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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REE-TIERED APPROACH TO UNDERSTANDING HIGH-PERFORMING
MANUFACTURING FIRMS

대체로 기업 역량이란 목표 시장의 경쟁업체에 비해 뛰어난 자신의 강점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역량을 43가지로 정의했으며, 각 참여 기업에 대해, 각 역량에 있어서의 각자의 상대적 위치를 정했다. 

또한, 각 기업이 가장 가까운 글로벌 라이벌과 경쟁하기 위한 능력에 있어 지금 시점에서 5년 후 각 역량이 

가질 중요성이 어떠할 지를 평가하게 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About the study”를 참조).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실적기업의 데이터를 분리해서 3단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우수한 

실적기업의 경쟁 역량의 이해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오늘날 어떻게 경쟁하고 미래에는 어디로 향할지 

설명할 수 있었다.

Step 1.  포지셔닝: 귀사의 역량은 오늘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 역량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Figure 1에 나오는 기본 체계는 연구 대상 기업에 대한 역량 평가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현재 경쟁력을 

X축으로, 미래 경쟁력에서 중요성을 Y축으로 정한 후 100점 척도로 환산하여 구성했다. 

X축 상에서 역량이 오른쪽에 위치할 수록, 기업의 임원이 현재 자사 역량의 경쟁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Y축 상에서 역량이 더 높이 위치할 수록, 해당 역량이 미래 경쟁력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인지함을 

의미한다.

Figure 1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각선에 대한 각 역량의 위치도 X축과 Y축 위치만큼 중요하다. 대각선에 대한

역량의 위치는 기업 역량의 현재 경쟁력 대비 미래 중요성을 뜻한다. 역량이 대각선 위에 있으면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하다. 대각선 위로 더 멀리 갈수록, 역량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차이는 더 커진다. 

ABOUT THE STUDY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Initiative에서는 수백 명의 CEO와 제조 담당 중역의 통찰력을 

모으기 위해 지난 5년간 대면 인터뷰와 전세계 임원 대상의 워크샵을 수행하고, 2010년과 2013년 글로벌 설문

조사를 시행해 1,100명 이상 CEO의 답변을 받았다. 

방대한 역량 리스트를 만들어 CEO들로 하여금 자사의 글로벌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각 역량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 경쟁력 유지에 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했다. 이 점수를 국가별, 산업별 변동성을 

반영해 조정하고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거쳐 각 역량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의 중요성 점수를 1~100점 척도로 

계산하였다. 동시에 설문에 응한 기업들을 전체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우수 실적기업(High performer)”와 

“낮은 실적기업(Low performer)”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평과 결과 모든 우수 실적기업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역량평가 결과의 상위 50%에 포함되었고, 우수 실적

기업 중 33%는 최상위 10%에 속했다. 한편, 낮은 실적기업 중 2%만이 상위 50%에 포함되었고, 단 1%만이 

최상위 10%에 들었다. 

추가로 ROA 기준으로는, 우수 실적기업의 74%가 상위 50%에 속했고, 29%는 최상위 10%에 포함되었다. 

낮은 실적기업들은 단지 11%만이 ROA 기준으로 상위 50%에 속했고, 2%만이 최상위 10%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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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우수 성과 제조업체의 DNA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Figure 2. 경쟁 역량의 4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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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역량이 대각선 아래에 있으면, 해당 역량의 현재 중요도보다 미래의 중요도는 낮아진다. 

X축과 Y축뿐만 아니라 대각선을 따라 역량의 절대적 위치를 이해하면, 우수 실적기업이 어느 역량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라 파악하는지, 어떤 역량이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Step 2.  차별화: 귀사의 경쟁 역량 또는 미래의 우선순위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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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역량에 대한 낮은 실적기업과 우수 실적기업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두 그룹의 각 

역량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 중요도 점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역량을 4 부류로 구분하는 통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다.

처음의 2 부류는 가장 주목 받는 그룹으로 양 극단에 위치한다. 

• “Qualifiers” 역량: 우수 실적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역량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두 그룹의 이들 역량에 대한 접근법은 동일했다. 현재와 미래의 경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

• “Game changers” 역량: 우수 실적기업을 차별화하고 앞으로도 선두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량이다. 

우수 실적기업은 이 역량의 현재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고 미래 중요도 면에서도 보다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

다른 2 그룹은 상기 그룹보다 덜 극단적이지만 중요한 통찰력을 추가 제공한다. 

• “Creating advantage” 역량: 우수 실적기업들이 경쟁자 대비 큰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기업들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역량이다. 

• “Being challenged” 역량: 우수 실적기업들이 현재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쟁자들이 차이를 

좁혀옴에 따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역량들이다. 낮은 실적기업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역량에 보다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앞에 나온 3가지 역량 유형별 관점(Qualifier, Game changers, Creating advantage)을 통해 제조업체를

들여다보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보다 확실히 나타난다. 

Foundational elements

Qualifiers는 본 연구에서 우수 실적기업이 다른 많은 제조업체와 공유하는 역량이다. 이 역량은 경쟁에 

의해 생기며 모든 제조업체에게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차별화 효과는 없다. Qualifiers 역량은 그래프의 

상하좌우 모든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모든 제조업체가 이 역량의 미래 중요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더라도 차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he differentiating DNA 

우수 실적기업의 차별성은 Game changer 역량에서 나오며, 다른 경쟁업체들은 현재 이 역량의 

경쟁력이 없고,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이 역량은 일단 확립되면 다른 경쟁업체가

극복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우수 실적기업이 장기 지속되는 방향으로 판도가 기울어진다. 브랜드 

이미지, 리더쉽과 경영, 사업 전략, 연구&개발 역량, 배송 속도, 협력업체 네트워크의 강점, 재무제표 상의

강점 등이 우수 실적기업이 보유한 Game changer에 포함되며, 차별화 유전자 코드의 일부이다. 

Foretelling the future

경쟁우위 창출 역량은 우수 실적기업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경쟁력과 성과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는 확실한 시그널이다. 이들 역량 개발이 성공적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Game

changer 역량이 되어 경쟁자로부터 차별화시켜 줄 것이다. 혁신 역량, 인적자원의 전체적인 수준, 글로벌 

마케팅, 조달 역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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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특성 정의: 역랑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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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특성 정의: 귀사의 역량 집단은 독특한 경쟁력 특성을 정의하고 있는가? 

역량이 우수 실적기업의 DNA라면, 역량 집단은 유전자이다. 처음 볼 때에는, 경쟁력 지도 상의 역량은

무작위로 흩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턴이 나타난다. Figure 3에서 보여지듯, 우수

실적기업의 역량들은 열 개의 경쟁력 역량집단(“유전자”)으로 나뉜다. 이들 집단이 우수 실적 제조업체의 

경쟁력 특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각 집단 내의 개별 역량의 의도적인 위치 선정이 독특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 결과를 두 집단으로 나눴다: 첫째, 

잠재적 사각지대, 둘째, 경쟁 우위의 미래 영역이다. 

Potential blind spots

브랜드, 평판, 경험, 고객인식 관리로는 충분치 않다. Figure 3에서 보여지듯, 오늘날 우수 실적기업은 

“브랜드, 평판, 고객인식 관리”와 관련된 역량 집단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의 중요성 역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량 집단 내의 일부 역량 – 글로벌 브랜드, 양질의 고객 구매 경험, 배송 속도 등은 여전히 

Game changer이지만, 집단 내의 다른 많은 역량, 즉 평판과 경험, 인식된 제품 품질, 인식된 고객가치, 

인식된 고객 서비스 대응도 등은 Qualifiers가 되었다. 다른 기업들도 Qualifier 역량에서 우수 실적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으므로, 우수 실적기업은 단지 좋은 평판과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만 가지고 향후 

경쟁업체를 물리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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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가격책정에 많은 개선이 필요 본 연구에서 CEO들의 비용 관련 역량의 경쟁력 평가 점수가 높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격책정 관련 역량의 경쟁력 또한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수 실적기업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우수 실적기업은 이들 역량의 미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비용 관련 역량과 가격책정 관련 역량이 대부분 Qualifier였고, 우수 실적기업과 타 기업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를 근거로, 우수 실적기업과 낮은 실적기업 모두 이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재무 통제 및 재무제표의 강점은 우수 기업이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재무 건전성, 재무 통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역량 은 모두 오늘날 우수 실적기업이 차별화된 영역이나, 우수 기업들은

이들 역량의 미래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여긴다. 이것은 오류이다. 이들 역량은 시장에서 상당한 차별화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들이 이들 역량을 직접 볼 순 없으나, 이들은 장기적인 재무적 성공, 유연성, 민첩성의

기반이 된다.

Future competitive advantage 

우수 실적기업은 혁신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강력한 R&D 역량, 혁신적인 신제품의 빠른

출시, 혁신을 촉진하는 문화 등이 우수 실적기업의 미래를 위한 경쟁 전략의 목표이다.

이들 역량은 모두 오늘날 Game changer 역량이거나 미래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한 역량이다. 

인재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며, 우수 

실적기업이 전방위적인 인재 확보와 인적 자본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본 연구의 인재 및 혁신 역량 관련 항목에서, 우수실적

기업은 타 기업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인재 중심의 혁신이 미래의 주요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제조업은 또다시 세계화되고 있다. 과거 20년 동안 제조업의 공급망에 무역 자유화, 낮은 노동자 임금, 

디지털 기술 확산 등으로 “대이동(Big Shift)”이 일어났다. 그러나 비용절감이 주요 목적이었고 그 다음이 

신규 고객과 신규 시장의 개척이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이 둘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신규 고객 

창출과 신규 시장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화는 분명히 새로운 경향이다. 

공급망 네트워크는 혁신과 인재확보를 위한 협력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강력한 협력업체 

네트워크와 협력업체와의 생산적 협업이 오늘날 Game changer 역량이라고 제시한다. 원자재의 비용과

사용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의 낮은 비용은 이미 Qualifier 역량이 되었다. 향후 우수 실적

기업은 강력한 협력업체 네트워크의 혁신 역량과 인력을 활용해 기업을 차별화할 것이다. 진정한 협력과 

의미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망의 구축과 유지는 쉽지 않지만, 이의 잠재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FINALLY, GROWTH

우수 실적 제조업체가 인재와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신규 고객과 시장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성장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많은 우수 실적기업들이 엄격한 비용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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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제조업에 있어 최고 수준의 성장은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달성하기 힘들어 졌다. Three Rules 연구의 저자들은 25,000개 기업의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처음부터 경쟁업체보다 계속 뛰어난 성과를 냈던 250개의 “Miracle Worker

(최고 기업)”를 밝혀냈는데, 이 중 12개 기업만이 제조업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수 실적 제조업체가 이제 “마침내” 성장을 촉진하는 역량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괴적인 혁신, 우월한 인재 개발과 확보, 글로벌 신규 고객 유치, 글로벌 신규 시장 개척. 자체 평가에

따르면, 그들은 오늘날 이 역량에서 특별히 경쟁력이 없다. 그러나 전략적 의도는 분명하다: 성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이들 역량의 개발을 통한 경쟁자와의 차별화이다.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지만, 이점은 분명하다: 

변하는 게임의 승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진정한 성장만이 선두자리를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DR

Craig A. Giffi는 Deloitte LLP의 vice president이자, US Automotive & Industry Products 부문의 
산업 리더이다.

Aleda V. Roth는 Clemson University의 College of Business and Behavioral Science의 supply 
chain management 전공 교수이다.

Atanu Chaudhuri는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Lucknow의 Operation Management 
부문 조교수이다. 

Bharath Gangula는 Deloitte Service LP의 manager이자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itiative의 subject matter specialist이다.

Michelle Drew는 Deloitte Service LP의 senior manager로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