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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Ⅰ

□ 창업세대 고령화로 경영승계에 대한 관심 크게 증대
○ 한국은 전체기업중 가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3%로 영국
(76%), 호주(75%)에 비해 낮으나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57%)
ꠏ

전세계적으로 이들 가족기업이 각국 GDP대비 45%~8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45%~80% 담당
주요국의 가족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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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각 국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자들에 의해
조사․ 추산한 Data를 기준
2) 한국은 상장 및 코스닥 기업중 가족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97~’02 기준)

○ 최근 국가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창업세대 CEO 고령화
율1)이 10.6%(’93년)에서 15.7%(’04년)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경영
승계가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상
ꠏ

경영승계를 진행중인 기업을 포함해서 5년 이내 승계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49.5%를 차지*

1) 중소기업청, 고령화율 : 중소기업 경영자중 60세 이상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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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실태조사(2007)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속․증여제도를 개선
하는 등 경영승계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
ꠏ

최근 정부는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가업승계 지원
에 필요한 제도를 준비하는 등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국내제도 개선 및 효율적 방안 모색을 위해 해외선진사례 연구
필요성 제기
○ 선진국에서는 가족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오래전부터 연구
○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경영대학원, 가족기업센터를 통해 수십 년
전부터 가족기업의 승계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경영승계에 관한 해외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차세대 경영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함
○ 선진국의 가족기업은 가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업승계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 전략계획, 가족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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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가족기업의 경영승계 사례

□ 해외가족기업의 승계사례는 미국, 홍콩, 호주, 독일, 캐나다 등
5개국의 5개 기업을 선정
○ 각 사례별로 이사회 구성, 승계전략, 가족회의의 역할, 외부전문가 활용
전략 등을 검토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
사례기업 업체 개요
기업명

이사회

Sigma Motion
․이사회
(미국)

Crown
Worldwide
(홍콩)

Dennis
Family
(호주)

Walter Rau
Group
(독일)

T. Eaton Co.
(캐나다)

․이사회
(외부전문가)

승계전략
․경영승계자문단을
구성
․후계자 역할분담

․1년 동안에
잠정기간 설정
(경영승계 수업)

가족회의

․정규적
가족회의

기 타
․가족간에
중재자로서
어머니 역할

․정규적
가족회의

․BSC 경영기법
․이사회
(외부전문가)

․BSC와 연계하여
승계전략 설정

․비정규적
가족모임

활용
․가족기업의
고유가치 창조

․복수이사회
(2개)

․이사회
( 외부전문가
적기영입 실패 )

․중장기 승계

․비정규적

계획이 미흡

가족모임

․후계자 선택을

․상속을 통한
주식균등배분
․전문컨설팅 활용

․계속기업으로

위한 승계계획

존속 못할 이유가

미흡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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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적인 경영승계 사례

Sigma Motion, Inc. 미국

□ 업체개요

업종

베어링, 나사제조업

설립연도

1969(미국, 펜실베니아)

주요제품

스크루, 베어링

매출액

190억($2,000만)

□ 승계계보
○ 제1대
ꠏ

Ron Burton 67세

가족 : 부인 Mary 66세, 아들 Bob 34세, 아들 Michael 32세

○ 제2대

Michael 32세(승계완료)

□ 승계관점
○ 가족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과 중요성
○ 승계전략 수립과 외부경영승계자문단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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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단계
□ 초창기 (1967 ~1975)
○ 1967 : Ron은 고등학교 졸업후 Erie 회사에 입사, 자동차 부품 판매사원
으로 시작하여 전미 최고의 판매 왕으로 선정
○ 1969 : Ron은 The Screw Supply Co.를 설립, 단순 나사 제조는 물론
복잡한 최종단계 공정능력도 보유

□ 성장기 (1975 ~1987)
○ 1975 : 회사 CI를 Sigma Motion, Inc.로 변경후 Acme 제조 설계
○ 1976 :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Jack/Worm Gear Screw 등의 고성능
정밀장치 및 엔지니어링 제품에 총력을 기울임
○ 1987 : 직원 55명의 두개의 공장을 소유

□ 성숙기 (1987 ~ )
○ 1987 : 국내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라인을 확장하고
판매를 증대시키는데 집중함
ꠏ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사업을 개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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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승계현황 및 애로사항
□ 경영승계 현황
○ 창업주는 창업과 동시에 승계를 고민하였고 두 아들이 타사와 자사에
서 경력을 쌓도록 유도
ꠏ

큰 아들 Bob은 ’89년 가족기업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8년 동안 현장
업무 경험
․ Bob는 대학에 가지 않았고 엔지니어링 교육과 외부경험이 부족하였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
․ ’97년 기어 제조 운영책임자를 거쳐 현재 영업부사장으로 재직

ꠏ

작은 아들 Michael은 ’97년 아버지회사에 재무담당 책임자로 입사
․ 입사전 마이클은 경영대학원을 졸업 후 은행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며 쌓은
금융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및 재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
․ ’99년부터 마케팅부의 판매 부사장으로 마케팅을 책임

○ ’98년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사의 재정, 전략 및 경영승계관련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구함
○ ‘07년 창업주는 경영승계관련 가족회의 및 승계자문단의 종합의견
을 수렴후 작은 아들 Michael에게 경영승계
ꠏ

창업주는 재무와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재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역할을 한 작은 아들 Michael에게 경영승계

ꠏ

장남 Bob은 CCO(Chief Communication Officer)로서 가족기업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며 형제간에 시너지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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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이 발생
ꠏ

작은 아들 Michael은 형제간의 경영권 등으로 창업주 Ron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반려)

◎ 경영승계 성공요인
□ 후계자에게 재능이 있는 분야에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시켜
형제간의 보완관계 유지
○ Bob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기계를 작동할 수 있고
노무관련 업무처리가 뛰어남
ꠏ

제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ISO9001을 획득)

ꠏ

고객이 제품을 요구할 때 요구한 날부터 2주내에 신속히 견본을 제조
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등 빠른 서비스를 제공

○ 마이클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며 쌓은 금융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회사에 입사후 재무․마케팅에서 두각
ꠏ

5년간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사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

□ ‘경영승계자문단’의 조언에 따라 승계계획 수립
○ 재정, 전략 및 경영승계 자문단을 구성(’98년)하여 중장기 승계전략
을 수립
ꠏ

자문단에는 창업주와 유대 관계가 있는 몇 명의 CEO, 핵심임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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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이사회 멤버로 구성

○ 승계계획에 따라 상당한 비의결권 주식을 자식들에게 몇 년에 걸쳐
증여

□ 어머니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알력을 해결․조정
○ 두 아들은 경영권, 사업전략, 회사 재무구조, 리스크 관련해서 관점
의 차이로 인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
○ 어머니 메리는 아버지와 아들 Bob, Michael에 중재자, 경청자로서
갈등․알력을 조정

□ 창업주는 위기극복 능력 및 다양한 경험을 한 작은아들에게 경영
승계를 하고 은퇴 후 몇 년간 경영 자문 역할을 수행
○ 론 버턴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 5년간 자문단에서 중재역할을
수행중이고 경영승계를 완료한 상황
ꠏ

경영승계 후 창업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회사의 위기상황 및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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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Crown Worldwide Holdings Ltd. 홍콩

□ 업체개요
업종

국제 물류

설립연도

1965

주요제품

운송

매출액

49억원(520백만불)

□ 승계계보
○ 제1대

Thompson(67세)

ꠏ

가족 : 부인 Sally, 아들 James(1974~), 딸 Jennifer(1968~)

ꠏ

Jennifer는 Stephen Harvey와 결혼 슬하에 3자녀(Michaela 8세,
Andrew 6세, Liam 3세)를 두고 있음

○ 제2대

승계진행

□ 승계관점
○ 가족회의는 가족분쟁을 막는 방안
○ 창업주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시 대책
○ 창업주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가족기업의 이미지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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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단계
□ 초창기 (1965 ~1975)
○ 1965 : James Thompson은 San Jose State Unversity의 항공공학과를
졸업후 일본으로 건너가 자본금 $500의 작은 국제물류운송회사
인 Transport Services International(TSI)을 설립
○ 1970 : Thompson은 미국인 파트너와 50:50 Joint Venture로 합작하여
홍콩으로 영업반경을 확장, 사명을 Crown Pacific으로 변경
○ 1972 : 동남아시아 및 중동으로 영업영역을 확대

□ 성장기 (1975 ~1995)
○ 1978 : Thompson은 $500,000로 미국파트너 주식을 매입하여 100%
주식을 소유
○ 1980 : 재무담당임원(CFO)이 경쟁회사를 설립후 Hong Kong 본사의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 해감으로써 어려움을 겪었음
○ 1985 : 북미와 호주를 포함하여 전세계로 업무확장

□ 성숙기 (1995 ~ )
○ 1995 : 사명을 Crown Worldwide Holdings로 변경
○ 1995 ~ 2007 :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50개 국가에서 영업의 거점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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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승계현황 및 애로사항
□ 경영승계현황
○ 창업주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의 아픈 경험을 하였으며 Sally와 재혼시
가족화목을 가훈으로 설정 등, 가족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함
ꠏ

첫 번째 부인과 2남매가 있고, 현재의 부인 Sally와는 1987년에 결혼하였지만
아들을 낳지 않고 이복자매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분쟁을 방지

ꠏ

현재의 부인 Sally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

○ 후계자인 두 남매가 가족기업 및 타사에서 경력을 쌓도록 유도
ꠏ

아들 James는 대학졸업후 ’97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가족기업과
동종업계의 경쟁회사인 MSL Express Inc(국제물류회사)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았음

ꠏ

’99년에 가족기업에 입사하여 중국과 몽고 지역담당관리자로서 영업
현장의 경험을 거쳐 현재 물류 및 판매 전략을 맡고 있음
․ 아버지 Thompson은 아들과 직원간의 업무차이를 두지 않는 등 조직
화합을 강조
․ 철저한 보고체계(Hierarchy)를 구축 (James →Billy Wong → Ken →
Madrid Thompson)하여 위계질서 확립
․ James는 네덜란드 Amsterdam에서 운영중인 Crown Worldwide 제휴
대학의 ‘Crown University 프로그램’을 이수

ꠏ

Jennifer는 일본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홍콩의 국제학교를 졸업(’86),
미국 Columbia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후 3년간 Shearson Lehman
Brothers의 재무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기업에 입사
․ Jennifer는 ’93년 Crown Worldwide(Toyko, 가족기업)에서 서비스담당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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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Singapore 사무실의 판매관리자, ’97년 미국지역담당관리자, 2000년부터
회사그룹마케팅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
․ ’93년에 가족기업에 입사하여 국제회계관리 도입 등 회사성장에 기여

□ 애로사항
○ '06년 홍콩그룹본사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소개하고 경영승계 문제를 언급
ꠏ

Thompson(67세)은 Jennifer와 James중 누가 회사를 이끌어갈 지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 일시적 갈등을 초래

ꠏ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유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 경영승계의 성공요인 (진행중)
□ 두 남매가 자사 및 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후계자의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 장기간 교육 및 다양한 실무경험을
얻을 수 있게 체계적인 관리

□ 가족간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고 화목을 도모, 가업승계를 향해
순항 중
○ Thompson이 재혼후 가족화합을 위해 현재의 부인과 아들을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증여 등의 갈등을
최소할 의도

□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영입, 능력에 맞게 중역으로 기용하여
가족기업이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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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들이 적극 경영에 참여하고 가족기업의 후계자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수하여 자연스럽게 후계자 교육에 기여
ꠏ

Ken Madrid(비가족임원, 51세)는 아시아 태평양 담당 CEO, David
Muir(비가족임원, 56세)는 유럽, 중동및 아프리카 담당 CEO로 재직
․ 아들 James는 지역담당 CEO에게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경영수업중

□ 창업주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하고자 1년간의 잠정기간(Interim
Period)을 설정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공식적 후계자 경영승계

수업을 규정함
ꠏ

창업주의 사고시를 대비하여 경영승계자가 부사장 등 임원 중에서
선정된 멘토 임원으로부터 경영교육을 일정기간 받도록 규정

□ 창업주 Thompson(67세)은 사회공헌사업에 후계자와 함께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가족기업 이미지를 부각하여 원활한 승계 추구
○ 정기적인 자선사업, 사회공헌사업(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기여․참여를 통해 구축한 기업이미지
를 경영승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수
○ 2002~2003년 동안 Thompson은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아
지역사회에 봉사, 이에 대한 공로로 홍콩정부로부터 Gold Bauhinia Star상
을 수상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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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Family Corporation, 호주

□ 업체개요
업종

건축

설립연도

1960

주요제품

주택건설

매출액

2,175억원(A$250백만)

□ 승계계보
○ 제1대
ꠏ

Bert Dennis(77세)

가족 : 부인 Dawn, 딸 Adele(첫째), 아들 Grant(둘째), 딸
Natalie(셋째), 아들 Marshall(넷째)

○ 제2대

승계진행中

□ 승계관점
○ 가족기업에서 가족회의/이사회의 중요성
○ 외부 전문컨설팅의 자문을 통해 가족기업을 전문화하는 과정
○ 가족기업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를 위해서 BSC(Balanced
Scorecard) Model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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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단계
□ 초창기 (1960 ~ 1970)
○ 1960 : Bert Dennis는 사장 Oscar Flight의 은퇴후 부동산컨설팅회사의
CEO로 취임
ꠏ

Bert Dennis는 21세의 나이로 고등학교를 졸업까지 가난 때문에 무려 19개
학교를 다녔고 그 결과 집의 소유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짐

ꠏ

22세에 도시공학 과정을 마치고 Chelsea시의 보조 엔지니어로 2년 동안
근무한 후 Oscar Flight(65세)가 운영하는 컨설팅회사에 취업

○ 1965 : Oscar Flight 소유의 지분을 완전 매입하여 Dennis Pty. Ltd로
회사명을 변경함
○ 1970 : Melbourne지역의 아파트, 상가 개발에 참여하는 등 사업의 토대 구축

□ 성장기 (1970 ~ 1999)
○ 1970 ~ : 도시공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두각을
발휘, 호주 전역에 걸쳐 개발영역을 확대

□ 성숙기 (1999 ~ )
○ 1999 : 뉴질랜드 전국에 걸쳐 6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승인취득
○ 2000 : 중국 진출을 위해 Dennis Family Co.(China)설립, 상하이 주변
Wuxi 지역 개발 승인을 받아 사업중
○ 2001~ : 약 300명의 직원, 1,700호의 집을 매년 호주에서 공급하는 최고
의 부동산개발기업으로 명성, ‘01년에는 호주가족기업협회로
부터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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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승계 현황 및 애로사항
□ 경영승계 현황
○ 창업주 Bert Dennis는 자녀 교육에 엄격하였지만 가족고유의 정을 바탕
으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ꠏ

창업주는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한편, 회사에서 도보
로 5분 걸리는 장소에 집을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

○ 후계자인 자녀가 자사와 타사에서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CEO의 자질,
리더십 등을 함양
ꠏ

장남 Grant는 아버지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학업을 성취한 것을 거울
삼아 장학금을 받고 미국대학에 유학, 졸업후 귀국하여 가족회사에 ’87년
에 입사함
․ 가족기업에서 건설현장관리소장부터 인사, 마케팅, 재무 담당자 등 다방면의
업무에 정통
․ 특히 중국, 뉴질랜드 진출 해외 Project를 총괄했고 현재 중역(Executive
Chairman)으로 재직중

ꠏ

Adele와 Natalie는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타사에서 Dennis
Family와 직접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DFC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활동중

○ 외부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회사 경영과 상관없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승계진행중
ꠏ

또한 BSC(Balanced Scorecard) Model 방법과 연계한 승계 계획을 수립하
여 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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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 가족회의는 기업의 중대한 전환점
ꠏ

나이와 건강을 염려한 창업주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회사경영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매각할 지 고민을 토로

◎ 경영승계의 성공요인 (진행중)
□ 공식적 가족회의(Dennis Family Council)는 가족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력
○ 가족회의에서 창업주와 가족은 회사를 매각하는 대신 유지하기로
의견을 통일
ꠏ

가족이 힘을 합쳐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전문 경영컨설팅을
의뢰하기로 결정
․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가족 간에 분쟁방지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네 명
의 자녀에게 공평한 지분 분배의사를 밝힘

□ 경영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가족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
도록 외부전문가를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임원으로 임명
○ 혈연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를 임원으로 임명하여 가족임원과 보완
관계 구축
ꠏ

임원은 창업자 Bert, 4명의 자녀 Grant, Adele, Marshall, Natalie과
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외부임원은 전략계획, 정책입안, 후계자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가족
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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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

가족구성원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ꠏ

새롭고 객관적 시각에서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돕는 나침판 역할

□ 경영컨설팅을 통해 BSC와 연계한 사업전략 및 승계전략 수립2)
○ BSC*는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의 성과측정, 경영관리, 전략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경영기법으로 승계에 크게 기여
* BSC(Balanced Scorecards)의 정의
․ 경영전략 도출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수단으로 미국 하버드대의
Kaplan 교수 및 Norton 박사가 창안
․ BSC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즉 4가지 관점을 통해 내부/외부, 재무/비재무, 단기/장기, 결과/과정 간의
균형을 추구

○ 가족기업의 주요 요소(Familiness)*인 가족기업 고유의 가치와 비전
을 BSC에 적용한 ‘BSC전략체계도(Strategy Map)’를 사용하여 기업
성장 및 승계전략을 수립

□ 가족기업에 BSC를 채택한 후 향상된 경영성과를 달성
○ BSC를 채택후 2005년말 매출액이 $134백만에서 2006년말 $250백만
로 급성장

2) "Balanced Scorecards to Drive the Strategic Planning of Family Firms", Family Business Review, June 2005,
Justin Craig, Ken Mo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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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Scorecards를 이용한 가족기업의 전략계획 수립
재무관점
가족요소포함

비전과
미션

내부프로세스관점
가족요소포함

핵심공론
미래

PEC 진 술
가족기업의 핵심요소

회사철학
공공이미지`

고객관점
가족요소포함

비전과
미션

학습과 성장관점
가족요소포함

자료: Adapted Balanced Scorecard Framework for Family Business

BSC 관점

재무

사 업
수익성
생산성
운영 탁월성

고객

고객 친밀성
제품 선도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인노베이션
고객가치 향상
영업우위 달성
종업원의 능력과 기술
과학 기술
조직 분위기

Familiness(가족요소)
- 창업주 은퇴 준비
- 후손이 가족기업 참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가족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마케팅에서 가족기업의 컨셉을 활용
- 가족기업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특징
- 장기적으로 후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
- 충성도가 높은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
- 사회적 책임경영
- 가족구성원을 위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
개발
- 가족구성원을 위한 신사업 투자기금
조성

자료: BSC Perspectives Incorporating Family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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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승계 실패 사례 ①
Walter Rau Group, 독일

□ 업체개요

업종

유가공

설립연도

1903

주요제품

우유, 마가린, 식용류

매출액

7,000억원(5억유로)

□ 승계계보
○ 제1대
ꠏ

Walter Rau(1874~1940)

가족 : 부인 Anita Rau(1900~1975), 딸 Renate(1923~1977), 아들
Ulrich(1924~1991), 아들 Hubertus(1924~1943), 딸 Brigitte(1928~1976)

○ 제2대
ꠏ

Ulrich Rau(1924~1991), 1958년 경영권확보

가족 : 부인 Eva Rau(1926~),딸 Sabine(1962~), 아들 Hubertus(1965~),
아들 Ulrich Jr.(1966~)

○ 제3대

Hubertus(1965~), 1999년 경영권확보

□ 승계관점
○ 창업자의 지분을 가족간에 균등 배분하는 것은 가업승계의 걸림돌
○ 후계자 승계교육이 미흡
○ 전문경영컨설팅을 통한 승계전략은 긍정적 요소
- 20 -

◎ 기업 성장단계
□ 초창기 (1903 ~ 1945)
○ 1903 : Walter Rau는 구서독에서 유가공 제조회사를 창업
○ 1939 : 세계2차대전 당시 마가린, 식용류 등의 유제품을 생산하고 종업원
이 1,400명 규모기업으로 성장
○ 1940 : 12척의 고래잡이 포경선을 소유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

□ 성장기 (1945 ~ 1991)
○ 1950 : 2차대전후 회사는 양적으로 급성장, 무엇을 생산할지 보다 얼마
만큼 생산하느냐가 관건일 정도로 영업이 호황이었음
○ 1958 : Ulrich(2代)가 회사경영에 참여, 열린사고로 직원의 조언에
따라 마가린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 구사
ꠏ

그 후 마가린 분야는 유럽기업중 최고로 성장하여 2개의 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등 거대그룹으로 발전

□ 쇠퇴기 (1991 ~ )
○ 1991 : Ulrich Rau의 사망후 아들 Hubertus가 지분확보에 과도한 시간
이 소요하였고 그동안 회사는 정체(1999년에 경영권을 확보)
○ 2007 : 마가린을 주요제품으로 생산하는 Walter Rau Lebensmittelwerke
GmbH & Co는 Bunge Oilseed Processsing에 매각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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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승계의 현황 및 실패요인
□ 경영승계의 현황
○ 창업자인 Walter Rau는 자녀에게 ‘주식균등상속’으로 화합을 도모
했으나 가족간 지분경쟁으로 오히려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는데
장애가 됨
ꠏ

창업주 Walter Rau는 부인에게 지분 50%, 네 자녀에게 나머지 50%를
균등 상속

○ 또한 ‘장남 Hubertus와 작은 아들 Ulrich가 자질을 갖출 때 경영승계
하게 한 애매한 유서’는 가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가족갈등
의 단초를 제공
ꠏ

장남은 2차 세계대전 중 사망하였고 작은 아들 Ulrich는 러시아 형무소
에서 돌아온 뒤 가족기업에 입사하고자 함

ꠏ

그러나 어머니 Anita는 Ulrich가 승계 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영참여를 거부
․ 몇 번의 소송을 거친 뒤 작은 아들은 1958년에 가족기업의 경영권 확보

○ Ulrich Rau(2代, 66세)는 최고경영자로서 안정 지분 확보에 열중하여
후계자 승계계획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함
ꠏ

Ulrich Rau가 사망하여 부인에게 지분 50%, 세 자녀에게 나머지 주식을 균등
상속하였고 아들 Hubertus가 CEO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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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승계의 실패요인
○ 창업주가 가족에게 주식 균등 상속한 것은 경영권 경쟁을 초래하여
가업승계에 장애요인이 됨
ꠏ

주식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방지할 목적이었으나 모자간에 법정 분쟁을 야기

ꠏ

CEO로 선임된 후계자가 안정적 경영을 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지나친 경쟁을 초래
․ Ulrich(2代)는 어머니(Renate)와 두형제의 주식을 20년에 걸쳐 매입하여
100% 주식을 소유(Sole Owner)
․ Hubertus(3代)의 아우 Sabine과 Ulrich Jr.도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남

○ 체계적인 중장기 승계 계획 및 적절한 후계자 교육이 부재
ꠏ

창업주는 중장기 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녀가 학교나 스포츠 분야
등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함
․ 자녀가 후계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 리더십, 자질, 기술 등의 배
양에 관심이 적었음
․ 창업주는 자녀가 대학에 가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Ulrich Jr.는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유도

○ 대학교육과 체계적인 승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EO가 된 Hubertus
(3代)는 형제간에 지분확보 경쟁
․ 결국, 2007년 마가린을 주요제품으로 생산하는 Walter Rau Lebensmittelwerke
GmbH & Co는 Bunge Oilseed Processsing에 매각절차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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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승계에 실패 사례 ②
T. Eaton Co. Ltd., 캐나다

□ 업체개요
업종

백화점, 소매

설립연도

1869

주요제품

이튼백화점

매출액

1조6,000억($1.7B)

□ 승계계보
○ 제1대

Timothy Eaton (1834~1907) - 1869년 창업

○ 제2대

John Craig Eaton (1907~1922)*

ꠏ

John의 사촌 Robert Young Eaton (1922~1942)*

○ 제3대

John David Eaton (1942~1969)*

ꠏ

Bob Butler(1969~1975)*, Earl Orser(1975~1977)* : 비가족CEO

ꠏ

Fredrik Eaton (1977~1988)*

○ 제4대
ꠏ

George Ross Eaton(1988~1997)*

Brent Ballantyne (1998~1999)* : 외부CEO
* President로 재임기간

□ 승계관점
○ 후계자 경영승계교육의 중요성
○ 외부최고경영자의 고려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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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단계
□ 초창기 (1869 ~ 1896)
○ 1869 : Timothy Eaton은 Toronto에서 건과류 등을 도매 판매하는 잡화상으로
시작
ꠏ

‘단일상품, 단일가격, 현금 거래만’이라는 모토로 선풍적인 인기 (그 당시는
상품의 흥정 및 외상거래가 관행이었음)

ꠏ

1870년, 창업1년 만에 $24,400의 매출을 달성, 그 이후 ‘구매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이라는 슬로건으로 품질, 가치 ,고객서비스 경영

○ 1883 : Toronto 북부 중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확장, 백화점영업을 시작
ꠏ

1886년에는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백화점에 엘리베이터설치, 손님이 상품진열대
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업은 번창

□ 성장기 (1896 ~ 1970)
○ 1896 : Eaton's는 캐나다 전역으로 사업장 규모를 확장, 최고의 백화점
으로 성장
ꠏ

1911 : 정규직원만 17,500명이 넘는 대형 백화점체인으로 성장

○ 1905 : 캐나다 서부의 관문이자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Winnipeg
에 백화점을 개장,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백화점으로 기록
ꠏ

1919 : Winnipeg백화점에 직원만 8,000명인 초대형 백화점이 탄생,
1960년 후반까지 Eaton's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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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기 (1970 ~ 1999)
○ 1980~ : Sears Canada, Hudson's Bay Company 등이 캐나다 경기
침체를 틈타 Eaton's 시장을 잠식
○ 1990~ : 미국 Wal-Mart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캐나다에 상륙,
Eaton's의 Market Share를 잠식

◎ 경영승계 현황 및 실패요인
□ 경영승계 현황
○ 1869년 창업 후 4世代에 걸쳐, CE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체계적 승계계획
및 교육 없이 후계자가 경영을 승계
ꠏ

1969~1975 : John David Eaton(3代)은 후계자 지명없이 갑자기 사망

ꠏ

1975~1988 : Fredrik Eaton(4代)은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에 참가,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치에 관심

ꠏ

1988~1997 : George Ross Eaton(4代), 이튼그룹의 마지막 후손

○ 준비되지 않은 가족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경영승계를 한 것이 실패를
초래
○ 1998~1999 : 외부전문경영인, Brent Ballantyne를 영입하였으나 이미 회사
는 적자가 누적되어 회생이 어려운 상태(손실 684억원, 1999년)
ꠏ

외부전문경영인을 시의적절하게 영입하지 못한 것도 실패의 요인
․ 결국,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정 및 구조조정 실패

○ Brent를 마지막으로 이튼 브랜드는 창업한 지 5世代, 130년 만에
‘Sears Canada’에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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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승계의 실패요인
○ CEO의 갑작스런 사망이 가업승계 실패를 초래
ꠏ

창업 2세대인 John Craig와 3세대 John David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경영승계 교육 및 최고경영자 자질이 부족한 아들이 경영승계
․ 가족구성원을 가족기업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가족기업 고유의 가치 및
비전을 후계자에게 전수하는데 실패
․ 사업에 대한 후계자의 열정 및 관심부족, 사치스런 생활 등으로 지역사
회의 부정적 이미지 구축

○ 체계적 교육을 통한 경영후계자에 필요한 덕목인 리더십 등의 양성
에 실패
ꠏ

후계자의 리더십 부족으로 내부불만 야기
․ 4세대 Fredrik Eaton은 직원의 잘못된 점만을 탓하는 등 리더십이 부족
하여 직원의 불만 고조

ꠏ

후계자가 체계적 전문교육 및 다양한 실무경험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업을 승계
․ 타사경험, MBA과정 등의 체계적 후계자 교육이 미흡

○ 우수한 외부 전문가 및 최고경영자의 영입에 실패
ꠏ

승계에 적합한 후계후보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외부
전문경영인의 신속한 영입에 실패
․ 또한 외부에서 어렵게 발탁한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회복에서 멀어짐

ꠏ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활용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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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경영, 승계, 상속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조언할 외부전문가
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 구조조정과정 동안 뒤늦게 채용된 최고경영자는 시장 환경변화에 신
속한 대처를 못함
ꠏ

Canadian Bankruptcy Laws에 따라 ’97년에 회사회생 신청을 한 Eaton
은 구조조정 및 위기경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함
․ 최고경영자가 고객의 니즈파악 및 전략창출을 못하여 결국 경쟁사인
Sears, HEC와의 경쟁에서 실패

○ 기업의 4단계 기업실패/흑자전환 과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최고
경영자의 문제해결능력 부족이 기업파산을 초래3)
ꠏ

제1단계 : ’80년대~’90년대 초의 침체기에, 고객이 월마트의 저가 소매
상품으로 이동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미흡
․ 또한 가족기업최고경영자가 지분소유구조 및 경영에도 무관심하여 경쟁사
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짐

ꠏ

제2단계 :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및 틈새시장개척에 실패

ꠏ

제3단계 : 무관심한 가족최고경영자가 기업회생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반응 속도가 늦음

ꠏ

제4단계 :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확보에 실패하여 도산을 초래

3) Riding the Wrong Wave: Organizational Failure as a Failed Turnaround, By Jerry Paul Sheppard and
Shamsud D. Chowdh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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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흑자전환 4단계 과정
단 계1
쇠 퇴기

단계2
반 응 시작

단계3
변천

단계 4
결과

성

공

성
과
실

최저점
불확정

시간
회사 균형
회사 성과

자료: The Failure/Turnaround Process, ELSEVIER, Long Range Planning 3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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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시사점

Ⅲ

◎ 정부관련 시사점
1

가족기업 고유의 후계자 선택기준 마련

□ 후계자 선발, 승계전략 마련을 위한 ‘(가칭)경영승계자문단’ 구성지원
○ 체계적 후계자 선발을 위한 기준 및 중장기 승계전략 작성
ꠏ

승계전략에 따라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계자 선발이 필요

ꠏ

가족기업 고유의 가치를 감안한 선발기준 마련

○ 정부는 승계전문가 인력Pool제 시행하여 기업에 제공

□ 객관적이고 투명한 후계자 선발과정을 도입
○ 후계자의 종합적인 능력을 경영승계자문단 등에서 검증하여 최종선발
ꠏ

후계자는 가족기업에서 조기 입사하여 조직 문화, 창업자의 노하우,
전문기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습득

ꠏ

후계자가 경쟁기업이나 타사에서 경력을 쌓고 가족기업에 입사

○ 경영승계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자사 및 타사 근무
경험 등을 정한 의무규정마련

□ 승계이후 창업자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
○ 가업승계가 완료된 시점에는 창업자는 경영간섭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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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

회사가 위기상황 및 어려움에 처한 경우만 조언자 역할을 하는 등
경영간섭을 최소화해야 됨

○ 승계이후 창업자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2

후계자 역량강화 전문교육 활성화

□ 후계자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파견
○ 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 등에서 교육을 받는 제도 도입
ꠏ

실무중심 맞춤형 경영교육 및 글로벌 인맥을 형성
․ 동종의 해외유수기업에서 인턴과정을 통해 환경,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접
할 수도 있음

○ 가족기업센터, 해외 대학과 제휴한 승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기간
파견
ꠏ

후계자는 리더십, 가족기업 고유가치, 특징 등을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
하고 가족기업에 활용

□ 후계자 멘토 제도 도입을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
○ 평상시는 후계자는 멘토로 선정된 경영진,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유용
한 가치 및 기술을 취득
ꠏ

창업주의 유고시는 후계자는 멘토로부터 공식적인 경영교육을 일정기
간 받음으로써 원활한 승계 도모

□ 최고경영자 부인도 「차세대경영자승계과정」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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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기업최고경영자의 부인도 승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ꠏ

창업주가 승계 과정을 통해 적합한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갑작
스런 사망시 부인이 가족기업을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자녀의 나이가 어려 승계가 어려운 경우 등

○ 대학․가족기업연구센터 등에서 ‘여성CEO양성과정’ 개설 지원

◎ 중소기업관련 시사점
1

가족회의를 활용한 갈등과 문제해결

□ 가족회의를 통한 가족간에 갈등해결 및 신뢰관계 구축
○ 가족회의는 가족구성원간에 가족기업의 참여, 승계, 승진, 보수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소
ꠏ

승계관련 형제간의 갈등의 경우, 역할 분담을 통한 윈-윈 해결책 제시
및 합리적인 조정

○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갈등
의 심화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요
ꠏ

가족화합 및 가족기업의 고유가치 회복

□ 어머니는 분쟁․갈등의 해결사
○ 어머니는 가족구성원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자, 비공식적인 해결
사 역할
ꠏ

가족기업에서 어머니는 가족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
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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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전문경영자 제도의 도입

□ 후계자가 추가 교육 및 경영수업을 받는 동안 외부 전문경영자
를 가족기업의 CEO로 영입
○ 체계적 후계자 교육, 자질 등이 미흡한 경우,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한
기업을 전문화
ꠏ

외부경영자가 경영하는 동안, 후계자는 추가적인 교육․훈련 등을 거쳐
추후에 다시 CEO가 되는 것임

□ 가족기업의 이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객관적 의사결정,
승계계획, 경영정책 수립을 도모
○ 가족기업 이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최고경영자가 빠지기 쉬운 직
관적․독선적 의사결정을 보완
ꠏ

외부전문가의 가치관, 비전을 통해 가족기업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3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가족기업의 이미지 제고

□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영승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족기업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긍정적 이미지 제고
○ 매년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지역사회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장학재단, 자선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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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계컨설팅 전문가를 승계전략에 활용

□ 승계컨설팅 전문가를 활용하여 승계전략과 연계
○ 가족기업은 대기업보다 소유권, 가족, 기업 등의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
ꠏ

가족기업이 빠지기 쉬운 독단적인 결정을 보완

ꠏ

가족기업을 세밀히 분석하여 승계전략 및 방향 제시

□ 최고경영자가 승계를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
평상시에 전문승계컨설팅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 가족기업의 고유특징을 반영한 BSC 프로세스를 가족기업에 적용
하여, 승계계획과 연계
○ 승계전략 수립시, 가족기업 고유의 가치와 비전을 접목하는
BSC 기법을 활용할 필요
ꠏ

과거의 영업에 의한 성과측정 뿐만 아니라 가족기업 고유 가치
를 계량화한 무형의 미래지표를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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