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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 “Back to the Brick”

*2004년 10월, 외르겐 비 크누드스토로프(Jørgen Vig Knudstorp)는 본사의 입구에 들어섰다. 덴마
크 빌룬드에 위치한 레고(LEGO) 본사 입구는 노란색 블록을 형상화시킨 독특한 외관이었다. 그러나
인상적인 입구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시선은 들고 있는 신문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경제
분야 메인 기사는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이자, 바비 인형 제조사이기도 한 마텔(Mattel) 1 에서 레고를
적대적 인수합병 2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신문을 휴지통에 던지고는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
실로 가는 동안,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의 표정들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온지 얼마 되지 않은 CEO를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들은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 수군덕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무거운 분위기의 레고 성 꼭대기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최종 결재 서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다.
그와 그가 만든 EIGG 3 가 오랜 기간 밤을 지새워가면서 고민하고 만든 결과물이었다. 모든 내용에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하기 위해 그는 펜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아까 본 직원들의 표
정과 불안하게 주고받던 눈빛들이 그를 망설이게 하였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된 인
력감축과 구조조정이 만들어 낸 침울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
게 될 개혁에는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이 담겨 있었다. 이 중대한 결정이 회사의 분위기를 쇄신할 결과
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더욱 암담한 결과 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
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는 결재란에 서명하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전체회의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 본 사건은 당시 레고 그룹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레고 그룹과 당시 최고 경영자 외르겐 비 크누드스
토로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

마텔(Mattel)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엘세군도에 본사를 둔 장난감 및 게임 제조업체로, 1945년에 헤럴드
매슨과 엘리엇 핸들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후 바비 인형을 비롯한 많은 장난감을 생산하였다.
2

인수합병은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느냐, 얻지 않느냐에 따라 우호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나뉜
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를 뜻한다.
3

Executive Innovation Governance Group. 레고 그룹의 구조조정과 회생 전략 수립을 주도한 전담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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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탄생, 레고의 역사

-

초대 CEO,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1932-1950)

1932년, 목수였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Ole Kirk Christiansen)은 덴마크 빌룬드 시(市)의 목공
소 작업실에서 나무 장난감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자투리 나뭇조각들로 만든 장난감들은 처음에는
그의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만든 것들이었다. 아들이 매우 재미있게 갖고 노는 것을 발견한 그는
타고난 목수로서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더욱 많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다. 그의 장난
감들은 금새 인기가 많아지고 잘 팔리게 되었다. 당시 나무 장난감들은 자동차, 요요, 바퀴 달린 오리
등 매우 다양한 종류였다. (Exhibit 1)
2년 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난감 전문업체 레고(LEGO)를 설립하였다. 레고의 창립자이
자 1대 CEO로서 그는 본격적으로 완구사업 전개하려고 하였다. 회사명인 레고는 ‘잘 놀다(Play well)’
라는 의미를 가진 덴마크어 ‘레그 고트(Leg godt)’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며, 이는 회사의 이름이
자 동시에 완구의 이름이 되었다. 또한 1944년에는 정식 기업으로 등록되었다.
1947년, 레고는 무겁고 잘 부서지는 나무 장난감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오랜 연구의 성과물을 내
놓았다. 첫 번째 플라스틱 장난감을 출시한 것이다. 새로운 플라스틱 장난감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에서 가장 먼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도입한다. 4 장난
감들의 재질을 변경한 후에 레고는 본격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된다. 또한 1949년에는 윗면에 8개
의 요철 부분과 아랫면의 3개의 원기둥 형태의 튜브를 가진 장난감 블록을 출시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과 구성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그에 따라 적은 수의 블록들로도 아이들은 질려서 싫증 내지 않고
놀 수 있게 되었다.5

-

2대 CEO,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1950-1979)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의 아들이자 2대 CEO인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Gottfred Kirk
Christiansen)은 장난감에 대한 그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블록 장난감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4

이성훈, 크리스티안센: 꿈꾸는 장난감이 만든 무한 상상력의 세계, 이성훈, 성공신화, 2013

5

블록 두 개로의 조합 방법은 24개, 세 개로는 1,060개, 여섯 개로는 약 9억1,500만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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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착수한다. 첫 번째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 크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8년,
5년간의 연구 결과로 끼워 맞추는 블록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레고는 블록의 결합과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만큼 윗부분이 아랫부분에 비해 폭이 줄어들도록 규
격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품 디자인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생산된 모든 블록이 자유롭게 호환 가
능하였다. (Exhibit 2) 두 번째로, 다른 블록 장난감들과의 차별화된 블록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에 따
라서 원가가 비싼 ABS 수지 6 라는 새 플라스틱을 레고 블록의 재료로 채택한다. 새로운 합성 수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원가가 기존 재료에 비해 비싸 다른 회사들에서는 고려하지 않던 신소재를 선택한
것이다.
1956년 레고는 독일의 사업가인 악젤 톰센과 함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에
독일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진출을 시작하였다. 7 이후 해외진출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이루어졌
으며, 1964년에는 47개국에 진출하였다.
마침내 1963년, 고트프레드 키르크는 장난감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레고 장난감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놀이의 기능성이 무한할 것
2.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 모두를 위한 것
3.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맞는 것
4. 일년 내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5. 아이의 건강과 편안함을 고려할 것
6. 적당한 놀이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7. 발전 환상 창의력을 증대시킬 것
8. 더 많은 놀이의 가치를 증폭시킬 것
9. 쉽게 보충할 수 있을 것
10. 품질이 완전할 것

이를 통해 그는 레고가 단순 완구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철학을 구체화하고 이
를 회사의 구성원들과, 더 나아가 소비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6

Acrylonitile(아크릴로니트릴), POLY-Butadiene(폴리 부타디엔), Styrene (스틸렌)의 성분을 결합한 플라스틱
으로 내충격성과 강성을 겸비한 범용의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7

악젤 톰센은 레고 장난감에 매료되어, 본인 소유의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고 독일 법인 사장에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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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0년대부터 레고는 레고 블록이 어린이들의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게 되
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1978년에는 미소 짓고 있는 노란색 얼
굴을 가진 팔다리가 움직이는 레고 피규어(LEGO Figure)를 처음으로 출시하였다. (Exhibit 3)

-

3대 CEO, 키엘 키르크 크리스티안센(1979-2004)

고트프레드 키르크가 1979년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아들이자 창업자의 손자인 키엘 키르크
크리스티안센(Kjeld Kirk Kristiansen)이 레고의 3대 CEO로 취임하게 된다.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그
는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레고 장난감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리즈의 제품 군을 출시하였다. 또한 여
러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로써 레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무너지는 블록, 레고의 위기

레고의 수익악화와 경영환경 변화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레고의 성장세는 3대 CEO인 키엘 키르크의 경영기에 위기를 맞게 된다.
1996년 7억 코로나에 달하던 세전 이익은 다음해인 1997년 2억 코로나로 감소하게 되며, 이듬해인
1998년 특허 출원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Exhibit 4)
이에 레고의 경영진은 레고 실적의 부진 원인을 외부 경영 환경에서 찾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레고 측은 유아 층의 인구 감소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를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유럽과 북미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를 겪게 된다. 유럽의 경우 1960년대 3.6명에 달하던 북미의 출산율은 90년대에 들어 2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유아 인구의 감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Exhibit 5)
두 번째로 레고는 1990년대 장남감 시장에 큰 파동을 가지고 온 디지털 게임의 등장을 원인으로
꼽았다. 닌텐도는 1990년 슈퍼패미컴을 출시하였고, 소니는 1994년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하였다.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어 출시 한지 3년차의 매출은 1년차의 5배를
달성하였다. (Exhibit 6) 이와 같은 디지털 게임으로 인해 레고에 대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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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CEO 키엘 키르크의 사업 다각화와 실패
레고의 3대 CEO 키엘 키르크는 레고 제품의 지속적인 부진에 직면하면서 레고 제품에 관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레고 경영진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위해 제품 군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아래에 컴퓨터 게임, 유아용품, 캠핑용품, 의류, 시계, 영화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갔다. 이는 디지털 게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게임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분야로도 사업을 다각화 함으로써 유아-완구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더불어 타깃 층을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면서 제품 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다.
당시 개발된 ‘잭스톤(Jackstone)’은 액션맨과 기존의 레고 피규어를 합친 듯한 캐릭터로 액션 피규어를
표방했으나, 고객으로부터 흥미를 끌지 못했다. 피규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다각화를 고민하던 레고는
영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레고 상품을 판매하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잠시 상황을
호전시켰으나 해당 영화의 인기가 감소하자 제품의 판매가 급감하였다.
또한 레고를 테마로 한 ‘레고랜드’의 건설에도 집중했다. 1968년 덴마크 빌룬트에 첫 개장한
레고랜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3년 간격으로 연달아 건설되었다. 1996년에는 영국 윈저, 199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배드, 2002년에는 독일 남부 귄츠부르크에서 문을 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고는 기존 고객층의 감소뿐만 아니라 다각화를 이룬 사업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부진을 맞게 되어, 2003~2004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레고는 2004년에 18억 크로네(약 2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총 부채는 50억
크로네(약 8200억 원)에 달했다. 미국의 학자인 데이비드 C. 로버트슨(David C. Roberts-on)의
말처럼, 레고제국은 분해되기 일보직전이었다.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매각할 것인지, 강력한 경쟁상대인 디지털게임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미 덴마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만큼 매각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레고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경영인체제를 선택한다. 키엘 키르크는 “아마도 저는 다음
세대에 이 회사를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은퇴를 선언한다8.

8

Smashing Magazine, by Rafiq Elmansy (2014-08-08). ‘Learning more about creativity and innovation
from 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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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쌓는 블록, 레고의 변화

가족 경영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마침내 2004년 창업주의 손자이자 20여년간 그룹을 이끌었던 키엘 키르크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레
고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 새 경영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35세의 ‘외르겐 비 크
누드스토로프(Jørgen Vig Knudstorp)’였다. 그는 레고 그룹에 합류하기 전 McKinsey&Co.에서 컨설턴
트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 9월 레고 그룹의 전략 개발부서 Director로 입사하였다. 그는 커리어의 대
부분을 전략 개발부서에서 보냈는데 2002년 글로벌 전략 개발부서 Senior Director, 2003년 전략 개발
부 Vice President와 대외 협력부 Senior Vice President를 거쳐 2004년 CEO가 되었다9.
35세라는 이른 나이에 외르겐은 레고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되었으나 특이하게도 그가 처음부터 경
영자의 길을 걷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유치원 교사였던 어머니와 엔지니어 아버지 사이의 중산층 가
정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유치원 교사가 되려 했고, 실제로 견습 교사로 18개월
간 유치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리더십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비록 경제학 박사에,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나이가 어렸고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했다. 그는 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
다.
“저는 자격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수준이었죠. 저는 34살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비롯한 학문의 세계에서 발을 나선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10”
이러한 그가 CEO가 되어서 첫 번째로 마주한 문제는 바로 부하직원들의 지지를 얻는 일이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보다 저를 성공하도
록 돕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11”
그가 부임한 이후 직원들은 그에게 찾아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9

LEGO그룹 2004년 사업보고서

10

This is money, by Rupert Steiner (2014-12-24). ‘Lego boss Jorgen Vig Knudstorp is nurturing the child
in us all: How the old favourite is still a blockbusting brand.’
11

Financial Times, by Andrew Ward (2011-07-17). 'A brick by brick brand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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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레고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소비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중략)…… 그래
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랜드도 훌륭하고, 상품도 훌륭하고, 우리에게는 헌신적인 직원들
과 열광적인 소비자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전략적인 초점을 잃은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12.’”
이후 그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Executive Innovation Governance Group(EIGG)이라는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이 조직은 혁신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으며 crossfunctional team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의 특징은 전체 레고 그룹의 혁신 프로젝트들을 확인하고 관
리하는 한편 팀 별 자율성도 부여해 시간과 자원을 스스로 배분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외르겐의 문제진단 - 창의성: 또 다른 함정
레고는 창립 당시부터 창의성을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왔다. 따라서 이를
제고하기 위해 제품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개발 팀장은 프로젝트에 대한 독자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간 레고의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당시 레고의 개발팀이 출시한 신제품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는
곧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13 . 디자이너들은 시장에서의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무감각했고,
개발 단계에서 개발팀이 아닌 외부인의 의견이나 조언이 접수될 수 있는 창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여러 부서들 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나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영화나 특정 테마를 소재로 한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는데, 여기에만 사용될 수 있는
특수 부품들의 수 역시 증가하였다. 레고 제품의 중요한 매력 가운데 하나는 범용성인데 이는 서로
다른 제품이라 할 지라도 블록간의 호환을 통해 또 다른 놀이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특수
부품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범용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12

This is money, by Rupert Steiner (2014-12-24). ‘Lego boss Jorgen Vig Knudstorp is nurturing the child

in us all: How the old favourite is still a blockbusting brand.’
13

Greene, J. (2010). Design Is How It Works; How the Smartest Companies Turn Products into Icons.

Pengu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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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 개를 유지했던 레고 블록의 종류는 2004년에는 최고치인 14,200개까지 증가하였다 14 . 블록의
색상 역시 2004년 100여 가지로 증가하였으며 하나의 제품 군에만 사용된 후 폐기되는 블록의 종류가
90%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비단 제품 자체의 놀이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특수 재료와
새로운 공정도 요구하여 개발 효율성 역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Back to the Brick
CEO에 부임한 이후 외르겐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한다. 가장 먼저
그는 ‘Shared Vision’이라 불리는 7개년에 걸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 내부에 공표한다. 이
비전은 장난감 제조산업에서의 레고의 위상을 보다 창의적(Creative)이고 보다 재미있는(Fun) 기업으
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까지 계획된 전략 가운데는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에 좀 더 집중하자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06년에 그는 미래에 그룹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을 규명하고 이 부문에서의 수익성과 지
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서 레고는 시계, 의류 등 다양한 관련산업에 진출한 상태였는데, 외
르겐은 이러한 무리한 확장주의적 다각화 전략을 버리고 레고의 핵심 사업인 ‘블록’에 집중하고자 하
였다. 그가 보기에 회사는 너무 많은 영역을 동시에 운영하는 중이었고, 그 운영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외르겐의 생각은 다음의 인터뷰에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역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15”

인력 구조조정
2003년과 2004년에 대규모 적자를 경험하게 되면서 레고 그룹은 2003년 본사 인력 8,300여명 가운
데 약 1,000명을 감축하였다. 이는 회생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였지만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길이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2004년에 추가로 651명, 2005년 399명을 감축하는 등 지속적
으로 인력규모를 줄여나갔다. (Exhibit 7)
14

Robertson, D. & Breen, B. (2013), Brick by Brick, Crown Business

15

This is money, by Rupert Steiner (2014-12-24). ‘Lego boss Jorgen Vig Knudstorp is nurturing the child

in us all: How the old favourite is still a blockbusting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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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6월 레고 그룹은 직원들에게 향후 3년간에 걸쳐 생산부문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아웃소
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직무 교
육 및 직업 소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약속하였다. 동시에 2007년 미국과 스위스의 공장을 멕시코
와 체코로 이전하였는데 이들은 생산비를 절감하면서도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멀지 않은 지역
이었다.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한편 다양한 개혁안들이 실행되면서 동시에 조직 내에서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이는 성과에 관련된 외르겐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성과가 저조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성과가 저조하면 숨을
곳조차 없기 때문입니다16.”
이는 자연스럽게 보상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특히 2005년부터는 보상을 제공함에 있어
성과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레고는 3년 이내에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성과 관
리 프로그램(Performance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2006
년에 실제로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보상 시스템에는 기본급 이외에 장/단기 성과에
기반한 보너스 항목이 추가되었다.

공급망 개선활동
Shared Vision을 통해 강조한 수익성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부문에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돌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르겐은 당시 레고가 핵심 사업인 레고 블록에서조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급망 문제였다.
2004년 레고의 원재료 공급업체 수는 11,000여개로 이는 당시 보잉이 비행기 제조를 위해 거래하던
업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17. 이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프로세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품 개발

16

Thomas White International (2012-04). 'Jorgen Vig Knudstorp, CEO, LEGO Group. - Knudstorp

explained in an interview to the New York Times.'
17

SERI 경영노트, 이승현 수석연구원(2013-08-14). '전통과 변화의 조화,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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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자가 사용할 소량의 재료를 개별적으로 소규모 업체에 주문하면서 공급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나는 한편 구매 비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2005년 덴마크, 독일 등에 걸친 5개의 개별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체코에 통합 물류센터를 열어 구매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게 된다.

사업내용 개편
당시 레고는 의류, 시계, 게임 등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는데 핵심사업인 블록완구에 집중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이 사업들을 각 사업부가 직접 운영하던 것
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 동안 레고 그룹의 상징과도 같았던 레고랜드 역시 핵심사업영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지분의 70%를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그룹에 매각하였고, 이후 레고랜드의 운영은 레고 그룹이
아닌 운영 전문 기업 멀린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게 된다.

창의성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의 필요성
한편 레고의 경영진은 자사의 핵심 역량이면서 동시에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조직의 창의성에 주목
한다. 2004년 Shared Vision에서 공표한 것처럼, 당시 레고에게는 제품 본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하여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창의적(Creative)이고 재미있는(Fun) 조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
를 구축하게 된다. “각 블록은 호환되어야 하며, 레고 제품들은 ‘레고 세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
는 고드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얀센 레고 2대 회장의 말이 다시금 의미를 갖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만한 것은 ‘Design for Business’라는 제품개발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와 디지털을 활
용하여 사용자 혁신(User Innovation)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다.

Design For Business(D4B) 프로세스
Design for Business(D4B)는 문자 그대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레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D4B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디자인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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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창의적 역량을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D4B는 전사적인 경영 단계와 구체적인 디자인 단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며
각종 포스터, 브로셔, 파워포인트 및 엑셀 템플릿 등 일련의 도구들을 통하여 조직 전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D4B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Exhibit 8) D4B 로드맵

(1) 전사적 차원의 혁신 단계
A.

혁신 모델(Innovation Model)
D4B에서 혁신 모델(Innovation Model)은 레고 제품 디자인 전체의 혁신에 관하여 폭넓은
토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브로셔를 의미한다. 이는 관리 단계에서 명확한 혁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며 이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B.

기초 프로세스(Foundation Process)
기초 프로세스(Foundation Process)는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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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와 차트 등을 뜻한다.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사적인 흐름은 물론 각 개발 단계에
사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개발 진행 과정에서는
다시 이 도표를 보면서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과정상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C.

기초 문서(Foundation Document)
기초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기초 문서(Foundation Document)를 작성하게 된다. 기초문서는
몇 개의 셀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형식의 문서 양식이다. 프로젝트의 개별
부서들은 각 셀에 서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자의 결과물들을 설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 마케터, 프로젝트 리더들이 서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D. 로드맵(Road Map)
D4B에서 로드맵(Road Map)은 모든 디자인 및 개발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다음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포스터 및 엑셀 시트 형식의 개발도구를 뜻한다. 로드맵은 개발
팀들이 디자인 목표와 작업들을 정렬하는 것을 도와주며 전체 디자이너와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유도한다.

E.

도전 단계(Challenge Session)
이 단계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그 프로젝트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및 일반인이
참여하여 각 단계별로 토의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전체의 목표와 진행
상황 및 결과물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특정 부서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할 수 있게 한다.

(2) 구체적인 디자인 차원의 혁신 단계
A.

디자인 전략(Design Strategy)
디자인 전략 단계에서는 어떻게 각 디자인 프로젝트가 레고 기업 전체 단위에서의 '공유된
비전(Shared Vision)'과 일맥상통하게 만드느냐가 주안점이다. 이 단계에서 레고만의 독특한
놀이 경험 창출과 시각적인 특성을 각 제품 생산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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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프로필(DNA Profile)
레고 DNA 프로필은 D4B 프로세스 상에서 제품 그룹의 장기적인 특성들을 관리하기 위한
툴이다. 각 제품 군들은 특성 요소별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정렬되게
된다. 이는 디자인 및 개발 팀들이 기존의 생산 라인과 차별화된 제품 군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C.

디자인 프로세스(Design Process)
D4B 상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는 디자이너가 아닌 팀원들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분해하여 명확한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D. 디자인 실행(Design Practice)
D4B의 '디자인 실행(Design Practice)' 단계는 디자이너들 간의 효율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모든 디자이너들은 날마다 진행되는 디자인 실행 요소들을 카드로
만들고 서로 돌려 보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D4B는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레고 전체의 목표와 디자인 전략의 방향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디자이너, 마케터, 프로젝트 매니저 등 주요 개발 팀 내부의 협력을 증진
하고 프로세스 진행 중 팀원 및 D4B 전체 구성원들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또 제품 개
발 측면에서 D4B는 여러 변의 평가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표준화된 제품개발 작업순서를 개발하
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는 전사적인 소통 측면에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에 객관적인 비교와 의
견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학제간(Interdisciplinary) 디자인 프로젝트 팀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새로운 조직 구조가 필요했다. 레고는 과거에 디자이너 및 개발 팀원
개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을 버리고 팀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해 개발을 시
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더불어 팀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디자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제
간(Interdisciplinary) 디자인 프로젝트 팀을 구축하게 된다. 새로 결성된 학제간 디자인 프로젝트 팀에
는 덴마크 빌런드(Billund) 본사 소속 15개 국적 120명의 내부 디자이너와 영국 소속의 15명의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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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들이 속해 있다. 더불어 기타 주요한 해외 시장에 지사들이 분포해 각 지역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구매 성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학제간 디자인 프로젝트
팀은 개별 디자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매트릭스형 조직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매트릭스 조직의 각 팀
에는 마케터, 프로젝트 리더, 디자인 매니저가 참여하여 일관적이며 효율적으로 부서 간 협력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레고 디자인 바이 미(LEGO Design by Me) 온라인 프로그램
외르겐은 D4B뿐만 아니라 IT의 발전과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IT의 발전이 낳은 환경 변화는 많은 기업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했다. 레고는 IT와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
용하면서도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998년 레고와 MIT가 공동 개발한 움직이는 블록 제품 ‘마인드스톰(Mindstorm)’이 출시되고 3주
만에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레고 팬들이 마인드스톰의 제어프로그램을 해킹하여 기본 기능 이
외에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더한 버전을 인터넷에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레고는 처음에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해킹 사건 이후에 마인드스톰의 이용자층이 각종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대
학생 등으로 확대되면서 100만 세트 이상이 판매되고 블록 세트 판매량의 최고기록을 경신하게 되었
다. 레고는 이에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경진대회를 여는 등 외
부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을 취했다.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오픈 이노
베이션(Open Innovation)의 가치를 깨닫게 된 셈이다18.
레고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 레고 디자인 바이 미(LEGO Design by Me)라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레고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였다. 레고의 소비자라면 누구나 국적, 연령, 성별
에 상관없이 레고 디자인 바이 미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레고 제품을
3D 모델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계된 모델이 시장성이 있고 창의적인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자인 바이 미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아이디어를
상품 개발에 반영시키는 프로세스인 동시에 기업이 소비자와 함께 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사용자 주도

18

小川進 (2011). “レゴ社は、なぜハッカ─を愛するのか＂. 『President』, 759.

Lego: Back to the Brick OL-20

p. 15

혁신(User Innovation)의 한 형태인 셈이다. 레고 본사의 내부 디자이너는 120명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사용자 디자이너들은 12만명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다. 레고는 뛰어난 창의성
과 혁신을 발휘하는 사용자 디자이너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실제 디자이너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용자 주도 혁신을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제품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2008년 1월, 이사회 정기 회의 참석을 위해 본사에 들어선 외르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번 정
기 회의의 주요 안건은 지난 4년여 간의 그의 경영 성과와 회사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키르크 크리스티얀센 가문의 가족들과 레고
재단의 임원들이었다. 19 회의장에 들어서는 외르겐에게 사람들의 눈길이 모아졌다. 그리고는 알 수 없
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다음의 말로 침묵을 깨며 보고를 시작했다. “저희는 레고 역사상 가장 끔찍했
던 시기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력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 본 사건은 당시 레고 그룹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레고 그룹과 당시 최고 경영자 외르겐 비 크누드스
토로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9

레고 그룹의 지분은 KIRKBI A/S(75%)와 레고 재단(25%)이 소유하고 있다. KIRKBI A/S는 Kirk Kristiansen

가족이 운영하는 지주회사 겸 투자회사이며, 레고 재단은 레고 그룹의 기업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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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질문>
[문제 1] 레고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환경적 요인과 조직 내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문제 2] 레고가 수행했던 개혁의 내용들을 수업시간에 다룬 개념들에 연결 지어 설명해보시오.
[문제 3] 레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Exploitation과 Exploration간의 관계 대해서 논의하시오.
- 레고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레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달성한 것인가? 혹은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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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1) 레고의 초창기 나무장난감

(Exhibit 2) 레고 블록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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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3) 최초의 레고 피규어

(Exhibit 4) 레고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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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5) 세계 출산율 추세

(Exhibit 6) 플레이스테이션 확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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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7) 레고 그룹 본사 인력현황
9000
8000

7898

8316
7658

8298
7294

7000

6643

6000

4922

5000

4199

4000
3000
2000
1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