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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딜로이트 컨설팅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The Persistence Project를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는 Harvard Business
Review와 전문학술지인 Annals of Applied Statistics와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에 게재
되었다. 본문은 프로젝트 시리즈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프로젝트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deloitte.com/us/persisten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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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출시된 영화 ‘Shrek’의 주인공인 Shrek은
그의 친구 Donkey에게 오거(Ogres, 사람을 잡아
먹는 거인)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오거는 마치 양파와 같아! 오거에게는
층이 있어.” 라고 단언하듯 말한다. 양파보다 맛있는
비유를 찾고자 Donkey는 케익, 파르페 등과 같은
층이 있는 다른 음식들을 제안한다. Donkey가 제안한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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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Review의 이전 이슈들에 실렸던 보고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비가격적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이익률)의 측정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1 우리는 또한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은 ROA 우위의 달성을 위해 ROS(Return On Sales, 매출이익률)의
활용과 TAT(Total Assets Turnover, 총자산회전율)의 활용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며,
최고의 기업들은 그들의 우수한 성과 달성을 위해 ROS 우위를 선택한다는 조사결과도 다루었다.2
그러나 기업의 성과 우위 분석에 있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층이 최소한 두 개는 더 존재한다.
본문에서 우리는 우수한 수익성의 주요 동인인 ROS를 분해하여 살펴볼 것이며, ROS를 결정짓는
요소인 수익과 비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한다는 사실과 양쪽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빈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고의 기업들은 비용 절감보다는 수익
확대에 역점을 둔다는 사실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층을 들춰 보면,
이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대체로 매출 신장을 위해 판매량보다는 단가에
주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램은 우리가 본문에서 제공하는 인사이트가
결국 양파의 냄새가 아닌 파르페의 향기가 났으면 하는 것이다.

THE STRUCTURE OF PROFITABILITY
Figure 1은 ROA의 완전한 분해를 보여주고 있다. ROA가 이익, 수익 및 총자산을 이용하여
산정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두자. 이익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이며, 수익은 단가와 판매수량의
함수관계이다. 관리자들은 우수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가, 판매수량, 비용 및 총자산의
네 가지 레버를 활용한다.
Figure 1. 단가, 판매수량, 원가 및 총자산으로의 ROA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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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는 단가와 판매수량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비용과 총자산을 최소화할 때 달성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결과의 달성은 상기 변수들 간의 트레이드오프로 인하여 불가능해지곤
한다. 그 예로, 단가와 판매수량 간에는 대부분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예: 단가가
올라가면 판매수량이 감소하고, 판매수량이 증가하면 단가가 내려간다.), 이는 단가와 판매수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반면, 판매수량과 총자산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수익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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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OA 또한 증가시키는 높은 생산량은 회사에 재고, 공장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고, 공장 및 설비의 증가는 ROA를 감소시키게 된다.
트레이드오프는 이처럼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성과를 결정짓는 레버 중 어떤 것이나 선택할
수 있다면 관리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최선일까? 이에 대한 정답을 이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과의 기업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GROSS MARGIN, OTHER COSTS, AND ASSET TURNOVER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1966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소재 기업들
전체에 대한 상세 실적 데이터를 포함한다. 우리는 기업수명주기에 걸친 ROA 실적 비교를 통해
이 기업들을 Miracle Workers (MW), Long Runners (LR) 그리고 Average Joes (AJ)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3 Miracle Worker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상위
10%의 ROA 실적을 달성한 기업들을 일컫는다. Long Runners는 ROA 기준 상위 20~40%의
실적을 거둔, 뛰어나지만 최고는 아닌 기업들을 나타낸다. Average Joes는 우리의 비교 대상
그룹 중 세 번째 등급으로 분류되는 기업들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을 나타낸다.
우수한 기업(MW와 LR)들의 전체 모집단을 구분해 낸 후, 우리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과 기타
관련 특성을 바탕으로 비교 가능한 기업들끼리의 쌍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Miracle Worker/
Long Runner 96쌍, Long Runner/Average Joe 109쌍, 그리고 Miracle Worker/Average
Joe 156쌍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쌍에 포함된 기업들 간의 비교를 위해 우리는 ROA 차이의 구조를 분해하였으며, 매출
총이익, 기타 비용(예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보다 하위에 표시되는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의 매출원가 외 비용) 및 총자산회전율의 세 개의 주요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기업의 성과 우위에 각각 몇 퍼센트씩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Figure 2에서 보여지고 있다.
분석 결과, MW와 LR로 분류된 기업들은 AJ에 비해 비(非)매출원가 비용(이하 “비용”)이 현저히
낮았으며 매출총이익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그룹의 성과 우위 구조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MW의 1/4 가량이 낮은 비용을 통해 AJ 대비 성과 우위를 달성한 반면 LR의
경우는 그 수가 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에 비해 비용 열위에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보다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더욱 놀랍다. 이는 LR 대비 MW의
우위 구조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LR 대비 MW의 성과
우위의 83%가 매출총이익 우위를 통해 달성되며, 오로지 6%만이 비용 우위(Lower Costs)를
통해 달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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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쌍쌍의 비교 그룹별로 살펴본 요소별 성과 우위 기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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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MW와 LR이 실적이 떨어지는 상대기업 대비 실제로
매출총이익 또는 비용 열위에 놓이게 되는 빈도이다(Figure 3 참조). MW의 83%의 경우가 AJ 대비
매출총이익 우위를 가진다. MW를 LR과 비교 시 그 비율은 86%로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MW가
LR보다 높은 매출총이익을 달성 시, 반 이상의 경우(55%) 비용이 LR보다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ROA 우위를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Figure 3. 쌍쌍의 비교 그룹별로 살펴본 ROA 우위 구조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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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기 빈도수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치들 간의 모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REVENUE VS. COST
비록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매출총이익 우위가 수익을 통해
달성되는 것인지 매출원가(이하 “원가”)를 통해 달성되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성과 우위의 요인에 있어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면 각 기업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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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익이 성과 우위 달성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책이라는 분석 결과에 그치지 않고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과 우위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 보았으며, 그 결과 수익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단가와 판매수량—중 단가 우위가 더욱
빈번하게 성과 우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9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산업별로 Miracle Worker,
Long Runner 그리고 Average Joe로 이루어진 트리오(총 9개 트리오, 27개 기업)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기업에 대해 우리는 상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집단 기반 정량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해 줄 27개의 고유한 쌍쌍의 비교를 완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례연구를
통해 매출총이익 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 수익과 원가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명백했다: Miracle Worker의 93%가 원가 우위보다는 수익 우위를 통해 성과 우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수익이 성과 우위 달성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책이라는 분석 결과에 그치지 않고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과 우위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 보았으며, 그 결과 수익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단가와 판매수량—중 단가 우위가 더욱 빈번하게 성과 우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한 비교에서, 71%의 경우 두 가지의 수익 요소 중 단가가 매출총이익
우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가 매출총이익 우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고작 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의 경우는 판매수량이 성과 우위에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매출원가 우위보다는 수익 우위를 통해 성과 우위의 달성을
추구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며, 수익 우위의 달성에 있어서는 판매수량이 아닌 가격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판매수량 및 원가를 이용한 세 가지 접근법 모두 성과 우위 달성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각각의 레버가 성과 우위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각기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는 3개의 MW 기업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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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crombie & Fitch(A&F)는 가장 흔한 접근법인 가격 프리미엄의 추구를 통해 성과 우위를
달성한 기업의 전형적인 예이다. Wrigley는 두 번째로 흔한 접근법인 판매수량 기반의 접근법을
통하여 성과 우위를 달성하는 기업의 예이다. Weis Markets는 우수 성과 기업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인 원가 우위를 통해 성과 우위를 달성한 기업의 예이다.

ABERCROMBIE & FITCH—WINNING WITH PRICE
A&F(“회사”)는 유명 의류 브랜드들 사이에 자리잡은 기업이다. Figure 4는 회사의 ROA 실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8년 금융 위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거의 중단된 적
없이 상위 10%의 실적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사는 매력적인 모델들을 내세운 선정적인 광고 덕택에 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Sex)이 팔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A&F의 진정한 차별화 요소는 디자인에서 제조, 유통, 그리고 매장 경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가닥으로 연결된, 서로를 보강해주는 선택들의 묶음이다.
Figure 4. Abercrombie & Fitch의 실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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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와 회사의 경쟁사들은 그들이 속한 산업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그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던 18~22세 소비층을 공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전체 소비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을 목표시장으로
삼았다.5,6 두 번째로 그들은 자체적 프리미엄 매장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고객 관계의 소유(Own)” 및 비용이 많이 드는 유통 단계의 축소를 통해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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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는 상기 두 전략을 지지하기 위해 또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제한된 목표 소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목표 시장에 대한 초점을
확실히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확실한 광고 메시지와
함께, 회사는 전국 광고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는 대신, 카탈로그 잡지, 신중하게 계획된
소문(Word of Mouth) 광고, 바이럴 캠페인(Viral Campaign: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행해지는 캠페인),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같이 목표 시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개척하였다.7,8 매장의 경우는 어둑한 조명, 젊은 세대의 음악, 매장의 향내, 그리고 세련된 판매
모델들을 이용하여 목표 소비층을 유인하였다. 매장의 위치 또한 중요하였다. 고급 패션 몰에
위치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했지만, 플래그쉽 스토어(체인점의 본점 또는 주력 상점) 또한
미 전역 A&F 매장에 대한 후광효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회사의 포지셔닝을 위한
이러한 선택들은 회사가 경쟁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Figure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A&F는 경쟁사들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9
Figure 5. A&F의 판매 가격 대비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 판매 가격 비율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기타
제품 전체

부유한, 그러나 변덕스러운 목표 소비층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하여 A&F는 의류산업 내의
외주 생산 추세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제품의 약 29%를 회사의
대주주인 The Limited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러한 공급 전략은, 원가 부담을
가중하였을지는 몰라도,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가 추구하였던 가격 프리미엄화뿐만
아니라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격 인하의 회피 모두를 가능하게 해주었다.10

언젠가는 하락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정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새로움은 패션계에서 강력한
차별화 수단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부화된다. A&F의 변화는
1999년 실적이 하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회사는 1999년 이후 몇 년간 실적의 하락을 경험
하고,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안정화 또는 도약하는 듯 하였으나, 2008년 금융 위기의
시작과 함께 다시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젠가는 하락한다는 사실이 아닌, A&F가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회사는 집중의 효과와 가격 프리미엄화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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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확장은 A&F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복잡성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가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다수의 광고 캠페인에 대한 자금 지원,
디자인 역량의 강화, 그리고 사업 범위의 확대로 인한 간접비용의
불가피한 증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A&F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대응은 병 안에 번개를 가두려는 무모한 시도라기보다는, 수익과
비용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완전히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A&F 브랜드 자체만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회사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전에 추가
브랜드를 론칭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브랜드는 "Abercrombie"로 1997년 7-14세 초등학생들을
목표층으로 하여 론칭하였으며, 2000년에는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ollister Co.,
2004년에는 22-3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Ruehl No. 925,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여성
란제리와 악세서리를 주요 제품으로 한 Gilly Hicks를 론칭하였다. 이 중 Hollister의 론칭이
회사의 목표 소비층에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03년 ROA 실적이 안정화되면서 회사의 경쟁사 대비 판매관리비 우위는 사라졌다. 브랜드의
확장은 A&F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복잡성을 배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가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다수의 광고 캠페인에 대한 자금 지원, 디자인
역량의 강화, 그리고 사업 범위의 확대로 인한 간접비용의 불가피한 증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F가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한편, 금융위기 이전 12년간의 이례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한 회사의 성공
요인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결국 A&F의 사례에서는 가격 프리미엄 전략이 회사가
리테일 의류 업계 내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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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rigley의 실적 추세

WRIGLEY—WINNING WITH VOLUME
수익을 통한 성과 우위 달성의 두 번째 경로는 판매수량의 확대이다. 여기서 우리는 Chicago
소재의, 풍선껌으로 유명한 제과회사 William Wrigley Jr. Co. (이하 “Wrigley” 또는 “회사”)의
사례를 통해 가격이 아닌 판매수량이 가치 확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igure 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Wrigley는 1986년을 시작으로 18년 연속 ROA 기준
상위 1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43년의
기간에 걸쳐 Miracle Worker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게 되었다.

Wrigley는 입지 기반 경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97년 설립 직후부터 회사는 줄곧
광고 선전에 상당 비중을 할애하여 왔다. 최근 몇 년간은 수익의 약 15%를 광고에 투자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유통업체들과 판매업체들에게 매출 극대화를
위해 자사 제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판매 채널의
우수한 활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11 Wrigley의 이러한 노력은 회사가 종종 세계 최우수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12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로 회사는 제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한 분석가는 최근 Wrigley의
제품 단가가 경쟁사 유사 제품 대비 6% 높은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13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Wrigley의 전략은 A&F의 가격 기반 전략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가격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Wrigley는 과거에는 강했지만
이례적으로 우수한 기업은 아니었다. Wrigley의 1985년까지의 매출총이익 우위는 오로지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진 것이었으며, 이는 판매관리비 열위를 초래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Wrigley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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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ley가 연평균 ROA 우위를 세 배로 키우는 등 경쟁사들보다 돋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1986년이었다. Wrigley의 우위 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Wrigley의 절대적, 상대적 성과
향상을 가능케 한 차별화된 행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Wrigley의 경쟁사 대비 매출총이익 우위는 지속되었으나 1986년 이후
그 수준이 낮아졌다. 매출총이익 우위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판매관리비가 이를
제압하여 결국 전체적으로는 경쟁사들 대비 열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열위에는 신규 브랜드
개발의 압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군의 확대에 따라 개발, 론칭 및 유지
비용이 증가하였고, 추가된 제품군 또한 기존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모두 광고 중심 전략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결국 Wrigley는 경쟁사 대비 ROS 열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Wrigley의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혁신의 노력이 회사의 우수한 성과에 기여하였다고 믿고
싶었던 우리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연관성을 도출해낼 수 없었다.
Wrigley의 비가격적 포지션과 높은 단가는 MW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지만 이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Wrigley가 어떻게 MW의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은 회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한 판매량 확대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1986년을 시작으로 Wrigley의 해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Wrigley의 실적도 향상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전체 수익의 63%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Wrigley의 연간 성장률은 10%에 달했으며, 이 중 자체 성장(Organic
Growth)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달하였다(즉,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인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은 Wrigley의 국내 사업 전략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 진입에 앞서 회사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옥외매체를 통해 상당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유통을 위해 대규모 판매직원이 배치되었다.14
Wrigley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1999년에는 중국 매출이 미국 내 매출 다음으로
커졌으며, 2005년에는 회사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면서 로컬 경쟁사를 폐업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15
상기 분석에서 우리는 판매수량 요인에 기반한 수익 성장의 주목할만한 예를 볼 수 있었다.
Wrigley는 해외 사업 진출이라는 성장 전략을 통해 훨씬 빠르게, 그리고 보다 큰 규모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이 전략은 해외에서의 브랜드 구축과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판매량 확대에 의한 수익 증가분이 회사의
자산 기반 확대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큰 규모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ROA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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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WINNING WITH COST
Weis Markets은 우리의 MW 트리오 중 세 번째 기업이다. Pennsylvania에 위치한 이 식품점
체인의 성공 사례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Weis Markets는 원가 우위를 통해
MW의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또한 회사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기업들 중 28년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종업계 내 상위 10%의 실적을 거두는 기록을 세웠다
(Figure 7 참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사의 놀라운 성과의 연속선은 1990년대 초에 끊기고

말았으며, 그 후 회사의 지위는 MW에서 보통의 회사로 추락하고 말았다.

총자산회전율

Figure 7. Weis의 실적 추세

Weis의 스토리는 Weis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인 Publix Super Markets Inc.(이하 “Publix”)와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Florida 본사에서 시작하여 사업 기반을 확장하면서
Publix는 회사의 ROA를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측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는 상위 10%의 실적을 유지하였으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점점 MW의 지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Figure 8 참조).

Figure 8. Publix의 실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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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은 Weis와 Publix의 스토리를 간단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Weis가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두 회사는 평방피트당 매출(소매업계 생산성 측정의 주요 척도) 기준으로 팽팽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74년과 1980년에는 동일한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
Publix은 Weis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평방피트당 매출이 Weis의 두 배에 다다랐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일한 매출 생산성을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매출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동안에도 Weis가 평방피트당 이익 기준으로는 Publix보다 우세하였다.
1974년과 1980년 Weis의 이익은 Publix의 최소 3배에 달하였으며, 1990년도에도 Publix
수치의 두 배가 넘는 이익을 달성하였다.
Figure 9. 연도별 평방피트당 매출 및 이익
평방피트당 매출

평방피트당 순이익

수익은 동일한데 이익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는 원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
원가 우위는 Weis가 경쟁사들에 비해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부분이다.
Weis의 원가 우위의 원천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소매점 체인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찍부터 선도자 역할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A&F의 경우에서처럼, 자체
브랜드 상품의 사용은 소매업자들에게 있어 공급사슬 상의 중간 단계의 축소를 통한 매출원가
절감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Weis가 MW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을 시기)에
A&F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성공을 거둔 것과는 달리,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자체 브랜드
제품은 낮은 가격과 품질의, 그러나 고이윤(High Margin) 제품으로 여겨져 왔다. 1960년대
초반 Weis가 자체 브랜드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1969년에는 809가지의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이르는 동안, Publix (그리고 식료품 업계의 대부분의 기업들)는 1970년대 말까
지도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Figure 10은 자체 브랜드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말까지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영원한 것은 없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Weis가 누렸던 원가 우위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경쟁사들은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류업계 내
A&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기준을 고객 관계 지속을 위한 필수 요소인 고품질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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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전체 매출 대비 자체 브랜드 제품의 비중

이와 동시에, 대형 할인마트가 식료품 판매 업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1998년
Walmart는 육류, 농산물, 유제품, 제과 등을 판매하는 첫 번째 지점을 오픈 하였다. 2010년에는
대형 할인마트의 시장점유율이 16%를 넘어섰고,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전통 식료품 판매
업체들의 희생을 통해 달성되었다.16 이러한 신규 경쟁업체들은 가격기반경쟁을 통해 시장을
점유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규모의 경제, 보다 효율적인 유통,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원가 우위를 누렸다. 식료품 체인점들은 대개 이열치열의 작전으로
규모의 경제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품군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인수를 통한 몸집 늘리기를
시도하였다.17
이러한 경쟁 구도의 변화는 Weis의 가격 우위를 무너뜨렸으며, 회사는 원가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출총이익이 감소하면서 회사의 ROA는 업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PRESCRIPTIONS FOR SUPERIOR PERFORMANCE
우리의 Persistence Project의 결과는 경쟁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과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유일한 레시피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Persistence Project의 시리즈 중 하나인 본 보고서와
기타 보고서들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는 기업이 각기 다른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전략을 이용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성공의 레시피에
있어 가능성의 영역은 넓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 전략도 다른 전략들보다 낫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전의 보고서들은 기업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더 좋은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이 더욱 성공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은 저가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ROA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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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고서들은 또한 기업이 ROA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종 ROA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 ROS와 TAT –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이들 두 개 요소
중 ROS 우위를 통한 ROA 우위의 달성이 우선시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으며, TAT
우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ROS 우위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ROS를 더욱 깊게 들여다 보았으며, ROS를 수익 요소와 원가 요소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은 원가우위보다 수익우위를 이용한 전략을 선택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원가기반전략의 잠재적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에게 실적 우위 달성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과 우위의 핵심 동인으로서의 단가와 단위수량의 상대적 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익을 더욱 깊이 분석하였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는 둘 중 어느 요소를 택하여도 실적
우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실적의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 결과, 수량보다는 가격 요소를 택한 기업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였다.
경쟁자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우리의 조언은, 판매수량, 원가 및
자산회전율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 우위를 이용한 차별화된 ROS 우위 기반의 전략
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적어도
경영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Donkey: Pass the parfait.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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