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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
학습목표

전략과 전략경영 과정

1.1 전략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략경영 과정을 기술한다. 

1.2 경쟁우위를 정의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1.3 경쟁우위의 두 가지 측정 방법을 기술한다. 

1.4 부상하는 전략과 의도된 전략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1.5 전략과 전략경영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포켓몬고

포켓몬고는 역대 모바일 앱 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었다. 2017년 7월에 출시된 지 30일만에 포켓

몬고는 1억 3,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90일 만에 5억 다운로드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6억 달러

의 수입을 창출했다. 또한 출시 한 달 만에 스냅챗, 틴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어떤 인

기 앱보다도 더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포켓몬고 플레이어들은 포켓덱스라 불리는 리스트를 완성하

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들이 걸어다닌 거리는 해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래와 같다.

포켓몬고는 게임 콘텐츠와 기술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콘텐츠의 관점에 볼 때 이 게임은 비디

오 게임과 관련 제품을 계승한 작품이다. 닌텐도의 모바일 게임기인 겜보이의 콘텐츠로 1998년 9월 

30일에 미국에서 출시된 오리지널 포켓몬은 피카츄, 루기아, 야도킹, 썬더 등 이름만큼이나 귀여운 

캐릭터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했다. 게임 플레이어들은 포켓볼을 던져서 이러한 포켓몬들을 잡고 

훈련시켜서 포켓몬 리그에 참여시킨다.

이러한 오리지널 포켓몬은 경쟁, 환상, 그리고 수집의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이 성공함으로써 닌텐도와 게임 프리크, 그리고 크리처스가 공동 소유했던 

포켓몬이라는 이름이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강력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닌텐도

는 책, 카드, 비디오, 채팅 룸 등 포켓몬 게임의 후속 제품들을 선보였다. 

포켓몬고는 오리지널 포켓몬의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나이앤틱 연

구소가 개발한 증강 현실이라는 게임 기술에 의해 보강되었다. 나이앤틱 연구소는 원래 구글 소속

이었다. 존 행크에 의해 2010년에 설립된 이 기업이 처음 만든 제품은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사용

자들이 주변의 독특하고 숨겨진 사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인 ‘필드 트립’이었

다. 2013년 10월에 나이앤틱 연구소는 두 번째 제품인 인그레스를 발표한다. 판타지 게임인 인그레

스는 현실과 게임 내 요소를 결합시킨 증강 현실을 이용한 첫 번째 앱이었다. 이 게임은 기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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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에서의 성과가 매우 

높지는 않았다. 

2015년 10월에 구글은 나이앤틱 연구소를 독립된 

기업으로 분사했고 구글, 닌텐도, 그리고 포켓몬 컴

퍼니는 이 새로운 기업에 공동으로 3,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나이앤틱 연구소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엔젤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

다. 2014년 만우절에 나이앤틱 연구소는 ‘구글 지도 

포켓몬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구글, 포

켓몬, 나이앤틱 연구소의 공동 작품으로서 나이앤틱

의 인그레스 게임의 기술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들이 

증강 현실 속에서 포켓몬 캐릭터를 찾아다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행사가 놀라운 관심을 끌자 포

켓몬고 개발로 이어졌고, 이 새로운 게임은 2016년 7월에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출시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재정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 닌텐도는 포켓몬고의 지분 중 일부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가 420억 달러

까지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나이앤틱 연구소의 가치는 36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 게임을 즐

기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반사 이익을 누렸던 애플은 매출 증가를 30억 달러로 

추정했다. 또한 포켓몬 캐릭터를 상점 주변에 두는 대신 작은 비용을 지불했던 상점 주인들도 매출

의 증가를 경험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초기에 포켓몬고 서버는 급격한 사용자 증가로 어

려움을 겪었다. 몇몇 지역은 특정한 포켓몬 캐릭터를 찾는 사람들이 쇄도하여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묘지와 추모공원 등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사고를 당했고 그중 몇 명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포켓몬고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성공은 곧 사라져버릴 

것인가? 존 행크는 현재 포켓몬고 아이디어의 10%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게임 플레

이어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게임에서 이용된 증강 현실은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단지 시작일 뿐인가? 나이앤틱 연구소는 증강 현실 기술을 게임에서 구현할 최고의 기업인가 아니

면 다른 기업이 등장할 것인가? 보다 궁극적으로, 증강 현실 기술 자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게임 콘

텐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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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논의되는 많은 전략 요소들은 포켓몬고의 사례에 담겨 있다. 포켓몬고의 성공은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 구글, 그리고 나이앤틱 연구소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

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는 제11장에서 다룬다. 포켓몬고의 성공에 공헌한 포켓몬 브랜드의 중

요성에 대해서는 차별화에 대해 논의하는 제5장에서 다룬다. 나이앤틱 연구소에 여러 기업이 

투자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유연성에 대해 논의하는 제6장에서 다루며, 구글이 나이앤틱 연구

소를 분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수직적 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제8장과 다각화에 대해 논의하

는 제9장과 제10장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포켓몬고의 우위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한 모델을 논의하는 제3장에서 다룬다.

이러한 주제들을 포함하여 이 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전략경영 이론과 모델들은 궁극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왜 몇몇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는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생

존 또는 번영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과 모델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은 성공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일과 성공적인 업무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략과 전략경영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의 생존과 번영은 뛰어난 전략을 선택하고 그것을 잘 실행하는 데 달렸

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반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뛰어난 전략을 구성하는가 하

는 질문에는 많은 이견이 있다. 실제로도 좋은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

한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어느 기업의 전략  strategy을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고 정의하기

로 한다.2 뛰어난 전략이란 그러한 우위를 실제로 창출해내는 전략이다. 포켓몬고의 이론은 포

켓몬의 전통적인 명성을 증강 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이용하여 경쟁우위를 획득하

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차별화에 대해 설명하는 이 책의 제5장의 사례와 관련된다. 

이 산업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그 시장에서 경쟁 상황

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 나

름대로의 가정과 전제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가정과 전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과 부합하는

가에 따라 그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결정된다. 만일 그 가정과 전제가 정확하

지 못하다면 그 기업의 전략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느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 정확하게 추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기업이 확실하게 꼭 들어맞는 전략을 결정하

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왜 어떤 기업의 전략은 거의 대부분 ‘이론’에 그치는

가에 대한 이유이다. 전략은 경쟁환경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또한 그 진화 과정에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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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경쟁우위를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추측일 뿐이다. 

전략경영 과정

기업이 현재 최고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는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결

정하기 위한 전략경영 과정을 따라야 한다. 전략경영 과정 strategic management process이란 기업이 뛰

어난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즉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과 선택의 절

차를 나열해 놓은 과정이다. <그림 1.1>은 전략경영 과정의 예를 보여 준다. 이 책은 이 전략경

영 과정의 순서대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기업의 사명

전략경영 과정은 기업이 사명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업의 사명 mission이란 그 기업

의 장기적인 목적을 말한다. 사명은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그리고 동시

에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가를 명시한다. 사명은 종종 기업사명mission statement의 형식으로 명시 

된다. 

어떤 사명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사명은 공통된 요소를 갖는

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존슨앤존슨이 의료 제품에서, 3M이 접착 물질 분야에서 사업을 

정의하듯 기업의 주된 활동 분야에서 사업을 정의하거나, 또는 어떤 기업사명은 그 사업을 실

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할 것인지를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그 기업이 추

구하는 가치를 표현하기도 한다. 

사실상 많은 기업의 기업사명들이 너무나 비슷한 문구라서 어떤 사람들은 기업사명이 과연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3 또한 기업사명이 그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명시할지라도, 그것이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엔론은 광범위한 회계 부정을 저질렀지만 4 그 사명서에서는 정

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다.5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기업사명은 기업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명 목표

외부 분석

내부 분석

전략 선택 전략 실행 경쟁우위

그림 1.1

전략경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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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명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어떤 기업의 사

명과 목적에 대한 인식은 그 기업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

업들의 예로서 3M, IBM, 필립모리스, 월마트, 디즈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기

업 visionary firms, 즉 그 기업의 사명이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

운 점은 그 기업의 장기 수익률이다.6 1926년부터 1995년까지 1달러의 투자를 통해 6,536달러

의 가치를 창출했다. 1995년에 다른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415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기업들은 기업사명에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균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 그보다는 이들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일상 업무에서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신념에서 알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러한 가치와 신념을 포기할 때, 비전이 있

는 기업들 내에서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력과 함께 장기적 성과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균형

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7 

물론 이러한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해서 이 성과가 영원히 계속되리

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포드, 휴렛팩커드, 모토로라, 소니 등 

이전에 비전이 있는 기업으로 명명되었던 기업들도 최근에는 휘청거리고 있다. 그중 몇몇 기업

들은 이전에 가졌던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

석되기도 한다. 

어떤 사명은 기업의 성과를 해치기도 한다 어떤 기업의 사명은 그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성과를 해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 기업의 사명이, 

그 기업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과 일치하는지와는 관계없

이, 기업 내부적인 사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창립자나 최고경영층의 개인적인 신념만

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한 사명과 비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전략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야후의 예를 들어보자.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야후를 주당 31달러, 총 446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다. 이것은 당시 야후의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야후는 그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가 강하고 플랫폼에 투자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훌륭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

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즉 야후는 스스로의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 독립

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야후의 시장가치는 크게 요동쳤는데, 주당 1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013년 

에는 다시 2008년의 시장가치로 환원했다. 그러나 이 기업가치가 지속되는 것은 어려웠는

데, 야후가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아있기는 했지만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

국 2016년 7월에 야후는 버라이즌에 48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즉 독립적인 기업으로 남아있겠 

다는 사명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야후는 거의 4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불과 8년만에 상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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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것이다.8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될 수도 불리할 수도 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자체로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림 1.1>에 제시되었듯이 기업사명을 정의하는 

것은 전략경영 과정의 첫 단계일 뿐 아니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목표

기업의 사명이 기업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폭넓은 표현이라면, 목표 objectives는 기업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는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target이다. 좋은 목표는 기업의 사명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다. 반면 부실한 목표는 기업의 사명과 관련

되어 있지 않거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확실히, 부실한 목표는 경

영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기업사명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게 만든

다. 기업이 목표가 없거나 부실한 목표만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기업이 기업사명을 얼마나 중

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분석

전략경영 과정 중 다음 두 단계인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환경 분석은 동시에 실행하게 된다. 외

부환경 분석 external analysis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은 경쟁환경에서 중요한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게 

된다. 기업은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것이 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

협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종류의 기법과 접근 방법이 

외부환경 분석 실행을 위해 개발되어 왔는데, 제2장에서 이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외부환경 분석이 기업이 직면한 환경적인 기회와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내부환경 분

석 internal analysis은 기업이 자기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내부환경 

분석은 또한 기업이 자신들의 어떤 자원과 능력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

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환경 분석은 기업 조직 내에서 발전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게 해 주기도 한다. 외부환경 분석과 마찬가지로 내부환경 분석에도 지난 수년

간 개발되어 온 기법과 접근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전략 선택

사명과 목표, 그리고 완성된 내·외부 환경 분석을 갖춘 기업은 전략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은 ‘어떻게 하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을 선택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 선택은 두 가지 차원, 즉 사업부 수준의 전략과 전사적 수준의 전략

으로 나뉜다. 사업부 수준의 전략 business－level strategy은 기업이 한 시장이나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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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려는 행동이다.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저비용 전략(제4장)과 차

별화 전략(제5장), 유연성 전략(제6장)이다. 또한 사업부 수준의 전략인 암묵적 담합은 제7장 

에서 설명할 것이다. 

전사적 수준의 전략 corporate－level strategy이란 기업이 여러 시장이나 산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동

시에 추진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하려는 행동이다. 이 전략들은 제3부의 주제다. 자주 이용

되는 전사적 수준의 전략은 수직적 통합 전략(제8장), 다각화 전략(제9, 10장), 전략적 제휴 전

략(제11장), 인수합병 전략(제12장)을 포함한다. 

물론 어느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복잡한 일이므로 그 내용은 이 책의 

각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거론될 것이다. 그러나 전략 선택에 관한 근본적인 논리는 복잡하지 

않다. 전략경영 과정에 따르면, 전략을 선택할 경우의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충족하는 전략

을 고르는 것인데, (1) 기업의 사명을 뒷받침해 줄 것, (2) 기업의 목표와 일치할 것, (3) 기업의 

외부 기회와 내부 강점을 활용할 것, (4) 기업의 외부 위협을 중화하고 내부 약점은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실행된다－전략경영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가정하에 이 네 가지 조

건을 만족시키는 전략은 그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전략 실행

선택된 전략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전략을 고르는 일은 무의미하다. 전략 실행 strategy 

implementation은 기업이 선택한 전략과 일치하는 조직적 정책과 행동이 실현될 때 존재한다. 

세 가지 구체적인 조직적 정책과 행동으로서, 기업의 정규적인 조직 formal organizational structure, 

기업의 정규적·비정규적인 경영통제 시스템 management control systems, 종업원 보상 정책 employee 

compensation policies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을 기업 전략과 일치시킨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조직 구조, 

경영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은 이 책의 제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전사적 전략의 실행에 대해

서는 제3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해당 부분의 동일한 챕

터 내에서 다룬다. 그러나 다각화 전략의 실행은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다각화 전략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그 실행에 대해서는 제10장에서 분리해서 다루기로 한다.  

경쟁우위란 무엇인가

전략경영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쟁우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경

쟁 기업들보다 경제적인 가치를 더 창출할 때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가진다고 정의한다. 

경제적인 가치 economic value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익 perceived 

benefits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 economic cost의 차이를 뜻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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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한 기업의 경쟁우위 크기는 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경쟁 기업들

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뜻한다.9 

<그림 1.2>에서 두 기업을 비교해 보자. 두 기업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구매자를 상대

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I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180달러를 창출하고, 

기업 II는 150달러를 창출한다. 기업 I이 기업 II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

업 I은 기업 II보다 경쟁우위를 가진다. 경쟁우위의 크기는 그 경제적 가치의 차이, 즉 30달러

(180달러－150달러)이다. 

한편 기업 I의 우위는 다른 원천들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I은 기업 II보다 구

매자가 인식하는 가치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다. <그림 1.2>의 (A)에서 보듯 기업 I이 단위당 

230달러만큼의 구매자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기업 II가 200달러만큼의 구매자 수익을 창출한

다면, 두 기업이 동일한 비용(단위당 5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I의 경제적 가치 창출(230

달러－50달러＝180달러)은 기업 II의 경제적 가치 창출(200달러－50달러＝150달러)보다 크

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기업 I이 기업 II보다 높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기업 I의 높은 구매자 수

익은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그림 1.2>의 (B)는 또 다른 종류의 경쟁우위의 원천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들은 

같은 크기의 구매자 수익(210달러)을 창출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다르다. 즉 기업 I의 비용은 

단위당 30달러로서 판매 단위당 180달러(210달러－30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수익
= 230달러

창출된
경제적 가치
= 180달러

총비용
= 50달러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수익
= 200달러

창출된
경제적 가치
= 150달러

총비용
= 50달러

(A)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익을 더 창출하는 기업 I의 경쟁우위 

기업 I 기업 II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수익
= 210달러

창출된
경제적 가치
= 180달러

총비용
= 30달러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수익
= 210달러

창출된
경제적 가치
= 150달러

총비용
= 60달러

(B) 저비용을 실현하는 기업 I의 경쟁우위

기업 I 기업 II

그림 1.2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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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 II의 비용은 단위당 60달러로서 판매 단위당 150달러(210달러－60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기업 I이 기업 II보다 낮은 구매자 수익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기업 I의 낮은 비용은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우위는 임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다. <그림 1.3>에서 간략하게 요약하

였듯이 임시적 경쟁우위 temporary competitive advantage는 짧은 기간에만 존재하는 경쟁우위를 말한

다. 반면에 지속적 경쟁우위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는 경쟁우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를 말한다. 경쟁우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 실증 연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경쟁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경쟁

등위 competitive parity를 갖는다. 경쟁 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경쟁

열위 competitive disadvantage를 갖는다. 경쟁우위와 마찬가지로 경쟁열위도 임시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다. 

경쟁우위
어느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때

임시적 경쟁우위
단기간 지속되는

경쟁우위

지속적 경쟁우위
장기간 지속되는

경쟁우위

경쟁등위
어느 기업이 경쟁 기업과 

같은 크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때

임시적 경쟁열위
단기간 지속되는

경쟁열위

지속적 경쟁열위
장기간 지속되는

경쟁열위

경쟁열위
어느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작은
크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때

그림 1.3 경쟁우위의 형태

사명
●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명

● 성과를 높이는 사명
● 성과를 해치는 사명

목표
● 측정 가능할 것
● 구체적일 것

전략적 선택
사업부 수준의 전략
● 저비용 전략
● 차별화 전략
전사적 수준의 전략
● 수직적 통합
● 전략적 제휴
● 사업 다각화
● 인수합병

전략 실행
조직 구조
통제 과정
보상 정책

경쟁우위
열위
● 임시적
● 지속적
등위
우위
● 임시적
● 지속적

외부 분석
위협
기회

내부 분석
강점
약점

그림 1.4 전략경영 과정의 구체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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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증 연구

예전에는 경제학자들이 기업이 얼마나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

해 관심을 가졌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

에서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경쟁우위

가 단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하

였다. 이 이론은 한 기업이 가진 경쟁우위

가 다른 기업들에 의해 빠르게 인식되고 

모방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쟁등위만이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

쟁우위는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길게 지속된다. 

데니스 뮬러는 이 주제에 대해 처음 연

구한 학자들 중 하나였다. 그는 논문에서 

472개 기업을 1949년 각각의 성과에 따

라 8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다음에 그

는 각 기업의 처음 성과가 후속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전통적인 경

제학에 따르면 모든 기업의 성과는 평균 

수준으로 수렴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초기에 높은 성과를 보였던 기업

들은 나중에도 높은 성과를 유지했고, 초

기에 낮은 성과를 보였던 기업들은 나중

에도 낮은 성과를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제프리 워링은 뮬러의 연구를 이어받아

서, 왜 어떤 종류의 산업에서는 다른 산업

에서보다 경쟁우위가 더 오래 지속되는가

에 대해 연구하였다. 워링은 그 결과로 (1) 

정보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산업, (2) 구매

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데 많은 지식이 필

요한 산업, (3) 연구개발비가 많이 요구되

는 산업, (4)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산업

에 속한 기업들보다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터 로버츠는 미국 제약산업에서의 이

익률의 지속성을 연구하였다. 로버츠는 이 

산업 내의 경쟁우위가 지속될 수 있음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위는 기업들

이 강력한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성에 기

인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애니타 맥거한과 마이클 포터가 쓴 논문

이 있다. 그들은 높은 성과와 낮은 성과 

모두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 주

었다. 지속적인 높은 성과는 그 기업이 속

한 산업의 특성, 또한 특정 사업부가 속한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고, 그와는 대

조적으로 지속적인 낮은 성과는 특정 사

업부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경제학 

연구가 경쟁우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낸 것에 반해, 전략경영 연구

에서는 경쟁우위가 지속되는 조건들을 찾

아냈다는 점에서 두 연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적어도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지속

시킬 수 있다는 실증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10 

경쟁우위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보완된 전략경영 과정

모든 전략경영 과정을 살펴본 이 시점에서, 기업이 전략 선택과 실행을 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

는 다양한 선택 사양을 고려하여 <그림 1.1>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그림 

1.4>인데 앞으로 이 책에서 이용할 구체적인 모형 organizing framework을 보여 준다. 전략경영 과정

의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론적 뿌리를 찾아서’(12쪽)에서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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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뿌리를 찾아서

최근 전략경영 분야의 몇몇 학자들은 

전략경영 과정을 대체할 모형을 개

발했다. 미션과 목표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략 실행까지 이어지는 요소들을 제시하

는 대신 이 모형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

러한 활동들은 기업의 사업 모형 business 

model이라고 불린다. 

기업의 사업 모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알렉스 오

스터월더와 예스 피그누어가 개발하여 그

들의 저서인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Business 

Model Generator에 소개한 모형일 것이다. 

이 모형은 경영자가 단 한 장의 종이 위에 

사업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

게 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usiness model canvas’라고 불린다. 그 캔버

스는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다. 

이 캔버스의 중앙에는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이라고 명명된 박스가 자리 잡

고 있다. 기업의 가치 제안에는 기업이 고

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들, 기업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고객의 문제점들, 

그리고 기업이 초점을 맞출 고객 유형 등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기업의 가치 제

안을 파악하는 것은 <그림 1.4>에서 보여

주는 요소 중 기업의 전략에 대해 파악하

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일단 기업의 가치 제안이 파악되면 기

업이 행해야 할 ‘핵심 활동들 key activities’

과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통제

해야 하는 ‘핵심 자원들 key resources’, 그

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해 필

요한 ‘핵심 파트너들 key partners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가치 제안은 

‘구매자 관계 customer relationships’와 그 구

매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경로 channels’, 

그리고 어떤 ‘구매자 집단 customer segments’

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

는 것에 도움을 준다. 

만약 기업의 핵심 활동, 자원, 파트너, 

그리고 구매자 관계, 경로, 구매자 집단이 

각각 가치 제안이 실행되는 것을 지원하

게 되면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기업의 비

용 구조와 수익 흐름을 개선하게 된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수치 

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상이한 요

소에 대해 상이한 이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소매업과 오프라인 소매업이 

결합되어 있는 사업 모델인 ‘온－오프병

합 bricks and clicks’ 모형은 절반 정도 독립

적인 가맹점들이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

차이즈’ 모형 그리고 기업이 구매자로부

터 직접 주문을 받음으로써 제조 과정의 

재고를 없애는 ‘직접배송 direct’ 모델과 매

우 다른 형태의 사업 활동을 보이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캔버스 모형이 

기존의 전략경영 과정 모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으로 간

주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

은 과정상의 중요한 요소들, 예를 들어 전

략 실행을 위한 조직 과정이 캔버스 모형

에서는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

른 학자들은 캔버스 모형에는 경쟁의 개

념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복수의 경쟁 기업들이 캔버스

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캔버스 모형은 기

업의 광범위한 활동을 잘 요약해서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서 기업의 비용 

및 수익 구조와 연관되는지 알기 쉽게 설

명하는 모델이다. <그림 1.4>에서 설명하

는 모형은 이 책의 흐름에 있어서 기본적 

구조를 이루겠지만, 캔버스 모형의 개념들 

역시 적절한 장소에서 이용될 것이다.1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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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 측정하기

앞에서 어떤 기업이 경쟁 기업들보다 경제적인 가치를 더 창출할 때 경쟁우위를 가지며, 경제

적인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익과 그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의 차이를 뜻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들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정의를 내리는 것과 실제로 이들 개념을 수치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가 얻는 수익은 그 수

익을 구매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따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 또한 언제나 측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의 경쟁우위

를 측정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이 개발되었는데, 첫 번째 방

법은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경쟁우위의 회계적 측정

기업의 회계적 성과 accounting performance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정보를 이

용한 경쟁우위의 측정치이다.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

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상이한 산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회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반으로 이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회계 기준의 적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회계적 성과를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율 분석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 재무제표 수치들의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을 회계적 비

율 accounting ratios이라 한다. <표 1.1>은 대표적인 회계적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비율들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 (1) 수익성 비율 profitability ratios, 즉 이익과 기업 규모의 비율, (2) 유

동성 비율 liquidity ratios, 즉 기업의 단기 재무 상황을 나타내는 비율, (3) 레버리지 비율 leverage ratios, 

즉 기업이 부채를 얼마나 더 조달할 수 있는가 등의 재무적 유연성을 나타내는 비율, (4) 활동

성 비율 activity ratios, 즉 기업 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물론 기업의 회계적 비율 자체로는 그 기업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 어느 기업의 성과를 보

여 주기 위해서는 회계적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같은 

산업 내 경쟁 기업들의 회계적 비율의 평균이 된다. 비율 분석에 따르면, 어느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보다 높을 때 그 기업은 평균 이상의 회계적 성과 above－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를 거둔

다고 한다. 그러한 기업은 대체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진다. 어느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과 같

을 때 그 기업은 평균 수준의 회계적 성과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를 거둔다고 한다. 그러한 기

업은 대체적으로 경쟁등위를 가진다. 어느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보다 낮을 때 그 기업은 평

균 이하의 회계적 성과 below－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를 거둔다고 한다. 그러한 기업은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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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업의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

비율 계산식 해석

수익성 비율

 1. 총자산수익율(ROA) 세후이익

총자산

총투자에 대한 수익

 2. 자기자본이익률(ROE) 세후이익

자기자본

총자기자본에 대한 수익

 3.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매출비용

매출액

업무상 비용을 제외한 이익

 4. 주당 순이익(EPS) 세후이익－우선주 배당금

보통주 유통주식주

보통주 주주의 이익

 5. 주가수익률(p/e) 주가

주당 세후이익

예상되는 기업 성과－높은 주가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성

과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6. 주당 현금흐름 세후이익＋감가상각

보통주 유통주식주

현행 자본비용보다 높은, 사업을 위해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양

유동성 비율

 1.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200∼300%의 비율이 권장됨) 

 2. 당좌 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

현재의 재고를 처분하지 않고 현재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100% 이상이 권장됨)

레버리지 비율

 1. 자산부채 비율 총부채

총자산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에 대한 부채 의존도(높

을수록 파산의 위험이 높음)

 2. 자기자본부채 비율 총부채

자기자본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에 대한 부채 의존도(대

개 100% 이하임)

 3. 이자보상 비율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이자비용

이익을 통해 이자를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는 능력(100%를 초과해야 함)

활동성 비율

 1.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액

재고자산

재고가 소진·충당되는 속도

 2. 매출채권 회전율 순외상매출액

매출채권

신용매출채권을 회수하는 평균시간

 3. 평균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출채권

1일 평균 매출액

매출 후 대금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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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열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애플을 살펴보자. 애플의 2015년과 2016년의 재무 상황은 <표 1.2>에 나타나 있

다. <표 1.3>에서는 애플의 2년간 회계적 성과의 몇 가지 비율 측정치가 계산되었다. 

애플의 매출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2,340억 달러에서 2,156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수익

성 비율들 중 총자산수익률(ROA)은 0.18에서 0.14로 감소했다. 그러나 자기자본이익률(ROE)

은 0.4에서 0.39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애플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

락이나 저비용 제품으로의 제품믹스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매출은 

낮은 이익으로 이어졌다. 또한 애플의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증가했는데, 이것은 애플이 단

기적인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거의 일정한 

표 1.2 2015년과 2016년에 애플의 재무 상황(단위：100만 달러)

2015년 2016년

순매출액

매출비용

매출 총이익

판매 및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총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세전총이익(손실)

법인세

세후순이익

재고자산

유동자산

총자산

유동부채

총부채

자기자본

이익잉여금

233,715

140,089

93,626

14,329

8,067

22,396

71,230

72,515

19,121

53,394

2,349

89,378

290,345

80,610

170,990

27,416

92,284

215,639

131,376

84,263

14,194

10,045

24,239

60,024

61,372

15,685

45,687

2,132

106,869

321,686

79,006

193,437

31,251

96,364

표 1.3 2015년과 2016년 애플의 회계 비율

2015년 2016년

총자산수익률 41,711/176,064＝0.237 45,687/321,686＝.14

유동 비율 89,378/80,610＝1.11 106,869/79,006＝1.35

자산부채 비율 170,990/290,345＝0.59 193,437/321,6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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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을 보면 애플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추가적인 장기부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표 1.2>와 <표 1.3>에 있는 정보는 애플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상

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재무적으로는 대체로 매우 건전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쟁우위의 경제적 측정

경쟁우위를 회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장점은 수치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상장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심지어 사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회계적 성과를 공개하게 마련이다. 일단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면 다양한 회계

적 비율을 계산하기가 쉽다. 그 비율을 산업 평균 비율과 비교하면 산업 내에서 그 기업이 가

진 경쟁적 지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쟁우위의 회계적 측정치들은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가진다. 앞에서 설명하

였듯이, 경제적인 이익 economic profit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

익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의 차이를 뜻한다. 그런데 경제적 비

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회계적인 수치가 거의 측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 이 자본비용 cost of capital은 기업이 자본 공급자 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수익률을 뜻한

다. 일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그 자본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

는데, 더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본 투자를 통한 일정 수준의 수익을 투

자자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자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우위의 경제적 측

정치 economic measures of competitive advantage는 산업 평균 수익과 기업의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자본비용과 기업의 수익을 비교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본 capital의 원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인자본 debt(은행과 채권자로부터의 자

본)과 자기자본 equity(주주와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자본)이 그것이다. 타인자본비용 cost of debt은 

기업이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이자(세후이자)를 뜻하고, 자기자본비용 cost of equity은 주주들에

게 약속하는 수익률을 뜻한다.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은 자기자

본과 타인자본의 각 비율과 그 비용을 각각 곱해서 합산한 평균 비용을 말한다. 수학적으로 기

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자본비용＝(부채의 시장가치/기업의 시장가치)×세후타인자본비용

＋(자본의 시장가치/기업의 시장가치)×자기자본비용 (1.1)

이러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요소들을 계산하는 과정은 기업의 재무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

다. 타인자본비용 cost of debt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부채로부터의 이자이다. 세후타인자본비용 

after－tax cost of debt은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가 환급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1－기업의 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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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비용이다. 그 반면에 자기자본비용 cost of equity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 금액이다. 대체로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모델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에 의해 

추정되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본비용＝무위험수익률＋β(시장기대수익률－무위험수익률) (1.2)

여기에서 무위험수익률 risk－free rate of return은 무위험자산(예：국채)의 이자율과 동일하고, 시장

기대수익률 expected market return은 완전히 분산된 주식 투자로부터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며, 

β 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 완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비교하여 위험한 정도를 의미한다. 많은 

상장기업의 β 는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어느 기업의 자본비용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이해관계 집단인 채권자와 주

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달성해야만 하는 성과를 의미한다. 자본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채권자와 주주들로부터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기업은 보통 이상의 경제적 

성과 above－normal economic performance를 거두는 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자본을 유치하

여 기업 성장과 확장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은 보통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기업보다 더 많이 번다. 

자본비용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보통 수준의 경제적 성과 normal economic perfor 

mance를 거두는 기업이다. ‘보통 수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채권자와 주주

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보통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기업은 현

상 유지에 필요한 만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성장할 기회를 잡는 면에서는 다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등위를 가진 기업은 보통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기업은 자본 감소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어느 기업이 보통 이하의 경제적 성과 below－normal economic performance를 가지게 되면 채권자와 

주주들은 그 기업 대신 다른 투자처에서 적어도 보통 수준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성과가 제고되지 않는 한 장기적 생존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쟁열위를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 

기업의 성과를 전략적으로 분석할 때 자본비용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몇 가지 장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기업이 두 이해관계 집단인 채권자와 주주를 만족시켜야 한다

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개념에 따르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본비

용을 계산하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대상 기업이 사적으로 경영되는 privately held 사기

업인 경우나 또는 대기업의 한 계열 기업인 경우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계적 비율을 이

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 채권자와 주주를 만족시켜야 하는 기업의 사

명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이들 두 집단의 이익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다른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략과 기업윤리’에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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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와 회계적 성과의 관계

경제적 성과와 회계적 성과의 상관관계는 높다. 즉 한 가지 형태의 성과가 높으면 다른 형태의 

성과가 높을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한 가지 형태의 성과가 낮으면 다른 형태의 성과도 낮을 

확률이 높다. 이 관계는 <그림 1.5>에서 설명한다. 

전략과 기업윤리

어느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주주

와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류의 이해관계자

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

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부류의 이해관계

자 stakeholder로는 그 기업의 공급자, 구매

자, 종업원,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

회를 들 수 있다. 이들도 주주와 채권자들

처럼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며, 따라서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 

어떤 학자들은 기업이 주주의 부를 극

대화하기만 하면 다른 부류의 이해관계자

들도 자동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 주장은 소위 주주의 잔여권리 

보유자 residual claimants 관점에 기반한 것이

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는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모두 집

행한 다음에야, 즉 종업원들이 임금을 받

고, 공급자들이 대금을 지불받고, 구매자

들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의

무를 이행한 다음에야 그 투자에 대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잔여권리 보

유자인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다

른 이해관계자의 투자도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내용이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주주의 이해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는 때때로 충돌하

므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

시 다른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는 않는

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구

매자들은 그 기업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하는 반면, 

그 기업의 주주들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주주의 부를 극

대화하기를 원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기업

의 종업원들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종

신고용제를 원하는 반면, 그 기업의 주주

들은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더라

도 단기적 성과를 높이는 제도를 원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주주의 이해도 충돌할 

수 있는데, 특히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

영 활동을 요구받아 그 활동으로 기업의 

단기적 성과가 감소되는 경우에 그렇다. 

이 논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국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국제화가 오직 주주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환경, 그리고 피투자

국의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국제

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자신들

은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

다고 응답한다. 이러한 두 주장에 대한 열

띤 공방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12

주주와 이해관계자

 
경쟁우위

경쟁등위

경쟁열위

평균 이상의 회계적 성과

평균 수준의 회계적 성과

평균 이하의 회계적 성과

보통 이상의 경제적 성과

보통 수준의 경제적 성과

보통 이하의 경제적 성과

그림 1.5

경쟁우위와  
기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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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기업이 평균 이상의 회계적 성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보통 이하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

면서 산업 평균 이상의 회계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면서 산업 평균 이하의 회계적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부상하는 전략과 의도된 전략

기업의 전략에 대해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기업이 <그림 1.1>에 나타난 과정 그대

로 전략을 선택하며 실행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잘 정의된 기업사명과 기업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전략을 선택하며,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시행착오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배산업에서 범세계적 일류 기업인 페덱스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획

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잘 준비된 이론을 가지고 택배산업에 진입하였다. 페덱스의 창업자인 

프레드 스미스는 예일대학교의 학부 과정에서 보고서를 쓰는 와중에 이 이론을 고안하게 되었

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 보고서에서 고작 ‘C’ 학점을 받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고안된 야

간배달 사업의 경쟁우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 기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1971년에 설립된 페덱스는 2016년 매출이 500억 달러에 달했고 4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했다.13 

다른 기업들도 잘 준비된 이론과 전략을 구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이

론이나 전략을 시장에서 실행하면 그 이론이나 전략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아서 대폭 수정해야

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상하는 전략 emergent strategies은 한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이론을 말하

거나, 또는 일단 실행된 전략이 크게 수정된 후 나중에 나타난 전략을 말한다.14 

여러 유명한 기업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상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존슨

앤존슨은 원래 살균거즈와 깁스를 공급하는 기업이었고, 소매 제품은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

나 깁스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존슨앤존슨은 깁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를 첨부하여 깁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곧 구매자들은 파우더만

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문의하기 시작했고, 이 기업은 ‘존슨의 화장실용과 아기용 파

우더’ 제품을 시판하게 되었다. 나중에 한 종업원이 아내를 위한 일회용 밴드를 발명하게 되었

는데, 아마도 부엌에서 자주 손을 베는 아내를 위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다. 존슨앤존슨의 마케

팅 관리자가 이 발명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존슨앤존슨은 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로 결

정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존슨앤존슨의 일회용 밴드 Band－Aid는 존슨앤존슨의 제품들 중 가장 높

은 판매고를 기록하는 제품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존슨앤존슨의 의도된 전략은 의료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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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급자로 경쟁하는 것이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부상한 소비자 제품 전략은 기업 매출의 

40%를 상회하는 매출을 창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상하는 전략을 이용한 또 다른 기업은 메리어트 코퍼레이션이다. 메리어트는 원래 식당 사

업을 영위했다. 1930년대 후반에 메리어트는 8개의 식당을 소유·경영하고 있었다. 그중 한 식

당은 워싱턴 D.C.의 공항 부근에 위치했는데, 경영자들은 구매자들이 비행기에서 먹기 위해 

이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메리어트 코퍼레이션의 설립자인 J. 윌러드 

메리어트는 이 같은 여행자들의 습관을 염두에 두고 이스턴항공의 탑승객에게 포장 도시락을 

제공하는 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 계약은 나중에 아메리칸항공으로 확대되었고,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항공사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메리어트의 주된 사업이 되었다. 메리어트의 

기존의 의도된 전략은 식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지만,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에 

음식을 납품하는 사업이 부상함에 따라 그 부상하는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15 

물론 전략경영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실패한 기업의 경우에만 부상하는 전략이 중

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전략경영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이 

기업이 선택한 전략을 대체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전략을 선택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전략경영 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업은 어느 산

업에서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단지 ‘최선의 추측’만을 하는 현실이 있을 뿐이

다. 이 현실적 상황에서 산업 내 부상하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기

업의 능력은 전략경영 과정을 완성하는 능력으로서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부상하는 전략은 창업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전략경영 과정을 왜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은 기업의 전략과 전략경영 과정에 대해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상급 경영자들이고, 학생들이 그런 지위에 

오르려면 대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전략경영 과정에 대해 

지금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전략경영 과정은 당신을 고용하는 

기업의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미 어느 기업의 전략이 그 기업의 

경쟁우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했다. 당신의 직업상의 성공 여부는 

그 기업의 경쟁우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성공적인 기업을 선택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거나 계

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어떻게 경쟁우위를 획득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기업들보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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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경력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둘째, 당신이 일단 기업을 선택한 다음에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그 기업의 전략과 전략 실

행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 당

신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기업이 기대하는 것이 변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제2부에서 보게 될 내용처럼, 저비용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의 회계 기능과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의 회계 기능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마케팅 기능과 제조 기능 또

한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당신이 속한 기업의 전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

이 하는 회계, 마케팅 또는 제조 관련 업무의 효과성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는 소수의 고위 경영자들만이 전략 선택의 기능에 관여하게 되지만, 

소규모 또는 창업 기업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종업원들이 전략경영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만

약 이 같은 소규모 또는 창업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당신은 전략경영 과정을 실행하거나 전

략을 선택하는 직무를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을 선택하거나 실행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전략과 전략경영 과정을 학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경력을 갖든 

유익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설명된 전략 이론과 모

델을 읽고 그것을 경영 사례 분석에 적용할 때 당신의 주장을 강의실에서 교수나 학우들에게 

설득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영 분야 소통의 능력과 함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울 기회

를 갖게 된다. 경영 사례는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데이

터 해석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각 장에 포함된 전략과 기업윤리의 사례를 읽

으면서 경영 현장에서의 윤리적 이슈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즉 본문에서 설명하는 전략과 전

략경영 과정의 내용에 더해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당신의 경영 분야 지식을 넓히고 당

신의 경력과 무관하게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요약

기업의 전략은 그 기업이 어떻게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다른 학문 분

야의 이론들처럼 어느 기업이 가진 이론은 가정에 기초하게 되는데, 그 가정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다. 이 가정이 실제 상

황과 일치할 때 그 기업이 가진 전략은 경쟁우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전략을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전략경영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기업

이 ‘좋은’ 전략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는 일련의 분석 절차

이다. 

전략경영 과정은 기업이 사명, 즉 기업의 장기적 목적을 정의하는 데서 시작된다. 기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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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종종 기업사명으로 표현된다. 기업사명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의 목표는 기업사명의 성취 여

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측정치이다. 외부환경 또는 내부환경 분석은 기업

이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그리고 내부적인 강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 분석을 거친 

뒤에 기업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전략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업부 수준의 

전략(저비용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포함)과 전사적 수준의 전략(수직적 통합, 전략적 제휴, 다

각화, 인수합병 전략을 포함)이 그것이다. 전략 선택에 따르는 전략 실행은 선택된 전략을 지

원하는 조직 구조, 경영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을 선택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전략경영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우위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 기업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때 경쟁우위를 가진다. 경제적인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익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의 차

이를 뜻한다. 경쟁우위는 임시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다. 경쟁등위는 기업이 경쟁 기업들과 

같은 크기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경쟁열위는 기업이 경쟁 기업들보다 적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경쟁우위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다. 

기업의 경쟁우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는 회계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를 들 수 있다. 회계적 성과는 어느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서 계산될 수 있는 다양

한 회계적 비율을 통해 그 기업의 경쟁우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어느 기업의 회계적 성과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회계적 성과와 비교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는 어느 기업의 수익을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한 기업의 자본비용은 채권자와 주주들이 그 기업에 투

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업이 약속해야 하는 수익률을 뜻한다. 

많은 기업들이 전략 선택과 실행을 위해 전략경영 과정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모든 전략이 이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전략은 기업이 예측하지 못했던 산업 내 경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전략과 전략경영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둘째로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그 직장에서 성공하

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 기업에서는 입사 초기부터 전

략경영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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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장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이 생존하고 장기적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실현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가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1년에 연속적으로 발표한 논문들은 기업이 행하는 자선적 기부나 사회적 

책임활동이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

장하고 있다. 이들이 2011년 논문에서 제시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의 개

념은 각광을 받게 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개념을 가장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국가로서 

2014년에 ‘CSV 포터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시상식에 방문한 포터 교수 스스

로도 “CSV 관련 상이 제정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사내에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 전담부서를 두

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로서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 사

업을 들 수 있다. 택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시간이다. 폭주하는 물량을 정

확히 처리하면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배기사는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 수당이 상승하고, 회사는 택배기사의 수가 적을수록 이익률이 상승한다. 

CJ대한통운이 개발한 실버택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

에도 공헌했다. 모델은 사실 단순하다. 택배기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개별

적으로 배송하는 대신 단지 내 주차장, 공터, 상가 내 장소 등 특정 배송 거점까지만 묶음으로 

운반한다. 그 대신 배송 수당의 절반만 받는다.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는 시니어 택배원, 즉 노인 분들이 수령하게 된다. 

이 모델이 놀라운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먼저 

택배기사는 물량당 수당은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일일이 방문하는 시간을 줄여서 두 배 이상

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택배기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도 증가하는 택배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분실이나 기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

는 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시니어 택배원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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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보람과 즐

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CJ대한통운은 2013년에 보건복지부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시니어 일자리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 160개 거점에 1,300여 개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여

기에 무공해 전동 카트나 전동 자전거 같은 배송장비도 제공하여 이 기업은 일자리, 친환경, 

지역사회의 3대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2017. 12. 30. CJ대한통운, 장년층 고용촉진 기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표창 수상, 동아일보 2014. 12. 4. 제1회 ‘CSV 포

터상’ 현대자동차 등 12곳 수상; Porter, E., Kramer, M. (200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Dec. 5－16; Porter, E., Kramer, M.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Dec. 1－13; Porter, E., Kramer, M.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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