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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0 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화와 실적 압박이 오로지 가속되기만 하는 상황

에서, 지금이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점점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수익 감소를 일으키

거나 목표를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는 리스크를 설명하지 

못한다. 다행히도,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처 가능한 보

다 유망한 방법이 있다.

5년 단위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5년 단위 계

획을 기본 뼈대로서 여전히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 단위를 

3년으로 변경했고, 소수의 기업은 장기 전략계획을 완전

히 폐기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시간 단위에 관계없이, 경영진들은 점점 더 전략에 대

해 반응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

해서다. 많은 이들이 이동 전략을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

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다. 유연성과 속

도가 성공의 열쇠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많은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예측을 불허하는 세계에서의 전략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

줌 아웃 / 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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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일련의 추진계획을 다루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

다 자신들을 얇게 분산시켜 버렸다. 심지어 최대 규모의 

기업들조차 새로운 추진계획들의 숫자가 가용한 자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깨달음과 씨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들 추진계획이 속성상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

다는 점을 깨닫는 중인데, 이는 자원의 제약뿐만 아니라 

단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계획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딜로이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모든 상장기업들의 실적을 추적해 왔는데 

총자산이익률(ROA)을 측정한 결과, 모든 상장기업들의 

평균 실적은 1965년 이후 75% 이상 하락해 왔다.1 전

략의 목표가 장기적으로 최소한 현재의 재무적 실적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재의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

음을 알리는 불행한 증거다.

대안적 접근법

     다행히도, 반응적 전략과 점진적 조치라는 대안이 있

다. 이는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기술기업들 중 일부가 지

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접근법에 기반한다. 서로 다른 

여러 이름으로 통하는 이 접근법을, 딜로이트는 줌아웃/

줌인(Zoom Out/Zoom In)이라 부른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매우 다른 기간 단위에 병렬적으로 

초점을 맞춰 둘 사이를 반복한다. 한 단위는 10에서 20

년으로 줌아웃 기간이다. 다른 단위는 6에서 12개월로 

줌인 기간이다.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취하는 통상적인 접근법-5

년 단위 전략적 계획-과의 핵심적인 차이에 주목하라. 줌

아웃/줌인 접근법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1에서 5년 단위

의 기간을 살피는데 거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

이 믿는 바는 만약 10~20년 기간과 6~12 개월 기간을 

제대로 다룬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풀리게 된다는 확신

이다.

     빠르게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이 전략에 대한 이 접근

법을 추진하는 요인이다. 이들 기업의 리더십 팀은 그들

이 양쪽 기간 지평에 관해 배운 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

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접근법을 계속 정제한다.

     또한 이 접근법이 시나리오 계획 혹은 시나리오 개발

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을 주목하라. 많은 대기업의 최고

위급 팀들이 광범위한 대안적 미래들을 상상해보려 자문

하고, 가장 현실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미래에 관해 집

중하는 훈련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 회의가 

끝나면, 모든 이들이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고,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도발적이라 

해도, 그러한 훈련은 이론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미래

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

를 제시하지 못한다.

     줌아웃/줌인 접근법에서는,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파급효과가 큰 2가지 혹은 3

가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조정을 완료하고 이

들 계획에 적절한 자원 투입이 보장될 때까지 회의가 끝

나지 않는다. 이론적 훈련이었던 사안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장기에 대한 필수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

으로 기업이 무엇을 다르게 행하느냐에 대해 명확한 시

사점이 생긴다.

단기를 넘어서

     전략에 대한 이 대안적 접근법은 여러 이점을 가진다. 

이는 경영진들을 분기별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추진되는 

단기적 사고에서 끌어내며 사람들을 안전 구역에서 강제

로 몰아낸다. 다음을 생각해보라. 만약 사람들이 5년 기

간 단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5년 후 자신의 회사, 그리고 

사업환경이 오늘날과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스스로를 납

득시키게 된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하급수

적 변화의 시사점을 이해하고 초점을 10에서 20년 단위

로 바꾼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기가 힘

들어진다. 줌아웃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흥성하기 위

해 회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필

요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제기한다. 

이는 우리가 무슨 사업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

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 보도록 촉구하고 단기적 견

해가 부추기는 점진주의로 향하는 경향에 맞선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

정의할 수도 있는 무언가에 의해 나중에 기습당하게 되는 

위험을 줄여줄 수도 있다.

     이 접근법은 또한 너무 많은 추진계획에 걸쳐 우리 자

신을 얇게 분산시키는 경향에 맞서 강력히 저항한다. 또

한 단기적으로는 미래의 기회로 향하는 움직임을 가속하

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추진계획에 집중하도록 강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추진계획에 적절한 자금이 확실히 

지원되도록 강제한다.

변화하는 접근법

     이 접근법은 수평적 초점과 수직적 초점 모두를 확장

하도록 요구한다. 접근법은 기업의 특정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림 1은 접근법에 대한 상위 수준의 

개요를 보여준다. 

     줌아웃. 일반적으로 첫째 단계는 리더십 팀의 지평 

확장이다. 부분적으로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 성능의 기

하급수적 발전에 의해 주로 형성된, 가속하는 변화 추세

에 대한 인식 강화의 구축이 포함된다. 모든 경영진들이 

이러한 발전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 인식하기는 하지

만, 사람들을 안락한 구석자리 사무실에서 끌어내어 기

술 혁신의 중심지(실리콘밸리, 텔아비브, 선전과 같은 장

소)로 ‘학습 여행’을 보내는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가속하

는 변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목격하도록 만드는 데 종종 

도움이 되곤 한다.

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2가지 기간 단위에 걸친 핵심 질문

줌아웃

•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20년 후에 관련 시장 혹은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 그러한 시장 혹은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20년 후에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될 필요가 있는가?

줌인

•  장기적 기착지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을 가속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추구할 수  

있는 2가지 혹은 3가지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이들 2가지 혹은 3가지 추진계획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장 가능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는가?

•  의도한 영향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최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6개월에서 12개월 후 종료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표는  

무엇인가?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취하는 

종래의 접근법-5년 간 

전략적 계획-과의 

핵심 차이점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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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This is often the most difficult part: 
identifying and agreeing on the few near-term initia-
tives that can most help to accelerate the organiza-
tion toward the future position. While the specific 
initiatives will clearly differ based on the company’s 
context, our suggestion is that for large, traditional 
companies, the three zoom-in initiatives ideally 
cover these three fronts:

• Identify and begin to scale the “edge” of the 
company that could drive the transformation 
required to become the zoom-out business3

• Determine the one near-term initiative that 
would have the greatest ability to strengthen 
the business’s existing core—after all, the core 
is generating the near-term profits required to 
accelerate the journey

• Determine what marginally performing activities 
the company could stop doing in the next six to 
12 months that would free up the most resources 
to fund initiatives on the other two fronts
In developing the zoom-in initiatives, here are 

some things to watch out for:
• Clustering many initiatives into one “umbrella” 

initiative—instead, be rigorous about focusing 
on impact and singling out the one near-term 
initiative with the greatest potential to deliver 
that impact

• Favoring the incremental—because the focus is 
on results in six to 12 months, there is a tempta-
tion to fall back to initiatives that are more modest 

in scope. Even if the chosen zoom-in initiative 
may take longer to deliver its full impact, the key 
is to identify a meaningful milestone within this 
shorter time frame to demonstrate progress. For 
example, in bringing a major new technology 
to market, the zoom-in initiative might be the 
development of a functioning prototype.
Reflect and refine. This is all part of an initial 

effort to clarify and build alignment around the 
zoom-out perspective and the zoom-in initiatives. 
But that’s just the beginning.

The leadership of companies pursuing this stra-
tegic approach regularly step back to reflect on what 
they have learned, both in terms of monitoring the 
outside world and, more importantly, about the 
zoom-in initiatives they are pursuing. They typi-
cally hold regular sessions to evolve their zoom out/
zoom in approach every six to 12 months, driven by 
the opportunity to assess the results of the zoom-in 
initiatives. But many of the leadership meetings 
throughout the year include discussions of both the 
zoom-out and zoom-in horizons to test and refine 
the approach on an ongoing basis.

This strategy approach can be a powerful 
vehicle for learning about the future and how to 
get there. Such learning requires ongoing reflection 
and refinement, however, and the pressures of the 
immediate can make it easier to avoid making that 
effort. Resist the temptation.

As the shared view of  the future 
takes shape, the focus shifts to the 
implications for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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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다음 단계는 10~20년 후 미래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중

심으로 리더십 팀 내부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런 맥락에서, 시나리오 계획 기법은 확실한 역할을 담당

한다. 이는 앞으로의 중요 불확실성에 의해 형성된 대안

적 미래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시작에 도움을 준다. 이 단

계에서 성공의 열쇠는 지금으로부터 10~20년 후에 그

들이 어떤 사업에 속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핵심 가정

에 관해 경영진에게 도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의 선동자를 안으로 들이는 데 있다.

     여기서,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관점의 추진과 내

부에서 외부를 내다보아 미래를 전망하려는 경향에 저

항함이 중요하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진화 가능성에

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의 진화하는 충족되지 못한 니즈

를 이해하고, 이후 그러한 니즈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

소함으로써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파악하기 위

해 역방향으로 작업하라. 추가로, 외부 자원의 활용에 초

점을 맞춰라.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가치를 시장에 전

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태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

해 노력하라.

     대안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런 전략적인 접근은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가 무엇인가

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 이 공유된 견해는 미래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

은 아니지만, 단기 우선순위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에 도

움이 되도록 핵심 트렌드 및 기회에 관해 충분히 명확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인간의 영향력을 넘어선 것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글들을 통해 특

정한 미래의 가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략의 형성을 

줌아웃/줌인 전략 접근법

Zoom out

A. 구상

산업의 장기적

(10~20년) 방향

성에 대한 공유된 

견해 종합하기

B. 초점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기업이 어떻게 

보일 필요가 있는지

를 결정하기, 어디

서 활동하고  

어떻게 이길지를  

구체화하기

C. 정의

장기적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6에서 12개월 동

안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2에서 3(그 이상

은 금물)가지의 추진계

획 파악하기

D. 동원

핵심 추진계획에  

맞춰 임계질량에  

도달한 자원이 존재 

하고 성공을 측정하는 

분명한 지표가 확립 

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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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구상하기 

고영향  

추진계획  

정의하기

성공을  

위해 요구될 

사안에  

집중하기

행동을 취하기  

위해 자원  

동원하기 

Zoom in

위한 기회에 관해 저술해 왔다.2

     미래에 대한 공유된 견해가 형태를 잡아감에 따라, 초

점은 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이동한다. 어떤 종류의 사

업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고 그 진화하는 미래에서 특

전을 가진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전략적 선

택을 위한 계단식 절차’와 같은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디서 활동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은 예상된 줌아웃 미래의 맥락에서 구조화된

다. 목표는 가장 많은 가치를 포착하고 경쟁자에 대한 취

약점을 줄이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0~20년 후에 기업

이 어떻게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관해 리더십 팀 내

에서 정합을 이루는 데 있다.

     줌인. 미래의 위치를 향해 조직을 가속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소수의 단기적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합의를 

이루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인 경우가 많다. 구

체적인 추진계획은 기업의 맥락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게 

되지만, 딜로이트의 제안은 대규모의 전통적인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3가지 줌인 추진계획은 이상적으로 다음  

3가지 영역을 다루게 된다.

     •  줌아웃 기업이 되는 데 필요한 변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의 ‘가장자리’를 파악하고 확장을 시작

한다.3

     •  사업의 기존 핵심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능

력을 가지게 될 단 하나의 단기적 추진계획을 결

정한다. 결국, 여정을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적 이익의 창출이 핵심이다.

     •  기업이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중단할 경

우 나머지 2가지 분야의 추진계획에 제공할 대부

분의 자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중요하지 않은 실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줌인 추진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여기 몇 가지 주

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  하나의 ‘우산’ 추진계획 아래에 많은 추진계획을 무

더기로 몰아넣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영향

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져다줄 가

장 큰 잠재력을 가진 한 가지 단기적 추진계획을 

선정하는 데 엄격히 집중한다.

     •  점진적을 선호하기: 초점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

후의 결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범위에 있어 보

다 수수한 수준의 추진계획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유혹이 존재한다. 선택된 줌인 추진계획이 이의 

영향을 완전히 전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

다 해도,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 이 짧은 기간 내에

서 의미 있는 이정표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중요한 신기술을 시장에 선보이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줌인 추진계획이 

될 수 있다.

     반영 및 정제. 이는 줌아웃 관점 및 줌인 추진계획

을 중심으로 명확성과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노

력의 모든 과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전략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기업의 리더십은 외부 

세계를 모니터링한 관점을,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추

구하는 줌인 추진계획에 대한 관점 양쪽 모두를 반영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들은 일반적

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줌아웃/줌인 접근법을 발

미래에 대한 공유된 견해가 형태를 

잡아감에 따라, 초점은 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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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기 위한 정기 회합을 개최하는데, 이는 줌인 추진

계획의 결과를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한해 동안의 많은 리더십 회의에는 지

속적 기반으로 접근법을 시험하고 정제하기 위한 줌아웃 

및 줌인 기간 양쪽 모두에 대한 토론이 포함된다. 

     이 전략 접근법은 미래에 대해 학습하고 어떻게 거기

에 도달할 것인가에 관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러한 학습은 지속적인 반영과 정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

만 목전의 압력이 그러한 노력을 쉽게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라.

이 접근법에 대한 잠재적 반대

     경영진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해 실

체화하는 자연스런 회의주의가 존재한다. 가장 일

반적인 반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다.’ 우리의 이야기가 미래 예

측이 쉽다는 말로 해석되기를 결단코 원치 않지만, 우리

는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점점 더 필수적이 되어 간다고 

시사한다. 만약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을 결여한다면, 가

속되는 변화의 추세에 소모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특정

한 기술적 및 인구통계적 트렌드와 같이 타당한 예측이 

가능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열쇠가 있다.

     '투자자들은 단지 단기적 결과만을 원한다. 미래를 

가지고 나를 산만하게 만들지 말라.’ 여기 역설이 존재한

다. 투자자들이 분기별 실적에 초점을 맞춘다 해도, 지금

의 수익에 수배에 달할 수 있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예

상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시킨다. 기업이 중

요한 미래의 기회에 관해 충만한 상태이고 그러한 기회

를 다루는 방향으로의 실질적인 단기적 진전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면, 주가가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

도 커진다.

     ‘전략에 대한 이 접근법의 어떤 단기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견해는 전략을 추진하지만, 그러

한 견해는 경제적 실적을 개선할 가능성이 큰 더 단기적

인 초점의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미

래가 어떠할지에 관해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단기적 격변에 대한 취약점을 줄이게 될 절차를 취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실

적을 내지 못하는 사업의 일부를 버리는 어려운 결정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전략에 대한 

이 접근법은 단기 경제적 실적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의 기회

     줌아웃/줌인은 2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결합하고 증

폭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미래를 준비하

고 더 나은 단기간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말이다. 

동시에 이들 2가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장 유망한 

미래의 기회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이해관계자들에

게 중요한 단기적 효과를 제공하는 더 큰 잠재력을 보유

하게 된다. 아마도 전략은 위치 혹은 움직임보다는 궤적

에 관한 것일 터다. 종착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그 종착

지에 도달하기 위해 움직임을 가속시키고자 전념한다.

     이 접근법은 기업 전체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다변

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또한 사업부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기

관, 그리고-모든 개인이-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이 접근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줌아웃 기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줌인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

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들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

지, 우리는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세상에 의해 뒤

흔들릴 위험이 있고 스스로를 너무 얇게 분산시킴에 따

라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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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에서 점점 더 나아짐으로 이동하기

끊임없는 격변의 세계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키나 한가? 우리는 그렇다고 믿으며-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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