 고질적고질적 폐쇠감의폐쇠감의 선구자선구자 역할의역할의
경영자이다경영자이다..

이들의이들의 공통점은공통점은 빠른빠른

결단력과결단력과 강한강한 리더쉽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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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경영자가 분명한분명한
비전을비전을 제시한다제시한다

Vision을 제시하고 SONY를 이끈 경영자들
직원들의 개척정신을 일깨운 이부카 마사루 창
업 주

회사명을 “SONY”로 바꾼 모리타 아키오
비 연속성의개혁, 제 2 부흥기 이데이 노부유키

“SONY는 시대의 변화와 싸우고 있다”, “경영자는 새
로운 물결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Vision과 전략을 내
놓아야 한다”
Green Management(녹색경영 환경Vision의 일
환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하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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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경영자의 우수성우수성 통해통해
고객고객 신뢰확보신뢰확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하여 집행과
감독의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
일반주주 들에게 회사경영의

모든 것을 공개 함

http://www.hocweb.org/images/Businessmen.jpg


Friday, April 29, 2005 page 39 ⓒ2003, CVIKorea

세계세계 일류일류 CEOCEO와와 비전비전 공유공유
업계를 움직이는 세계 경영자들과 만
나 그들의 파장을 느끼고, 동시에
SONY의 파장을 발산함으로써
SONY의 독자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데이 회장)

http://www.aecsoft-cy.com/menu_images/businessm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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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지털 경영경영
창업 50년의 연륜으로 1인독주
1998년 3월 결산 전년에 비해 9.3%증가 약 6조 8천억원
최고치를최고치를 기록했던기록했던 9898년년 33월월 결산표결산표

연결매상고 및 영업
수익(단위:10억엔)

94     95     96     97     98     99年3月

3,744
3,991

4,593

5,663

6,755
6,794

연결당기순이익(손실)

(단위:10억엔)

15

-293

54

139

22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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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전세계 4,0004,000개개 거래처에거래처에
대한대한 환경환경 감사감사

소니에는소니에는 ‘‘환경환경 비전비전’’이이 있다있다..
지역지역 사회에사회에 대한대한 신뢰를신뢰를 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하여위하여 환경에환경에 대한대한 부담을부담을
최소화하는최소화하는 경영을경영을 회사주요회사주요 과제로과제로 선정한다선정한다..

소니의소니의 환경환경 비전비전 노력노력

환경부하의환경부하의 명확한명확한 목표목표 수치의수치의 규정규정

전세계전세계 1717만만 사원사원 개개인이개개인이 환경환경 중시중시 경영에경영에 참여참여

20022002년년 말말 전세계전세계 4,0004,000개개 거래처를거래처를 대상으로대상으로 환경환경
감사를감사를 실시실시

20032003년년 ‘‘그린그린 파트너파트너 환경환경 품질품질 인증제인증제’’를를 도입해도입해 인인
증을증을 받지받지 못한못한 기업과는기업과는 거래를거래를 단절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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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누군가 당신의당신의 도움을도움을 기다린다기다린다

Someone Needs You!Someone Needs You!
((앞앞 글자를글자를 따면따면 SONYSONY가가 된다된다))라는라는

사회사회 봉사봉사 활동활동 프로그램프로그램
미국에서미국에서 시작한시작한 이이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20012001년년 세계세계 2020개개
국으로국으로 확대확대 되되 11만만 4,5004,500여여 명의명의 소니소니 사원이사원이 참여참여
해해 자원자원 봉사봉사 활동을활동을 펼치고펼치고 있다있다..

지역지역 사회와의사회와의 관계는관계는 소니의소니의 신뢰경영에도신뢰경영에도 중중

요한요한 위치를위치를 점하고점하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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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입사 원서에원서에 학력학력 기재란이기재란이 없다없다

학력에학력에 대한대한 미련을미련을 가장가장 일찍일찍 떨쳐떨쳐
모든모든 면에서면에서 기회의기회의 균등성균등성 제공하는제공하는 소니소니

소니의소니의 인사제도에는인사제도에는 사내사내 모집모집 제도라는제도라는 것이것이 있다있다..
주요한주요한 회사회사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있을있을 때때 도전하고도전하고 싶은싶은 희망자를희망자를 모집해모집해 사원사원 자자
신이신이 원하는원하는 일을일을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는있는 일종의일종의 사내사내 공모제도공모제도이다이다. . 인사가인사가 결결
정될정될 때까지때까지 직속직속 상사도상사도 알알 수수 없다없다..
종업원의종업원의 도전도전 정신과정신과 의욕을의욕을 이끌어내기이끌어내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유동적인유동적인 인사가인사가 필필
요요하다는하다는 경영진의경영진의 방침에방침에 따른따른 것이다것이다..
재입사는재입사는 물론물론 중도중도 입사까지입사까지 가능한가능한 파격적인파격적인 인사인사 제도도제도도 소니의소니의 독특독특
한한 종업원종업원 우대우대 정책의정책의 하나이다하나이다..

종업원의종업원의 입장에서도입장에서도

신뢰할신뢰할 수수 있는있는 회사회사 ‘‘소니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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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대학소니대학 설립설립

20012001년년 1111월월 소니소니 대학대학 설립설립
그룹의그룹의 인사인사 전략의전략의 일환일환으로서으로서 사내의사내의 차세대차세대 비즈니스비즈니스 리더리더를를
발굴발굴하고하고 육성육성하기하기 위한위한 전문기관이다전문기관이다..

소니소니 유럽유럽 온라인온라인 교육교육 프로프로
사원들이사원들이 시기와시기와 장소에장소에 구애구애 받지받지 않고않고

자신이자신이 원하는원하는 분야를분야를 수강수강할할 수수 있다있다..

미국미국에서는에서는 교육교육 센터센터 개설개설해해
자기자기 계발을계발을 돕고돕고 있다있다..
이데이이데이 회장회장
개인개인 메일을메일을 통해통해 매주매주 2,32,3회회 사원들과사원들과 대화를대화를 주고주고 받으며받으며 사원사원
들의들의 생각을생각을 듣고듣고 자신의자신의 비전을비전을 사원들에게사원들에게 전파한다전파한다. .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hr.pitt.edu/benefits/images/education.gif&imgrefurl=http://www.hr.pitt.edu/benefits/&h=313&w=481&prev=/images%3Fq%3Deducation%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http://humanresources.web.cern.ch/humanresources/external/training/pict/educatio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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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유명한 브랜드와브랜드와 신뢰받는신뢰받는 브랜드브랜드

브랜드브랜드 가치를가치를 높이기높이기 위해서는위해서는
회사회사 경영경영 실적과실적과 제품의제품의 질질이이 바탕이바탕이
되되 있어야있어야 하고하고 경영자경영자의의 비전비전이이 이와이와
합쳐져합쳐져 나오는나오는 제품의제품의 높은높은 품질이품질이
소니소니 브랜드에브랜드에 대한대한 신뢰신뢰를를 일궈왔다일궈왔다..
중요한중요한 최고최고 경영자의경영자의 비전비전
회사회사 CEOCEO가가 회사의회사의 나아갈나아갈 방향을방향을 명확히명확히 제시해야제시해야 하는하는 작업은작업은 소니의소니의 신뢰에신뢰에
큰큰 영향을영향을 준다준다..

소니가소니가 도전하는도전하는 미래상을미래상을 보여준다보여준다..
제품을제품을 상성하는상성하는 쇼룸쇼룸(Showroom)(Showroom)이나이나 소니가소니가 추구하는추구하는 미래미래 세계를세계를 보여주는보여주는
이벤트가이벤트가 많다많다..

소니의소니의 신뢰신뢰 경영은경영은 꿈이꿈이 담긴담긴 창조적인창조적인 상품상품, , 그그 상품을상품을
탄생시키기탄생시키기 위한위한 경영자들의경영자들의 비전비전, , 여기에여기에 고객과의고객과의 거리거리
를를 좁히는좁히는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들이들이 어우러진어우러진 종합종합 예술이다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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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소니 신뢰신뢰 경영경영 키워드키워드
꿈이꿈이 있는있는 상품으로상품으로 ‘‘소니소니 팬팬’’을을 만든다만든다
시대를시대를 앞서가는앞서가는 제품으로제품으로 고객에고객에 만족감만족감 선사선사

경영자가경영자가 분명한분명한 비전을비전을 제시제시
미래미래 세계에세계에 대한대한 고객의고객의 불안감불안감 해소해소

세계세계 일류일류 기업기업 CEO CEO 와와 비전비전 공유공유
경영자의경영자의 우수성을우수성을 통한통한 고객고객 신뢰신뢰 확보확보
회사회사 경영의경영의 모든모든 것을것을 공개한다공개한다..

과감한과감한 선진선진 경영경영 시스템시스템 도입도입
임원임원 보수보수 공개공개, , 미국식미국식 이사회이사회 제도제도

주주주주 총회총회는는 소니소니 경영경영 평가의평가의 토론장토론장

적극적인적극적인 회사회사 실적과실적과 방향방향 홍보홍보
IR IR 활동활동 연연 500500회회, , 예산예산 200200억억 원원 투입투입

종업원에게종업원에게 도전도전 정신과정신과 꿈을꿈을 선사선사한다한다..
‘‘사내사내 모집모집 제도제도’’로로 도전도전 기회기회 제공제공
철저한철저한 성과성과 주의주의

http://nb.nikkeibp.co.jp/eng/Article/1159/11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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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전세계 소니의소니의 경영진이경영진이 한한 자리에자리에 모인모인 글로벌글로벌 최고최고 경영자경영자
회의회의 모습모습. . 소니의소니의 향후향후 전략이전략이 결정되는결정되는 이이 되의되의 장면이장면이 언언

론에론에 공개된공개된 것은것은 단단 한번뿐이다한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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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소니 고객고객 현장현장
항상항상 고객의고객의 목소리에목소리에 귀를귀를 기울인다기울인다..
고품질고품질, , 꿈이꿈이 있는있는 상품상품, , 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제공

사원사원 개개인이개개인이 고객과고객과 신뢰를신뢰를 구축구축한다한다..
고객에게고객에게 만족과만족과 꿈의꿈의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창조창조, , 
선사선사한다한다..
사회에사회에 공헌공헌하고하고 조화를조화를 위한위한

기업기업 활동활동을을 지속지속한다한다..

http://www.soffront.com/CRM/images/customer-portal-pi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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