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에서 최우선사항은 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더들은 복잡한 상황이 계속 발생함

에도 불구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성과 방향성이 없는 전략 목표는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염두 해 두지 않은 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면, 이는 때때로 속도와 민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나 매트릭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리

더는 직급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표 내부의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표의 중요한 측면과 이슈의 핵심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에서 Top과 Bottom 사이에 있는 선(Line)을 말합니다. 

 

 

  

 

 

 

 

이 “선(Line)”에서는 상호작용 그리고 협업이 일어나며, 때때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물론 표 내부의 정보는 비즈니

스 이슈나 역할, 책임 등을 명확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Top과 Bottom 사이의 이 경계선이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리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일로식 사고(*silo thinking; 사업부 별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

각하고 다른 사업부에서 하는 일은 신경을 쓰지 않는 사고방식. 즉 부서간에 또는 상하간에 존재하는 장벽을 의미하며 획기

적인 혁신이 필요할 때 커다란 장애로 간주됨)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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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리더의 역할  



 

 GE의 리더 Jack Welch는 이 선(line)을 “스웨터(sweaters)”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웨터”란 외부 변화에 둔감

한 것으로, 국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의사결정 능력과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다섯 벌의 스웨터를 입고 밖에 나온다면, 바깥이 얼마나 더운지 혹은 추운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Welch는 “Top”과 “Bottom” 간의 상호작용은 각각에서의 상호작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GE의 임원직급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선과 적응, 기회와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계획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 간의 경계는 지속적인 실행과 계획에 의해 형성되는 적응력과 방향성을 위태롭게도 합니다. 

물론, 속도를 높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는 GE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Welch는 “벽이 없는 조직(”boundarylessness”)을 GE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에 Welch는 리더들에게 임

원진 간의 직급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인사고과에 명백하게 반영했을 때에만, 변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리더로서 Welch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실행 속도의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즈니스 상황에서 리더는 자신의 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을 넓혀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

체적인 리더십 행동에 관한 두 가지 예시와 이 행동을 활용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사례 1. 소니(Sony) 

 

Sony사는 업계 선두 주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Consumer Electronics팀을 이끌고 있는 Katsumi Ihara는 일본에

서 만든 제품을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미국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

습니다. 이에 Ihara는 미국의 영업 책임을 맡고 있는 Sony 기술자와 매주 전략 미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Sony의 텔레비전과 모양이나 느낌은 유사하지만, 고화질 해상도 기능은 없는 저렴한 텔레비전 홍

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Sony의 모습과는 상반된 제품으로 출시되었고,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냈

습니다. Ihara는 이러한 성공을 이뤄낸 후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일본 최고 경영진을 만나 미국 소비자의 트렌

드를 배우기 위해 샌디에고로 떠났습니다. 이 때에는 아이디어 공유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 일부 Sony 관리자도 함께 갔습니

다. 또한 Ihara는 일본과 미국 간의 경계, 회사와 소비자 간의 경계 그리고 생산 라인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 결과, 

Sony는 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고, 매출은 25% 성장했습니다. 이에 CEO How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궁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햇빛에 눈을 깜빡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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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s Newest Display Is a Culture Shift,” Y. I. Kane.  Wall Street Journal, May 8, 2008.  



 

 사례 2. 노바티스(Novartis)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CEO인 Daniel Vasella는 최근 관료주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수많은 회사 직원들을 위해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개발부서는 의미 없는 논쟁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약물을 더 빠르게 등록한 경쟁자로부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노바티스는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관료주의 및 비용 감소를 위해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개발부서를 특정 약물 시장에 출

시를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팀으로 재 조직화하였습니다. 각 팀은 독성학, 의학, 마케팅 및 규제 준수와 같은 다양한 규율을 

제시하는 약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 및 실패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Daniel Vasella는 회사 전략을 소통하는 과정에 최고의 과학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의 장벽을 깨는 것 이외에도 노바티스의 리더들은 아이디어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 보건 체계와 같은 시장 분야에

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간호원들의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HMO와 관

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바티스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사분기에 2007년 후반에 부

진했던 수익을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리더의 역할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선(Line)”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Forum은 다년간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리더의 핵심 역할에 대해 밝혀냈습니다. 

 

 지식 관리자: 지식을 생성하고 수집하며 퍼트릴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촉진한다. 

 변화 마스터: 위협 및 기회 요소를 위해 상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                      

                   본다. 

 전략 기획자: 전략 수립 및 선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이 때에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Forum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리더가 실제로 전략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활성화 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Sony와 노바티스의 리더는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고, 그 결과 큰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전략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이러한 행동과 역할을 명심하고, 스스로에게 “선(Line)”을 파악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출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Authored by:  

Steve Barry, Consultant, Growth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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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Gambles on a Novartis Makeover,” J. Whalen.  Wall Street Journal, May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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