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ic Management and Competitive Advantage

Chap. 9 Organizing to Implement 
Corporate Diversification



A SOX on All Their Houses(1/3)

• 배경

– 20C : 미국 기업들의 사기행위와 부패가 빈번히 발생

• Imclone, Tyco, Worldcom, Enron 등등.

전략기획 및 통제

– Sarbanes-Oxley(SOX)법
• Paul Sarbanes + Michael Oxley

• 미국 기업의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사기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
지에서 만들어진 법

• 2002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

– 그러나, SOX법의 실행은 비용 문제와 수많은 논쟁 불러 일으킴.



A SOX on All Their Houses(2/3)

• SOX 법의 내용

– 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시

• 독립적인 기업회계감독기구(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두어서 회계 원리와 관행을 하루 종일(전일제) 감시, 개정

전략기획 및 통제

• 비감사서비스(non-audit service)를 불법화

• 주식 분석자의 이익 상반과 관련한 법규 제정

– 내부의 조직적 규제 수립과 감사를 요구

– 이사회와 감사 위원회의 추가적인 책임 요구

– 기업의 사명에 윤리 관행 관련 내용 포함 요구

다른 회계 감사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감사 보고서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Ex) 법인세 절세방안, 타사 정보
제공 등.



찬성

� 미국 주식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킴

� 주주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 제공

반대

� 앞에서 언급한 SOX 조항들은 주주에게 쓸
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영향력이 없으
며,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

• SOX 법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A SOX on All Their Houses(3/3)

� 주주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 제공

� 상장법인들에게 조직적 규제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기행위 가능성을 줄임

며,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
-> 윤리 관행 관련 내용의 경우, SOX 이전에도 Enron
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윤리 관행 내용을 기업 사명
에 포함하고 있었음.   

� 실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듬

-> 실행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는 약 1.4      

조 달러로 추정 (내부규제와 법개정 실행, 감사

비용 + 주가에 미치는 영향)

-> “The real cost isn’t the incremental dollars, it is  

having people that should be focused on business     

focused instead on complying with the details of

the rules” – CAO of GM

http://online.wsj.com/ad/article/ironmountain/SB1076367328845
24922.html?mod=sponsored_by_ironmounta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ing 

Corporate Diversification – 조직 구조와 기업 다각화 실행

• M형 구조(Multidivisional structure, 다부서 기업 구조)

– 기업 다각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구조

• 기업의 연차 보고서 에 나오는 형태 & 역할과 책임 나타내는 형태

기업의 영업과 재무활동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보통 일년
을 기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 변동표, 감사

전략기획 및 통제

– 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은 사업부(division)를 통해 관리됨

• M형 구조에서는 사업부 기준으로 기업의 이익과 손실 계산 (사업부 : profit-

and-loss centers)

• 기업마다 사업부 구분의 기준 다름

– GE :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Nestle : 각 사업의 지리적 범위

GM : 제품의 브랜드 이름

을 기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 변동표, 감사
인의 감사보고서, 영업활동의 요약 등을 포함



– 사업부는 적절한 크기에서 정의되어야 함

• 식별가능한 사업 개체들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 사업부 총 관리자(division general manager)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을 정도로 작게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ing 
Corporate Diversification – 조직 구조와 기업 다각화 실행

전략기획 및 통제

– 각 사업부는 근본적으로 U형 구조를 따온 것임

• 각 사업부에서 사업부 총 관리자(division general manager)는 U형 구조에
서 고위경영자(senior executive)의 역할

– M형 구조는 관리자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생성하도록 디자인 됨. 이를
통해 다각화 기업은 주주의 이익과 일관된 방향으로 경영될 확률을 높
임. (주주의 이익과 관리자 사이의 마찰 : strategy in depth)



M형 구조 주요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구성원 행동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기업의 의사 결정이 외부 주주의 이익과 일관되는지 감시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의사 결정이 주요 기관 지분 투자자의 이익과 일관되는지 감시

고위경영자

(Senior executives)

주주의 이익과 일관된 기업 전략을 수립, 실행

전략 수립 : 기업이 운영할 사업 결정,

이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할지 결정,

다분화 기업이 운영할 곳의 범위의 경제를 명기

전략 실행 :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간 협력 고취,전략 실행 :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간 협력 고취,

사업부의 성과 평가,

사업부에게 자본 할당

기업간부(Corporate staff)
고위경영자에게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내,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부 총 관리자

(Division general managers)

사업부 수준의 전략을 기업 전략과 일관되게 수립, 실행

전략 수립 : 사업부가 맡은 사업부문에서 어떻게 경쟁할지 결정(기업전략 하에서)

전략 실행 : 사업부 일반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전문 관리자(functional manager)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화시킴

기업의 자본 할당을 위한 경쟁

사업부의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사업부와 협력

공통 활동 관리자

(Shared activity managers)

다양한 부서들의 운영을 지원



M형 구조 - 연차 보고서에 나오는 형태(그림 8.1)

이사회

고위경영자

전략기획 및 통제

재무 법무 회계 연구개발 영업 인적자원

A 사업부
총 관리자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B 사업부
총 관리자

C 사업부
총 관리자



M형 구조 -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나타내기 위한 형태
(그림8.2)

이사회

고위경영자
기업 간부 :

재무
법무
회계

인적자원

전략기획 및 통제

공통 활동 :

연구개발

인적자원

A 사업부
총 관리자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B 사업부
총 관리자

C 사업부
총 관리자

공통 활동 :

영업



Strategy in Depth – 관리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1/2)

• 배경

–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 

: 주체(principal)가 대리인(agent)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둘 사이에는 대
리관계 생성됨.

– 기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기업 외부주주 = 주체, 관리자 = 대리인.

전략기획 및 통제

– 기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기업 외부주주 = 주체, 관리자 = 대리인.

• 주주들은 가치 있는 범위의 경제를 깨닫지 못하지만 관리자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투자권한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 주주들의 이익과 일관된 투자 결정을 할 때 대리관계는 효과적. 

그러나 많은 경우, 관리자와 주주의 이익관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발생하게 됨.



• 대리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 관리자의 부수혜택(managerial perquisites) 

: 기업의 자본 중 일부를 관리자의 부수혜택으로 투자. 이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더해주지

않고 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됨.

• Tyco International의 전 CEO는 6억 달러를 아내의 생일잔치, 휴지통, 우산 등을 사는데 사용.

Strategy in Depth – 관리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2/2)

전략기획 및 통제

– 관리자의 위험 회피(managerial risk aversion)

• 관리자가 위험이 큰 투자를 할 수록 주주의 기대 위험 투자 수익률은 높아짐. (주주들은
낮은 비용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하여 기업 고유의 위험(firm specific risk) 제거가 가
능하므로) -> 주주들은 관리자가 위험이 큰 투자를 하기를 바람.

• 그러나 관리자가 인적 자원 투자를 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적 자본 투자의 가
치는 기업의 존속에 좌우된다.

• 위험성 높은 투자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며, 이는 인적 자본 투자의 가치를 제거

할 것이다. ->관리자는 위험을 피하는 쪽의 결정을 할 것임.

– M형 구조를 통해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The Board of Directors – 이사회(1/2)

• 책임 : 회사의 의사결정이 외부 주주들의 이익과 일관되는지 감시.

• 구성 : 10~15명 (주로 고위경영자 + 사외이사진)

주로 고위경영자가 이사회 회장(chairman of the board)을

맡는다.

전략기획 및 통제

• 업무

– 고위경영자

: 기업내의 중요한 결정사안들, 그리고 이 결정이 기업의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와 식견 제공.

– 사외이사진

: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성과와 고위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과 일관된 행동을 하는지 확인.



•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 회계와 재무제표의 정확성

–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 기업과 외부 자본시장과의 관계 유지

– 공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 새로운 이사진 공천

The Board of Directors – 이사회(2/2)

전략기획 및 통제

– 인사 및 보상위원회(personnel and compensation committee) 

: 기업의 고위경영자들의 성과 평가 및 보상

-> 이들은 주로 사외이사진들로 이루어짐. 이 밖의 소위원회는 기업의 특정 문제를 반

영하며, 고위경영자와 사외이사진 모두에게 기회 부여

•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과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데 효과적인가? -> 
Research Made Relevant



Research Made Relevant – 이사회의 효과(1/4)

•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과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3가지 이슈

• 이사회에서 고위경영자와 사외 이사진의 역

전략기획 및 통제

• 이사회에서 고위경영자와 사외 이사진의 역
할

• CEO = 이사회 회장?

• 이사회는 수동적/능동적?



• 고위경영자와 사외 이사진의 역할

– 사외 사람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면 주주의 이익과 일관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 사외이사진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감시에 초점을 맞추므로 (경제적 성과는 주
주들과 가장 관련성이 큼.)

Research Made Relevant – 이사회의 효과(2/4)

전략기획 및 통제

주들과 가장 관련성이 큼.)

• 성과가 낮으면 CEO를 해고

• 효과적 감시자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극

– 그러나 고위경영자도 그들의 역할이 있음.

• 기업내의 의사 결정과 관련한 세세한 정보가 없다면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
짐.

-> 대부분의 연구가 이사회는 사외 이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
는 반면, 고위경영자 역시 중요한 역할이 있다. 



• CEO = 이사회 회장?

Research Made Relevant – 이사회의 효과(3/4)

≠
이사회 회장은 사외이사진
이 맡아야 경영상 의사 결정
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

= 
효과적인 감시는 외부
인이 가진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

전략기획 및 통제

• 경험에 의하면 이는 정보 분석의 복잡성과 CEO와 의장이 직면한 감시 업무
의 복잡성에 의해 좌우.

• Brian Boyd의 연구

– 회사 성장 느림, 단순한 경쟁 환경 -> (CEO = 이사회 회장)인 구조가 회
사의 성장에 적합!

– 회사 성장 빠름, 복잡한 경쟁 환경 -> (CEO ≠ 이사회 회장)인 구조가 회
사의 성장에 적합!

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
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
다.



• 이사회는 수동적/능동적?

– 수동적->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지

–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 현실을 반영 : 이사회가 기업 성과 측정에 적극

Research Made Relevant – 이사회의 효과(4/4)

전략기획 및 통제

–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제 현실을 반영 : 이사회가 기업 성과 측정에 적극

적이지 않으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힘들어지고, 다른 메커니즘(ex.노

동조합, 언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그러나 이사회가 기업의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 

• 이사회는 경영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음.

• 만약 고위경영자를 바꿔야 한다면, 이사회는 고위경영자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것임.



Institutional Owners – 기관 투자자(1/2)

• 전형적인 거대 다각화 기업은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지분의 작은 부분을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힘들다.(예외 : Global 

Perspective)

• 기관 투자자 : 개별 투자자들이 그룹을 조성하여 투자를 관리. 연금기금, 투자
, . 

전략기획 및 통제

신탁, 보험회사 등의 형태를 띰. 

– 미국의 1000대 거대기업 기관지분율

• 기관 투자자는 투자 영향력을 이용, 회사의 경영이 주주들의 이익과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강요할 수 있다.

21% 48% 59%



• 기관투자자에 대한 시각과 연구

– 기관투자자는 단기적 이익 최대화에 관심.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그다지 근시안적이지 않으며, 지분 투자자(equity 

investor)와 같은 논리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

Institutional Owners – 기관 투자자(2/2)

전략기획 및 통제

investor)와 같은 논리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

• 연구개발 분야 투자의 경우, 목표가 장기적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높은 투자율이 기업의 연구개발 수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단기 이익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높은 수준의 기관 투자율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처분하게 한다
는 연구도 있다.

• 특히 사외 이사진이 상당 부분의 지분 투자를 한 경우 영향이 크다.

• 이는 기업의 현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과 일관된 행동.



Global Perspective – 세계의 가족 기업(1/3)

• 가족 기업(family firm) : 한 가족 구성원들이 회사를 소유하거나 장악
하는 경우

– Standard and Poor’s 500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1/3은 가족 기업.
• Mariott, Walgreens, Wrigley, Alberto-Culver, Campbell Soup, Dell, Wal-Mart etc.

전략기획 및 통제

– 가족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힘이 될 수도 있다.

-> 일반적인 기업 지배 모델은 다수의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인데, 위의
결과는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는 예외적임을 보여줌.

멕시코뉴질랜드 아르헨티나

9/20 13/20 20/20



• 가족 기업의 장단점

장점

� 대리인 문제가 덜 중요해짐

� 전략적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음

단점

� 고위 관리 직책은 가족들이 맡기 때문
에 광범위한 경영 기술 부족

Global Perspective – 세계의 가족 기업(2/3)

� 전략적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음

� 고용인들의 충성심

� 장기간 성장에 투자

�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해서 자
본 제약 문제에 부닥칠 수 있음

� 가족의 부는 기업에 얽매여 있으므로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어렵다. 

-> 분산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관련성 없
는 다각화를 하기도 함.(비용↑)



• 가족 기업의 시사점

– 가족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더딘 편이다. 

– 그러나,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국가에서는 가족기업의 영향력이

Global Perspective – 세계의 가족 기업(3/3)

전략기획 및 통제

– 그러나,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국가에서는 가족기업의 영향력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The Senior Executive – 고위경영자(1/2)

• 책임 : 기업의 전략 수립과 전략 실행

• 전략 수립

–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들 중 가치 있는 범위의 경제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

곧, rare & costly to imitate한 범위의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 -> 지속적 경쟁우위

전략기획 및 통제

– 고위관리자는 사업부 총 관리자나 전문 관리자와는 달리 기업 전체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를 찾아내고 개발, 육성하는 데 있어 유일한 위치에 있다.

• 전략 실행

– 관리자들간의 마찰을 해결해야 함.(간부, 사업부 총 관리자, 공통 행동 관리자들간의 마찰)  

-> 관리자들간의 마찰은 전략 실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이를 해결하는 반면, 고위관리자는 왜 회사가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고위경영자(senior executive = president)의 직책 : 회장, 최고경영자, 최고운
영책임자

– 다각화된 기업은 고위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이사회 회장(chairman of the board), 최고경영자(CEO : chief executive 

The Senior Executive – 고위경영자(2/2)

이사회 회장(chairman of the board), 최고경영자(CEO : chief executive 

officer), 그리고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에게 업무를 분할

한다.  

• 이사회 회장 :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감독

• 최고경영자 : 전략 수립

• 최고운영자 : 전략 실행



Corporate staff – 기업 간부(1/4)

• 책임 : 기업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고위경영자에게 제공.

• 기업과 사업부 간부(corporate & divisional staff)

– 사업부 간부(divisional staff) : 기업 간부와 같은 기능을 사업부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 간부(divisional staff) : 기업 간부와 같은 기능을 사업부

내에 만든 것. 

사업부 간부 관리자
(divisional staff manager)

기업 간부 관리자
(corporate staff manager) 

사업부 총 관리자
(division general manager)

형식적(formal) 
보고 관계

다소 덜 형식적인
(less formal) 보
고 관계



Corporate staff – 기업 간부

– 사업부 간부 관리자와 기업 간부 사이의 관계

• 고위 경영자가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 고위 경영자와 사업부간에 기업 정책과 절차 등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 사업부 간부(divisional staff)는 사업부 총 관리자(division general manager)와 다

소 덜 형식적인 보고 관계를 갖지만, 사업부 간부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 간부는 기업 간부들보다는 사업부 총 관리자나 전문 관리자(functional 

manager)와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된다. 

-> 이로 인해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과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회계 간부 기능의 경우, 보상이나 자본 할당과 관련 있으므로 잠재적 문

제점 大) 



– 기업 간부(특히 회계 간부)가 사업부 총 관리자와 조직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때, 고위 경영자의 효율적 감시가 가능해진다.

– 그러나, 기업 간부가 사업부로부터 정확한 성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

Corporate staff – 기업 간부(3/4)

전략기획 및 통제

– 그러나, 기업 간부가 사업부로부터 정확한 성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

업간부, 사업부 간부, 사업부 총 관리자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부의 성과 평가를 위
한 적절한 거리 및 객관성
유지

정보를 얻기 위한 협업과
팀워크 유지



Corporate staff – 기업 간부(4/4)

• 사업부 운영 관리에 과잉 개입(overinvolvement in managing 
division operations)

– M형 구조에서 운영관리는 사업부 총 관리자나 전문 관리자에게 위임.

– 기업 간부는 사업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사업부의 운영 관
리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전략기획 및 통제

리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 과잉 개입하지 않으려면 -> 기업 간부의 수를 줄여라!

• Johnson & Johnson’s의 경우, 총 82700명의 고용인 중 1.5%만이 회사 본부에서 일하며, 

이들 중 기업 간부는 몇 명 안됨.

• Hanson Industries는 총 수입 80억 달러의 다각화 기업으로, 본부에 120명이 일함. 

• Clayton, Dubilier, and Rice는 11명 간부들이 총 60억 달러 판매액을 내고 있는 8개 사업

을 감독.



Division General Manager – 사업부 총 관리자(1/2)

• 책임

– 매일 기업의 사업을 관리

– 손익에 대한 전적인 책임

전략기획 및 통제

– 전략수립, 실행

• 전략 수립 : 기업전략과 일관되도록 사업부의 전략을 수립

• 전략 실행 : M형 구조에서의 사업부 총 관리자의 전략 실행 책임과 U형 구
조에서의 고위관리자의 전략 실행 책임은 대등하다. 특히 M형 구조에서
사업부 총 관리자는 사업부 전략을 실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전문 관리자간
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여러 명의 전문 관리자(functional manager)를 두어 사업부 총 관리자에
게 보고하는 형식.



• U형 구조에서의 고위관리자와 비교했을 때, M형 구조에서 사업부 일반

관리자는 두 가지 책임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Division General Manager – 사업부 총 관리자(2/2)

VS.
기업 자본을 위해
경쟁

기업의 범위의
경제 실현을 위
한 다른 부서와

전략기획 및 통제

•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추가적 책임은 서로 상충.

-> 두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은 다각화 회사들 사이에서도

rare & costly to imitate.

VS.경쟁 한 다른 부서와
의 협력

• 자본할당을 위해 높은 경
제적 성과를 내려고 함.

• 공통 행동 관리자, 기업 간부

관리자, 고위관리자 등과 협력.

• 새로운 범위의 경제를 찾는 데

연관될 수도 있다.



Shared Activity Managers – 공통 활동 관리자(1/4)

• M형 구조에서 사업부는 가치사슬의 단계들이 공통적으로 관리될 때 공통 활동
에 의한 범위의 경제를 활용.

– 공통 판매 부서, 공통 유통 시스템, 공통 제조 설비, 공통 연구 개발 노력..(표 7.2 

참고)

• 책임 : 활동을 공유하는 사업부의 운영을 지원. 

전략기획 및 통제

• 책임 : 활동을 공유하는 사업부의 운영을 지원. 

• 연차보고서에 나오는 M형 구조(그림 8.1) : 공통 활동과 기업 간부의 기능에 차
이가 없어 보임, 공통 활동 관리자가 고위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처럼
보임.

-> (그림 8.2)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



• 원가 센터(Cost center) 로서의 공통 활동

– M형 구조에서 공통 활동은 주로 원가 센터(cost center) 로서 관리된다. 

– 원가 센터 : 손익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기 보다는, 주어진 예산 범위 하에서 운영을 관

리함. 

Shared Activity Managers – 공통 활동 관리자(2/4)

전략기획 및 통제

리함. 

• 공통 활동 관리자는 사업부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려 하지 않는다. 

• 공통 활동이 제공한 서비스가 사업부의 운영 비용을 보상해줄 때, 이 서비스는 가치를 가지

게 된다.  

원가센터로서의 공
통활동이 사업부에
게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

사업부가 독자적으
로 혹은 외부에서 비
슷한 서비스를 제공
했을 때 드는 비용

<

• 사업부 관리자는 공
통활동을 사용하려 함

-> 범위의 경제



• 이익 센터(profit center) 로서의 공통 활동

– 몇몇 다각화 기업에서는 공통 활동을 원가 센터가 아닌 이익 센터로서 관

리하기 시작.

+ 사업부가 서비스 제공자(공통활동 또는 외부 공급자)를 선택할 수

Shared Activity Managers – 공통 활동 관리자(3/4)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가 서비스 제공자(공통활동 또는 외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줌.

-> 공통 활동 관리자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

• ABB Inc. 의 경우 기업 간부를 거의 없앰. 남은 간부 기능은 공통 활동에 재편성하였고, 

공통 활동은 ABB 사업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

-> 결과 : 기업 간부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공통 활동의 전문성과 맞춤성이

높아짐.



• 이익 센터로서의 공통 활동의 위험성

: 사업부가 공통 활동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공통 활동 관리자들은, 낮은 원가로 높은 수준의 맞춤화와 높은 품질의

Shared Activity Managers – 공통 활동 관리자(4/4)

전략기획 및 통제

• 공통 활동 관리자들은, 낮은 원가로 높은 수준의 맞춤화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사업부에게 제공하여 외부에서 대체재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한

다. 

-> M형 구조에서 공통 활동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공통 활동 관리자들이 내부 고객(사업부)을 만족시켜야 한다.   



• M형 구조가 앞서 소개되었지만 어떤 조직 구조도 그 자체만으로 기업

다각화를 완전하게 실행할 수 없다.

• 따라서 M형 구조는 반드시 다양한 경영 관리(management controls)

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Management Controls and Implementing 
Corporate Diversification
- 경영 관리와 기업 다각화의 실행

전략기획 및 통제

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 세가지 중요한 경영 관리

– 사업부 성과(divisional performance) 평가 체계

– 사업부 간의 예산 배분(allocating capital across divisions) 체계

– 사업부 간의 중간생산물의 이전(transferring intermediate products 

between divisions) 체계



• M형 구조의 사업부는 손익 센터(profit-loss center)이므로 원칙적

으로 사업부 성과 평가는 정확해야 한다.

• 당연히 성과가 좋은 사업부는 성과가 나쁜 사업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valuating Divisional Performance
- 사업부 성과 평가

전략기획 및 통제

평가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매우 복잡한 업무이다.

– (1) : 사업부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2) : 어떻게 사업부 간의 범위의 경제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1.사업부 성과의 회계적 척도(accounting measures)

• 일반적인 회계 척도 : 

– Return on assets controlled by a division, return on a division’s 

sales, a division’s sales growth

• 이러한 회계 척도는 사업부의 성과가 표준에 비해 우수한지 저조한지

전략기획 및 통제

• 이러한 회계 척도는 사업부의 성과가 표준에 비해 우수한지 저조한지

판단하는 비교 기준이 된다. 

• 사업부 성과 평가의 비교 표준(standards of comparison)

– (1) 기업 내의 모든 비즈니스 단위에 공통적인 하한 비율(hurdle rate)

– (2) 성과의 예산 수준(budgeted level)

– (3) 각 사업부의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 수익성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1) 기업 내의 모든 서로 다른 비즈니스 단위에 공통적인 하한 비율

(hurdle rate)

– 기업이 단일한 하한 비율을 모든 사업부에 충족시키도록 한다면 사업부

의 성과 목표에 관해 모호함이 적어진다.

전략기획 및 통제

의 성과 목표에 관해 모호함이 적어진다.

– 그러나 사업부의 성과 간의 중요한 차이들을 무시하게 된다.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2) budgeted level

– 예산에 따른 성과(budgeted performance)에 의한 사업부 간의 실제 성과 비교는 다
른 사업부 간의 성과 예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단점

– 예산 편성 과정(budgeting process)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술책(political 
intrigue)이 크게 작용. 

전략기획 및 통제

•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corporate manager)는 빈번하게 사업부 관리자가 예산
체계에서 속임수를 쓴다고 가정하며, 이에 따라 각 사업부의 판매 예측과 예산 청구액
을 삭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예산 편성은 대개 경제의 발전 과정과 사업부가 속한 산업내의 경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사업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다. 

• 이러한 가정이 더 이상 맞지 않은 경우 예산은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 

– 기업의 이익 창출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고 시간은 소모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3) 사업부의 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 수익성

– 사업부 간의 성과 예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단점

– 다각화된 기업내의 사업부의 성과가 뛰어난지 아닌지가 다른 회사에 의

해 결정된다. 

전략기획 및 통제

해 결정된다. 

– 또한 “적절한(right)”기업들을 선택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다. 이는 거

의 대부분의 사업부가 산업 평균보다 나은 수익성을 가지는 결과를 가

지도록 할 수 있다.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공통적인 한계

– 단기 편향(short-term bias)

– 위의 회계적 척도들은 모두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

원과 능력(capability)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 사업부 관리자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투자를 보류할 수 있다.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 관리자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투자를 보류할 수 있다.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2.사업부 성과의 경제적 척도(economic measures)

• 회계적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

– 장기적 이익을 창출할 단기간의 투자를 통합하여 조정하기 위한 방법. 

– 사업부의 성과를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과 비교

– 이는 회계적 척도를 사용할 경우의 계략 사용(gaming)을 피하기 위함

전략기획 및 통제

– 이는 회계적 척도를 사용할 경우의 계략 사용(gaming)을 피하기 위함

임.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2.사업부 성과의 경제적 척도

•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

– EVA = adjusted accounting earnings-(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total capital employed by a division) 

– 기업전체의 EVA

전략기획 및 통제

– 기업전체의 EVA

– 세후순영업이익 – 가중평균자본비용

– (투하자본수익률-가중평균자본비용비율)*투하자본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2.사업부 성과의 경제적 척도

• “조정된(adjusted)” 회계상 수입(accounting earnings)

– 사업부의 전통적인 회계상 수입을 사업부의 경제적 수입에 근사 하기 위해 조정

한 것. 

• 전통적인 회계 관습(practice)에서는 R&D는 수입에서 삭감되어 사업부의 총

전략기획 및 통제

• 전통적인 회계 관습(practice)에서는 R&D는 수입에서 삭감되어 사업부의 총

관리자(general manager)가 장기간의 R&D투자를 기피하게 하였다. EVA를

사용하면 R&D비용은 사업부의 성과에 반영되어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

각된다.

• 사례

– Stern Stewart는 사업부 평가 체계에 기반한 EVA의 적용에 특화된 컨설팅 회사

이다. 

– 40여 가지의 조정된 기준(adjustment)를 보유.(대부분은 독점적으로 사용)

– R&D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같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잘 알려져 있음. 



Measuring Divisional Performance

-사업부 성과의 측정

• 2.사업부 성과의 경제적 척도

• 투자비용(cost in investment)

– WACC는 만약 회사가 다른 사업부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돈의

양 = 특정한 사업부에 투자한 경우의 기회비용

• 사업부의 수입을 조정하고 사업부의 투자 비용을 평가 함으로써 EVA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의 수입을 조정하고 사업부의 투자 비용을 평가 함으로써 EVA

는 전통적인 회계 척도 보다 사업부의 경제적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 EVA을 기반으로 사업부를 평가하는 기업의 사례.

– AT&T, Coca-Cola, Quaker Oats, CSX, Briggs and Stratton, Allied 

Signal 

– Allied Signal : “새는 바가지(leaky bucket)” 상

• 다각화된 기업에서의 경제적 성과 창출에 EVA가 핵심 요소



Economies of Scope and the Ambiguity of Divisional 

Performance

-범위의 경제와 사업부 성과의 모호성

• 어떤 척도를 사용하든 다각화 기업의 사업부 성과는 완벽하게 평가될 수 없다. 

• 사례

– 손익 센터로 간주되는 두 개(A와 B사업부)의 사업부로 나뉘어 있는 기업이 R&D

를 공통으로 수행한다. R&D는 비용 센터로 간주되며 이 R&D의 수행을 위해 각

사업부는 10년간 매년 $10million을 제공.

–

전략기획 및 통제

– 결과적으로 R&D 수행을 통해 사업부 A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 이 경우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A,B 각 사업부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책정되

어야 하나?

• 각 사업부의 관리자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주장을 펼칠 수 있다. 

– 사업부 A : 기술이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소용없다.

– R&D 부서 : R&D과정의 성공적 수행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길 수 있다. 

– 사업부 B : 장기적인 투자 없이 R&D수행은 불가능하다.



Economies of Scope and the Ambiguity of

Divisional Performance

-범위의 경제와 사업부 성과의 모호성

• 위의 예시는 실제로 다각화 전략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부의 성과를 명백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다각화된 기업에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업이 수행

전략기획 및 통제

다. 다각화된 기업에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업이 수행

하는 모든 사업이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보다 함께 수행될 때 더 가치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반대로 각 사업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Economies of Scope and the Ambiguity of

Divisional Performance

-범위의 경제와 사업부 성과의 모호성

• 다각화된 기업의 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강제한다. 

• 각 비즈니스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명백하게 성과 평가가 가능하

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의한 다각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 사업부 성과의 모호함은 공통 활동이 다각화된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 성과의 모호함은 공통 활동이 다각화된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범위의 경제일 때 충분히 부정적이다. 

– 무형의 핵심 핵심 역량(intangible core competences)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모호함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공통 학습과 경험(shared 

learning and experience)이 기업의 다각화 노력을 정당화한다. 

– 범위의 경제의 무형성은 사업부 평가 업무의 어려움을 배가한다.



Economies of Scope and the Ambiguity of

Divisional Performance

-범위의 경제와 사업부 성과의 모호성

• 기업이 엄격한 EVA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모호함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

능하다.

• Coca-Cola Company

– Coca-Cola 사업부의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Diet Coke 사업

부의 편승.

전략기획 및 통제

– 물론 Diet Coke 사업부의 성공에 Coke의 브랜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Diet Coke는 스스로의 광고와 충성고객(loyal group 

of customers) 등을 개발해왔다. 

– EVA척도를 이용한 Diet Coke의 성공의 어디 까지가 Diet Coke 스스로의 노력

에 기인하고 어디까지가 Coke 브랜드에 기인하는가.

• 경제적 척도와 회계적 척도 같은 정량적인 사업부 성과 평가는 반드시 고위

경영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Allocating Corporate Capital 

-기업 자본의 배분

• 내부 자본 분배는 다각화된 기업의 고위 경영자가 사용 가능한 정보

가 외부 자본 출처(external sources of capital)나 외부 자본 시장

(external capital market)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다각화를 정당화한다. 

전략기획 및 통제

• 한계

– 사업부 총관리자가 사업부의 전망은 과대평가하고 문제는 과소평가할

강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독립적인 기업 회계 기능(independent corporate accounting 

function)을 가지는 것은 이 문제에 도움이 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는 한계가 있다. 



Allocating Corporate Capital 

-기업 자본의 배분

• 초기화 예산편성(zero-based budgeting) : 중요도에 따라 모든 사업부의

자본 배분 요청을 순위화한 후 기업 내 자본 배분. 과거의 자본 배분에 상관없

이 매년 각 프로젝트의 장점에 따라 평가 받음.

• 한계

전략기획 및 통제

•

– 중요도에 따라 프로젝트를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다.

– 기업 경영자(corporate executives)가 각 사업부의 프로젝트의 전략적 역할과

사업부의 단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매우 완벽한 이해를 필요로 한

다. 

– 특히 정보는 무형이며 암묵적이며 복잡하다.

•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종종 내부 자본 분배는 다각화된 기업에서 실패한다.



Transferring intermediate Products

- 중간 생산물의 이전

• 다각화된 기업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종종 한 사업부가 생산한 재

화 및 용역(products and services)가 다른 사업부의 재화 및 용역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이전은 손익센터의 사이

에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있다. 

전략기획 및 통제

•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 or services)

• 이전 가격 체계(transfer-pricing system) : 한 사업부가 이전 가격(transfer 

price)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부에 판매하는 것.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market price)과 달리 이전 가격은

기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업 경영에 의해 결정된다. 



Setting Optimal Transfer Price

-최적 이전 가격의 설정

• 이전 가격 = 한 사업부가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부로 이전함에 따라 포기

하는 기회비용의 가치.

• 사례

– A사업부의 한계 비용(marginal cost)은 $5/unit일 때, 고객에게 $6/unit으로 판

전략기획 및 통제

– A사업부의 한계 비용(marginal cost)은 $5/unit일 때, 고객에게 $6/unit으로 판

매 가능하다면 이전 가격은 $6.

– 그러나 수요보다 생산능력(capacity)이 크다면 이전 가격은 생산 비용인 $5.

– 판매 사업부는 한계 비용과 이전가격이 같아질 때 까지, 구매 사업부는 이전가격

과 이익이 같아질 때 까지 중간재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 

– 이전 가격은 사업부의 이익 극대화(profit-maximizing)를 유도하여 기업의 이

익을 최적화 할 수 있다. 



Difficulties in Setting Optimal Transfer 

Prices – 최적 이전 가격 설정의 어려움

• 최적 이전 가격 설정을 실제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1) 판매 사업부의 기회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 (2) 한계 비용과 생산 능력, 상품에 대한 외부 수요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

� 획득하기 어렵고 고정적이지 않다. 

– 시장 상황의 변화, 수요의 변화, 한계 비용의 변화에 따라 기회비용의 가치도 변

전략기획 및 통제

한다. 

– 구매 사업부를 위해 재화의 고객 맞춤화를 수행하면 기회비용의 계산은 보다 어

려워진다.

• 정보가 획득 가능하고 급속하게 갱신할 수 있다고 해도 판매 사업부 총관리자

는 기회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동기가 충분하다.



Setting Transfer Prices in Practice

– 실제에서의 최적 이전 가격 설정

• 최적이전가격 책정계획(optimal transfer-pricing scheme)을 확립하기가 극히 어

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각화된 기업은 최적 가격에 근사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전가격

유형을 적용한다.

이전가격 책정계획의 대안 (Alternative transfer pricing schemes)

자율 교환

(Exchange autonomy)

판매와 구매 사업부 총관리자는 기업(corporate)의 관여 없이 이전
가격을 협상 가능.(Exchange autonomy)
이전 가격은 판매 사업부의 외부 구매자의 가격(price to external 
customers)과 동일

총비용위임

(Mandated full cost)

이전 가격은 판매 사업부의 실제 생산비용과 동일.

이전 가격은 판매 사업부의 표준비용(standard cost-max 
efficiency)와 동일.

시장기반 위임

(Mandated market based)

이전 가격은 판매 사업부의 시장 가격과 동일

양측가격책정

(Dual pricing)

구매 사업부의 이전 가격은 판매 사업부의 실제 또는 표준 비용과
동일.

판매 사업부의 이전 가격은 외부 구매자 또는 시장 가격과 동일



Setting Transfer Prices in Practice

– 실제에서의 최적 이전 가격 설정

• 어떤 계획을 사용하더라도 때때로 이전 가격은 다각화된 기업에서 비효율과

갈등을 조장한다.

– 1. 판매와 구매 부서의 이전 가격 협상

• 협상과 흥정 비용

전략기획 및 통제

• 적절한 이전 비용이 조정되지 않을 때의 범위의 경제가 활용되지 않을 위험

– 2. 판매 사업부의 외부 구매자의 가격과 동일한 이전 가격

• 어떤 고객인가? 다른 고객은 다른 가격을 초래한다.

• 구매 사업부의 판매 사업부에 대한 구매 총액은 낮은 이전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가?

• 판매 사업부가 구매 부서에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 낮은 이전 가격으로 반영

되지 않는가?

– 3. 판매 사업부의 실제 비용과 동일한 이전 가격

• 실제 비용이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 판매 사업부의 모든 비용 또는 구매 사업부가 구매하는 재화에 대한 비용



Setting Transfer Prices in Practice

– 실제에서의 최적 이전 가격 설정

– 4. 판매 사업부의 표준 비용과 동일한 이전 가격

• 표준 비용은 판매 사업부의 효율성이 최대화 되었을 때의 비용이다. 이 가정

은 구매 사업부에 이득으로 작용한다.

– 5. 시장가격과 동일한 이전 가격

• 만약 상품이 매우 차별화되어 있다면 단순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략기획 및 통제

• 구매 사업부의 판매 사업부에 대한 구매 총액은 낮은 이전 가격으로 반영되

지 않는가?

• 판매 사업부가 구매 부서에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 낮은 이전 가격

으로 반영되지 않는가?

– 6. 판매 사업부의 실제 비용과 구매 사업부의 시장 가격과 동일한 이전

가격

• 이러한 계획의 조합은 이전 가격 설정의 다른 문제들을 결합한다.



Setting Transfer Prices in Practice

– 실제에서의 최적 이전 가격 설정

• 실행의 어려움.

– 한 연구에 따르면 다각화된 기업에서 자원 공유의 정도가 높아질수록(이전 가격 설정의 중요

성이 높아질수록) 사업부 총관리자의 직업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한다.

– 적절한 이전 가격 책정 절차(“right” transfer-pricing mechanism)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

전략기획 및 통제

– 적절한 이전 가격 책정 절차(“right” transfer-pricing mechanism)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

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절차를 변화시켜 본다. 

– 경제 이론은 정확한(correct)이전 가격은 반드시 기회비용과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 어떤 체계를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전 가격 책정 절차(mechanism) 보다는 이

전 가격 책정 정책(policy)에 신경 써야 한다. 

• 정책을 사용하면 보다 적은 경영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적어도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문제를 초래한

다.



Setting Transfer Prices in Practice

– 실제에서의 최적 이전 가격 설정

• 해결책

– 몇몇 학자들은 최적 이전 가격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전 가격 책정을

갈등 해결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이전 가격 책정은 사업부간 차이에 관심을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mutually 

전략기획 및 통제

beneficial way)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경영 관리(management controls) 세 가지 과정이 제안하는 기업 다각화 전략

의 적용은 방대한 양의 경영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 때로 다각화된 기업이 스스로 수행하는 사업이 더 이상 기업 전체의 전략과

맞지 않을 때도 있다. 



Transforming Big Business into Entrepreneurship

– 거대 사업의 기업가 정신으로의 변환

• Corporate spin-off : 모회사에서 분리, 독립한 자회사

가치 분의 유동 자산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 다각화된 기업이 운영하던 사업을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새로운 회사가 경제로 들어오는 방법. 

전략기획 및 통제

• 방법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 내의 관리자와 피고용자들에게 사

업부를 매도.

– 상장(IPO-initial public offering)을 통해 대중에 공개 매도. 

• 때때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소유권을 일정부분 남겨두고 매도 하기

도 하며 다른 경우 완전히 매각하기도 한다. 



Transforming Big Business into Entrepreneurship

– 거대 사업의 기업가 정신으로의 변환

• spin-off의 이유.

– 1. 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에 매우 구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때.

• 다각화된 제조기업이 R&D 집중화된(intensive)산업 내에 있는 경우

– 2. 기대되는 범위의 경제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없어진 경우.

• PepsiCo는 KFC, Pizza hut, Taco Bell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정적 결과가 나오자 분리.

– 3. 기업내의 다른 사업부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 및 통제

– 3. 기업내의 다른 사업부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자본 수급에 제한이 있을 때 사업부를 팔아 지금 마련.

• 사업부를 줄임으로써 기업 전체의 자본 수요 감소.

• spin-off 대상

– 1. 다각화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부

– 2. 비교적 작은 사업부

– 3. 기업 내 다른 사업부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사업부



Transforming Big Business into Entrepreneurship

– 거대 사업의 기업가 정신으로의 변환

• 특정한 산업 내의 합병과 인수의 빈도가 어떤 사업부를

spin-off할지를 결정

• 충분한 합병과 인수가 일어나지 않는 산업 내에서는

전략기획 및 통제

• 충분한 합병과 인수가 일어나지 않는 산업 내에서는

spin-off가 힘들다.

– 제값을 못 받고 팔 수 있다. 



Compensation Policies and Implementing Corporate 

Diversification – 보상 정책과 기업 다각화의 적용

• 전통적으로 보상 정책은 회사의 경제적 성과와 단지 약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 고위경영자의 보상과 회사의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 연구는 현금 보상

(봉급과 현금 보너스)은 회사의 성과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한다. 

– 주주에게 $400million의 손해를 입힌 CEO의 연봉이 $800,000이고 , 

$400million의 이익을 가져온 CEO의 연봉이 $1,040,000

전략기획 및 통제

�$800million의 회사 성과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00의 CEO의 봉급과 보너스

차이를 초래

– $1million당 $255

• 주식과 스톡 옵션 형태의 보상은 회사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함. 

– CEO의 보상에 주식과 스톡 옵션이 포함된 경우 $800million차이에 $1.2million

의 차이

– $1million당 $667



Compensation Policies and Implementing Corporate 

Diversification – 보상 정책과 기업 다각화의 적용

• 많은 기업이 현재 사업부 총관리자를 포함한 고위 관리자들에게 비현

금 보상(noncash compensation)을 제공하고 있다.

– General Dynamics의 1300명의 관리자들은 주식과 스톡 옵션을 제공

받음. 현금 보너스도 회사의 주식 시장 성과에 따라 결정

– Johnson & Johnson : 모든 사업부 총관리자는 보상 정책

전략기획 및 통제

– Johnson & Johnson : 모든 사업부 총관리자는 보상 정책

(compensation package)에 5가지의 요소를 포함.

• 봉급

• 현금 보너스, stock grants, stock options, 순연수익(deferred income)

• 관리자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

기 위해 중요.  



What Do You Have in Your Wallet? Maybe 

It’s Richard Fairbank – 너는 지갑에 뭐가 들었냐?

• Capital One의 신용카드 광고

– Richard Fairbank는 2005년 가장 고수익 CEO

• 2005년에 봉급이나 보너스 전무.

• 스톡 옵션으로 성공 $249.42million

• 2000년에서 2005년 까지 $448.58million

전략기획 및 통제

• 2000년에서 2005년 까지 $448.58million

• $89.72/year, 시급 $36,000, 2005년에는 $100,000

• Oracle –Lawrence J. Ellison

– 2000년에서 2005년 까지 상위 25인

– $215.84million

• 2005년 가구당 평균수입 $45,000 = 2시간 15분의 노동



What Do You Have in Your Wallet? Maybe 

It’s Richard Fairbank – 너는 지갑에 뭐가 들었냐?

• 만약 CEO의 보상이 회사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합당하나 항상 그

렇지 않음

– Best CEO

• General Growth – John Bucksbaum, Consol Energy – Brett Harvey…

– Worst CEO

•

전략기획 및 통제

• Alcoa – Alain Belda…

• 반대 의견

– 1.CEO의 보상은 CEO 노동 시장의 압력을 반영

– 2.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CEO의 이사회에 대한 권력과 영향에 따라 결정

• CEO에 대한 보상은 회사의 주주들의 수입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 도대체 누가 시급 $70,000를 받을 자격이 있나?



Organizing to Implement Corporate Diversific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국제적 상황에서 기업 다각화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

• 국제적 전략은 기업 다각화 전략의 매우 특별한 경우이므로 전

략의 수행을 위해 많은 조직화 기법(organizational tools)이

사용된다.

전략기획 및 통제

• 한 국가 내에서의 기업 다각화와 국제적인 기업다각화는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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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M형 구조의 특수형

회사의 국제적 전략 추구의 구조적 선택항

(Structural Options for Firms Pursuing International Strategies)

분산된 연합

(Decentralized federation)

전략적, 경영 상의 결정(strategic and operational 
decisions)이 사업부나 지사(country companies)에
위임.위임.

통합된 연합

(Coordinated federation)

경영 상의 결정이 사업부나 지사에 위임 ; 전략적 결정
이 본사(corporate headquarters) 에 남아있음.

집중화된 중심

(Centralized hub)

전략적, 경영 상의 결정이 본사에 남아있음.

국제적 구조

(Transnational structure)

전략적, 경영상의 결정이 지역 상황에 대한 반응
(responsiveness to local conditions)과 국제적 통합
(international integration)을 극대화하는 경영 주체
(operational entities)에 위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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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산된 연합 (Decentralized federation)

• 지사

– 조직 구조에서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는 완전한 손익 사업부(full profit-loss 

division)로 간주. 

– 사업부 총관리자는 특정한 국가 내에서 회사의 사장(president)이 된다. 전략적

전략기획 및 통제

결정과 경영 상의 결정 모두 내릴 수 있다.  

– 다른 사업부나 지사와 매우 적은 공통 활동과 범위의 경제가 존재

• 기업 본사(corporate headquarters)

– 제한적인 전략적 역할만 수행

– 기업 간부는 각 사업부나 지사로부터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기

관이나 시장에 보고하는 제한적 역할

• 대부분의 사업부나 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용인들은 자신이 거대한 국제적 기

업에 속해있다는 것도 잘 모름. 

•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이 존재-Nestle, CIBA-Geigy, Electro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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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된 연합 (Coordinated federation)

• 지사

– 완전한 손익 사업부로 조직된다. 사업부 총관리자는 지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 

– 분산된 연합과는 달리 전략적, 경영 상의 결정은 전적으로 사업부 총관리자에게 위임되지는

않는다. 

• 본사

전략기획 및 통제

• 본사

– 경영상의 결정은 지사에 위임되나 거시적인 전략적 결정은 본사에 의해 결정된다. 

– 통합된 연합은 사업부나 지사들 간의 다양한 공통 활동과 범위의 경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다.

• 중심 연구 개발실(centr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ies)이나 제조 기술

개발 주도(manufactur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및 경영 훈련과 개발 활동

(management training and development)에 기업 전체 차원의 후원이 흔히 존재

• GE, GM, IBM, Coca-cola 



Organizing to Implement Corporate Diversific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국제적 상황에서 기업 다각화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

• 3. 집중화된 중심 (Centralized hub)

• 지사

– 손익 센터로 조직되며 사업부 총관리자는 사장일 수 있다.

– 단순히 전략과 전술, 정책을 실행하도록 본사에 의해 선택된다.

– 본사의 고위 관리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

전략기획 및 통제

• 본사

– 대부분의 전략적, 경영 상의 결정은 기업 중심(corporate center)에서 이루어 진
다. 

• 일본과 한국의 많은 기업

– Toyota, Mitsubishi, NEC

– Goldstar, Daewoo, 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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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적 구조 (Transnational structure)

• 앞서 설명한 국제적 전략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구조로 여러 면에서 통합
된 연합과 유사하다.

• 공통점
– 두 경우 모두 전략적 의사 결정의 책임은 기업 중심에 많이 남아있고 경영 상의

의사 결정은 사업부 총관리자나 지사장에게 많이 위임되어 있다. 

전략기획 및 통제

• 차이
– 통합된 연합 구조는 공통활동과 사업부간, 지사간 범위의 경제가 기업 중심에서

관리된다. 이 경우 R&D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 중심에서 중심 R&D센
터를 만들어 관리한다.

– 국제적 구조에서 이러한 범위의 경제의 중심은 기업 중심에서 관리 될 수도 있으
나 특정한 사업부나 지사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특정한 국가의 한 사업부나 지사가 가치 있고 희귀하며 모방에 비용이 많이
드는 R&D 능력을 개발했다면 그곳이 기업 전체의 R&D중심이 될 수 있다. 

– 국제적 구조에서 본사의 역할은 서로 다른 국가들의 자원이나 능력이 기업 내의
어떤 사업부에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을 살펴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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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관리는 범위의 경제를 실현 시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1. 단일한 사업부나 지사 – 규모의 경제 실현
– 2. 다른 사업부나 지사간 이전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업부나 지사간 연합-규모의

경제 실현
– 3. 다른 사업부나 지사간 이전 또는 본사에서의 전체 회사를 위한 재개발

(redeveloped for entire firm)

전략기획 및 통제

• 분산된 연합
– 불가능(항상 각자 스스로 경쟁력을 개발)

• 통합된 연합, 집중화된 중심
– 항상 기업 전체 차원의 범위의 경제를 개발

• 국제적인 구조를 성공적으로 이용한 회사
– Ford- 포드 유럽은 모든 포드 그룹의 디자인 중심
– Ericsson – 호주의 사업부에서 개발한 telecommunication switch을 기업 전체

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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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네 가지 접근은 회사의 지역 반응성(local responsiveness)과
국제적 통합(international integration)에 대한 trade-off에 따라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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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직 구조도 다양한 경영 관리 체계(management 
control system)나 경영 보상 정책(management 
compensation policies)없이 운영될 수 없다. 

전략기획 및 통제

• 사업부간 중간재의 교환 역시 국제적 전략의 실행을 위한
기업 조직에도 중요

• 국제적 환경이 국내 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