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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아마도 “트레이드오프

(Trade-Off)”일 것이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크기,

속도, 연료 효율, 안전성, 탄소 배출량, 스타일, 가격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자동차는 이러한 다양한 성능 간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트레이드오프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들은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트레이드오프의

구성을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내 경쟁은 고객이 선호하는 사항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의 대부분은 물리학

법 칙 에 근거하므로(예: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큰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리학 법칙 하에서 트레이드오프의

최적점을 찾는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목표설정과 의사결정의 기반으로서의 트레이드오프는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된다. 소위 양자 택일을 의미하는 “Tyranny of

the OR”의 개념은 도달 가능한 한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

저가 또는 고품질보다는 저가이면서 고품질을, 고객 맞춤 또는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화된 대량 생산을, 고성능 또는 저가보다는

저가의 고성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드오프에 초점을 맞추다

보 면 상쇄 효과를 너무 자주 무조건적이고 불필요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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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딜로이트 컨설팅은 기업의 지속적인 우수한 성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The Persistence

Project를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는 Harvard Business Review 및 전문학술지인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와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에 게재되었다. 아래의

본문은 프로젝트 시리즈 중 여섯 번째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다. 더욱

자세한 결과는 www.deloitte.com/us/persisten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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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요소 모두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가속력과 연료효율성

사이에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였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차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성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다시 말해, 전략이 트레이드오프를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면, 진보는 그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높은 성과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약간은 놀랍게도,

Tyranny of the “OR”은 매우 우수한(Very

Good) 기업에서 이례적으로 우수한(Truly

Exceptional)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우 우수한 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고(The Very Best)의 기업들은

고도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한다. 

반면, 보통의(Mediocre) 기업과 주목할 만한(Noteworthy) 기업의 차이는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보통의 기업들은 항상 우수한 기업들과 최고의

기업들에게 차별화와 가격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이 어중간한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개선시켜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곤 한다.

요약하자면, 트레이드오프를 수용(Accept)할 것인지 극복(Break)할 것인지는* 경쟁 상대가 

누구냐에 달려있다.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향상시킴으로써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가 되기 위한 투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유능한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며, 매우

신중하게 파악된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우위를 찾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약점을

수용해야 한다.

매우 우수한 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고의 기업들은

고도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한다.

1949년 설립되어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Medtronic은 오랫동안 심박조율기의

대명사가 되어 왔으며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업체”로 일컬어져 왔다.1 1960년대부터

심박조율기 기술을 선도하여 왔지만, Medtronic 또한 리콜로 인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1975년 Xytron의 리콜과 1984년 6972모델의 리콜 등이 그 예이다.

THE ANATOMY OF PROFITABILITY

* Tradeoff의 수용(Accept)과 극복(Break): 두 가지의 선택 요소 존재 시 한 요소를 포기하고 다른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Tradeoff의 수용이라 표현하였으며, 두 요소 모두를 추구하는 것을 Tradeoff의 극복이라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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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업은 그 이후로 거의 30년간 시장을 선도해 왔다.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ROA)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Medtronic는

ROA 기준으로 미국 소재 상장사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 10%를 유지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을 “Miracle Worker(MW)”라 정의한다. Miracle Worker: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단순히 운이 따라준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업.

물론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Medtronic의 우수한 성과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의료기기산업 내 좋은 비교대상은 1941년

설립되어 미시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Stryker라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설립 초기에

의료기기시장 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동식 병원 침대 등과 같은 분야의 선두주자였다. Stryker가 상장한 해인 1978년에는

인공관절, 응급장비 등과 같은 더욱 선진화된 기술 장비분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기업의 탄탄하지만 점차 하락하는 성과로 인해 ROA 기준으로 상위 20~40%수준에

머물렀었으나 1998년 이후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 왔다.

”이례적인” 성과란 무엇인가?

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소문난 기업들의 행동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자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기업들이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학술 논문 “A Random Search for Excellence”(www.deloitte.com/us/

persistence)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상, “기술”에서 “운”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만 밝혀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통계적 테스트의

수행이 요구되며, 동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정량화된 신뢰수준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단지 “운”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해준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이례적 성과 기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Miracle Workers

(MW)와 Long Runners (LR). Miracle Workers는 우리가 정의한 최상위 기준이다.

Long Runners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Miracle Workers보다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그룹의 분류는 기업의 평생 실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자: 통계적 관점에서, 5~1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은 치열한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 기업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다. 우리의 접근법은, 우수한 실적으로

나타난 기업들이 정말로 우수한지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즉, 제 1종

오류(실제로는 거짓인 것을 참으로 잘못 판정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례적인

기업들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즉, 제2종 오류(실제로는 참인 것을 거짓으로 잘못 판정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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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3개 의료기기업체의 수익성 분해그림1. 3개 의료기기업체의 수익성 분해

기업의 성과가
동종업계 상위10%   
추세를 벗어남 

ROA 추세 라인

기업의 성과가 
동종업계 상위 10%
추세에 속함

연간 십분위수 순위 
(예시: 1→ 상위 90%, 

9 → 상위 10%)

일정추세에서 벗어난
십분위수 순위

ROA 변동의 상한치와 하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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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yker의 최종 성과는 우연으로 보기에는 힘든 결과였다. Medtronic 만큼 놀랄 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Stryker는 소위 말하는 Long Runner(또는 “LR”)이다.2 

두 종류의 이례적인 성과 – Miracle Worker와 Long Runner – 의 비교도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하지만, 평균 기간, 평균 수익성 및 평균 변동성을 가진 평균 수준의 기업을 포함시키면

그림이 더욱 완벽해진다.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을

Average Joe(또는 “AJ”)라 정의하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결코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 우리가 선정한 AJ는 1983년

설립되어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Invacare

라는 기업이다. 이동 보조기구(예: 휠체어) 및 홈케어

장비(예: 침대) 생산에 주력한 Invacare의 ROA는,

비록 최하위(2006년 적자상태였을 당시)에서

상위 30%(1990년대 초반)사이를 오가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그림 1은 각 기업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Panel A는 Medtronic이

1986년에서 2010년 동안 상위 10%의 성과를

지 속 하 여 M W 로  정 의 되 었 음 을  나 타 낸 다 .

Medtronic이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된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 기간의 Stryker와

Invacare의 성과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와

비교하여, Stryker는 지속적으로 LR의 자리를 유지하였으므로 Invacare가 상장된

1983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기업의 ROA 수치들의 단순 비교는 그리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Medtronic의 ROA는 Stryker보다는 연평균 2%, Invacare보다는 9.7% 높았고, Stryker는

Invacare보다 8.4% 앞섰다는 사실과 Medtronic이 Stryker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Stryker는 Invacare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을 보여준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 기업의 ROA를 분해하여 상대적 수익성 우위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살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ROA는 매출이익률(Return On

Sales, ROS)과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 Turnover, TAT)이라는 매우 다른 두 개의

요소를 곱한 결과값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 기업의 ROA를 

분해하여 상대적 수익성 우위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살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ROA는 매출이익률

(Return On Sales, ROS)과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

Turnover, TAT)이라는 

매우 다른 두 개의 요소를 

곱한 결과 값이다. 

Equation 1. The components of ROA



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높은 ROA를 달성하기 위해 ROS와 TAT 모두에서 앞설 필요는

없다. ROA 우위는 ROS 우위 또는 TAT 우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ROA 차이는 ROS

차이와 TAT 차이로 분해되어 분석될 수 있다. (그림 2 참조)

Medtronic의 성과가 연속적으로 상위 10%대로 유지되는 동안, Medtronic의 Stryker에

대한 수익성 우위는 전적으로 ROS 우위에 기인하였다; 반면, TAT는 Stryker가 Medtronic에

비해 높았다. Medtronic의 Invacare에 대한 ROA 우위 역시 전적으로 ROS 우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Stryker와 Invacare의 ROA를 비교 분석한 결과 ROS와 TAT간의

트레이드오프 차이는 그리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AT의 경우 Stryker와의

차이가 6%로 Medtronic과의 차이인 13%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의 ROA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의 차이는 비교 대상 기업의 전략과 실행의 차이에

기인한다. Medtronic은 의료기기 시장 내에서 고도의 차별화된 포지션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효율적 판매와 관리를

위한) 판매관리에 상당 규모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었다. Medtronic의 제품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제조의 복잡성 면에서 매우 정교하며, 이로 인해 기업은 높은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통하여 ROS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Medtronic은 자체 개발 및 인수를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반면 Stryker는 비교적 한정된 제품군에 집중하여 성장해 왔다. 결과적으로, Medtronic의

성장은 불균형적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하였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제품군에 집중한 

경쟁사들보다 낮은 TAT를 기록하게 되었다. 

Medtronic (MW) vs. Stryker 
(LR) (1986–2010) 2.0 248% -148%

Medtronic vs. Invacare (AJ) 
(1986–2010)

Stryker vs. Invacare  
(1983–2010)

113%10.1 -13%

106%8.4 -6%

ROS TAT

Percentage 
points of ROA 

advantage per year

Percentage of ROA advantage attributed 
to superior:

그림 2. 3개 의료기기업체의 ROA 우위 구성요소

Deloitte Review  D E LO I TT E R E V I E W. CO M

PULLING AHEAD VS. CATCHING UP64



그렇다고 해서 Medtronic의 TAT나 Stryker의 ROS가 형편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보다는, 두 기업이 매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ROS와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을 창출해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TAT간에

매우 다른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edtronic의 차별화된 

포지션과 다양한 제품군은 ROS 상승을

가능케 하여, 낮은 TAT를 보상하고도 남을

성과를 거두었다.

Medtronic이 Stryker와 Invacare로부터

구분되는 점은 – MW가 LR과 AJ로부터

구분되는 점 – 핵심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Stryker(LR)의 Invacare(AJ)에 대한

우위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Stryker가 ROS

우위로 ROA의 우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TAT

또한 Invacare와 비교할 때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Stryker는 Invacare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리 다른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Medtronic이 ROS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취한 반면, Stryker는 Invacare와 유사한 간결한 자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우위를 달성하였다.

최소한 이번 경우에서는, Medtronic은 Miracle Worker의 위치를 트레이드오프의 수용을

통해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Invacare가 Stryker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자산의 효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ROS를 향상시켜 Medtronic이 수용하였던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여야 한다.

우수한 수익성의 추구에 있어서도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와 

유사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트레이드오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트레이드오프가 종종 

극복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각각 언제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1966년과 2010년 사이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례적인

성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기업들을 파악하였다. 동 조사를 통해 87개의 MW/LR,

94개의 LR/AJ, 그리고 147개의 MW/AJ 조합을 도출하였다. 각 기업의 ROA 우위

구조의 계량화와 분해를 통해 우리는 ROS와 TAT간 트레이드오프의 극복 및 수용을

통해 ROA 우위를 달성한 각각의 조합의 수를 파악하였다. 

PATTERNS OF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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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조사 결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없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파악된 한 기업이 저가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자. 낮은 가격은 대량 판매와 저원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 기업은 이로 인해 경쟁사들 대비 ROS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 판매는 또한 자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TAT 우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량 판매가 저원가를 수반하지 않은 저가 전략으로 실행된 것이라면

동 기업은 낮은 ROS를 수용하면서, 높은 TAT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가 전략의 선택을 통해 달성된 ROS 우위는 마찬가지로 부진한 판매로 이어질수 있으며,

결국 TAT 열위를 초래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조사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계산을 통해 아마도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참조)

ROS/TAT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수용”과 “극복” 조합의 분석을 통해 ROS/TAT 트레이드

오프는 랜덤 그 자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용”과 “극복”의 빈도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AJ보다 앞서기 위해 MW와 LR이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MW가 LR에 대한 ROA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W vs. LR

LR vs. AJ

MW vs. AJ

Accept

Trade-off Strategy

Break Total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50

6430

92

87

94

147
55

57%
37
43%

32% 68%

37% 63%

그림 3. 성과 비교 유형별 ROS/TAT 트레이드오프의 극복 또는 수용 빈도: 빈도수 및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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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접근 방법은 비교대상, 우위를 점한 기간 및

정도를 조건으로 비교하여 트레이드오프 극복 확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만약 MW가

LR에 대해 우위를 점한 정도와 기간을 고정한다면(그리고 다른 모든 비교에서도 같은

조건을 유지하여),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하거나 극복할 확률이 달라지는 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그림 4 참조)3

성과 차이의 크기는 가로축에 표시된다. 동 성과 차이가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여 이루어질 확률은 세로축에 표시된다. 동 그래프는 모든 조합별 비교(MW vs.

LR, MW vs. AJ, LR vs. AJ)에서 성과 차이가 작은 경우(가로축의 왼쪽 끝)가 성과 

차이가 큰 경우보다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과

차이의 크기에 상관 없이, LR이 AJ를 상대로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할 가능성이, MW가

LR이나 AJ를 상대로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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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과 비교 유형별 ROS/TAT 트레이드오프의 극복 가능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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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트레이드오프가 수용될 경우에는 낮은

TAT를 감내하면서 높은 ROS를 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도 역시, 단순한

빈도 계산결과가 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참조)

사례연구를 통해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중요성 또한 이와

같이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bercrombie & F i tch(또는 A&F)는 의류

리테일 산업의 MW의 대표주자 이다. 1892년

모험가 캠핑 장비점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A&F 브랜드는 몇 번의 재탄생을 거쳐 1988년

The Limited라는 기업에 의해 인수되어 1996년

분사를 통해 상장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의 

분석은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광고 및 차별화된 매장 경험을

통한 엣지 브랜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고객을 타깃으로 한

캐주얼 의류의 프리미엄 가격화를 통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리테일 산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행에 민감한 전형적인 산업이다. A&F는 브랜드

스타일에서 매장 집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의

조합을 통한 새로운 리테일 방식으로, 니치 마켓을

찾아내거나 새로 창출하였다. A&F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기반으로 미국 내의 모든 쇼핑몰에

입점함으로써, 매장 수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진출 가능한 부문이나 가용한 리 테 일

부동산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그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다. 

WHAT DOES IT ALL MEAN?

LR vs. AJ 30/30 100%

92%46/50MW vs. LR

MW vs. AJ 100%55/55

Count Percentage

그림 5. ROS 우위를 점하기 위한
ROS/TAT 트레이드오프의 수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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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OA 절대수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A&F의 우수한 성과

상기 그래프에서 상위 10%에 속한 A&F의 성과가 2007년도에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주목하라. 이는 

우리가 연속성장세가 끝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방법론으로, 우리가 사용한 95% 신뢰수준에

의하면, A&F의 연속성장세가 2007년에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99% 신뢰수준을 사용할 경우 연속성장세는

계속된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뉴스를 갈구한다. 가장 “핫(hot)”했던 것도 결국 침체되고 시들어

죽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이 그래프의 첫 번째 구간은 1990년대 후반 A&F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에

ROA 성장 추세가 급격히 반전되면서 다음 구간에서는 A&F가 추락할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기업 간 성과의 비교이지 A&F의 과거

대비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A&F의 천재성은,

ROA의 절대 수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방식을 도입,

성장시키는 가운데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였다는 데 있다. (그림 6 참조)

우리가 선정한 A&F의 비교상대는 Finish Line이라는 기업이며, 스포츠 신발 및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이다. Finish Line은 1976년 설립되어 1991년 상장된 기업으로 

LR로 분류되었다. 반면, 할인의류업체인 Syms는 AJ로 분류되었다. 

본 보고서의 목적 상, A&F의 성과 기록 중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ROA의 과거 패턴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그림 6의 두 개의 회귀선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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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MW) vs. Finish Line (LR)

ERA 1 (1995–1999)

18.06 70% 30%

A&F vs. Syms (AJ) 55%21.1 45%

A&F vs. Finish Line

ERA 2 (2000–2010)

11.22 117% -17%

Finish Line (LR) vs. Syms (AJ)
(1991–2010) 6.2 66% 34%

A&F vs. Syms 81%18.3 19%

ROS TAT

Percentage of ROA advantage attributed 
to superior:Percentage 

points of ROA 
advantage per year

그림 7. 3개 의류업체의 ROA 우위 구성요소

A&F의 첫 번째 단계인 1995년에서 1999년까지 4년 동안 A&F의 Finish Line에 대한

성과 우위는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한 결과이다. American Eagle Outfitters와

같은 자체 브랜드(Store-Branded) 소매업체들 사이에서조차 가격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했던 A&F는, Finish Line에 대비하여 상당한 ROS 우위를 누렸다. A&F는 또한, 

디자인에서부터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을 실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목표

시장의 급변하는 패션 취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TAT의 우위

또한 점하였으며, 이는 전체 ROA 우위에 약 1/3을 기여하였다. 요약하자면, 비교적

짧은 급성장 기간 동안 A&F는 Finish Line과 Syms 두 기업 모두를 상대로 ROS/

TAT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했으며, 이는 상당한 수준의 우위는 ROS 및 TAT 모두가 우세할

때 달성된다는 우리의 관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7 참조)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매우 다른 이야기이다. A&F의 핵심 브랜드는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였지만, A&F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A&F는

전통적 차별화 전략을 고수하면서 각기 다른 고객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와 매장

형식을 런칭하였다. abercrombie는 유아고객층을 목표로 하였다; Hollister는 A&F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등학생 고객층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2000년도에 런칭한 Ruehl은

대학 졸업자들을 타깃으로 한 시도였으나 2010년 중단되었다. 가장 최근의 포맷과 브랜드인

Gilly Hicks는 2008년 런칭되었으며 란제리, 라운지웨어,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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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의 초기 성공 전략 및 상세 운영방안과 일관된 방식으로 계획, 이행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동 기업은 다른 많은 소매업체들이 겪었던 쇠락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도 지속된 성과우위는 그 구조가 첫 번째 단계와 매우 달랐다. 일반적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례적으로 우수하긴 하지만, A&F의 성과우위가 축소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ROS/TAT의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A&F는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하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의 기업의 차별화된 포지션과 가격 프리미엄을 지켜내기 위해

과거의 자산 효율성을 희생하고 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한때 성과 우위 형성에

크게 기여했던 요소를 이제는 제약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정의하는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4

의료기기업체인 Stryker(LR)와 Invacare

(AJ)의 경우와는 반대로, A&F와 Finish Line

모두 ROS/TAT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면서

Syms에 대한 성과 우위를 달성하였으며,

앞부분의 예시보다 크게 나타났다. Finish

Line은 그 정도가 A&F와는 매우 다른 전략을 취했다. 가격 프리미엄화와 매장 경험의 차별화

전략 대신 Finish Line은 확고한 가격 정책, 비용 관리, 그리고 철저한 재고 및 기타자산관리에

집중하였으나, 그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Finish Line의 이례적 성과는 Syms에 비하여

우월한 ROS와 TAT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2011년 11월 파산신청을 한 Syms의 경우, 두 지표를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두 지표의 동시 향상이야말로 Finish Line의 우세한

성과를 따라잡기 위해 Syms가 가장 합리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었을 것이다.

MW와 LR 모두 동일한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면서 

AJ로부터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AJ는 생존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칭찬할 만한 업적을 

달성하였지만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에는 실패하였다.

“평온을 비는 기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청하는

잘 알려진 기도문이다. 

우수한 수익성의 추구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트레이드오프가 종종 극복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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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를 각각 언제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ROA 우위의 추구를 위한 ROS와 TAT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언제 거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뚜렷한 패턴을 보여준다. MW의 상태 – 우세한, 장기적 수익성의 정점 – 는

기업으로 하여금 가능성의 한계와 직면하게 한다: ROA는 무한히 증가할 수 없으며, 

기업이 상위 10%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성과 우위를 위해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리한 능력에

의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우세한 ROS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수익성을 창출해 나가는 동시에

TAT 열위를 받아들인다. Medtronic과 A&F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이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산의 활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포지션을 구축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기반에 투자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MW와 LR 모두 상기의 동일한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면서 AJ로부터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AJ는 생존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칭찬할 만한 업적을 달성하였지만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에는

실패하였다. AJ는 정의상 가능성의 한계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이다.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그들은 ROS와 TAT를 동시에 향상

시켜야 한다.

이는 만약 당신의 기업이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ROS/

TAT 트레이드오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당신의 기업이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우수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당신의 기업이 ROS 또는 TAT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

두 가지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핵심 전략적, 운영적 대안을

파악, 수용,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만약 당신의 기업이 실패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많은 사례에서

보아왔던 대로, 동시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점진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성과 향상의 목표를 – 리더가 될 것인지 팔로워가 될 것인지 – 명확히 할 때에 우리는

수용해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의 차이를 아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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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Bethany McLean. “How smart is Medtronic really,” Fortune, October 25, 1999.

2. The allusion is to the musical theatre productions in London’s West End that are staged for years at a time. Examples
include Cats and Les Misérables.

3. Computing the odds based on these conditions is important, for a company’s performance category (MW, LR, AJ) is
determined by its relative performance as measured in deciles, while the ROA comparisons and decompositions can
only be done using absolute ROA numbers measured in percentage points. Conditioning the likelihood of breaking
or accepting trade-offs across performance categories on these parameters corrects for this.

4. See “To Thine Own Self Be True,” Deloitte Review, Issue 10, 2012, for more on what to change and what to keep the
same in order to preserve exceptional performanc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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