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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위기
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이의 실천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경영학의 구루(guru) 게리 해멀(Gary Hamel)은 그의 저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서 혁신은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라고 한다. 경영환경이 어려울수록 경영자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경영의 촉매제로서 이용해야
하며 현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생존이상의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의 경영환경이 불안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기존의 영업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
며 그것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켜 기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이다. 그것은 마치
기차는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길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미국의 세계적인 네트워크회사인 CISCO 시스템의 CEO인 존 챔버스(John Chambers)는“기업
의 미래는 협업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고 하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는 스피드와 유연성을 강조
하고 있다. 위기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정해진 공식으로 대응할 만큼 문제
가 단순하지도 않다.

김수진 수석연구원

[세일즈맨은 거짓말쟁이인가?]
새로 입사한 직원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것을 발견한 김과장이 조용히 신입직원을 불러서 말했다.
- 김과장 :“부끄러운 줄 알게, 자네는 이 회사에서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 신입사원 :“그럼요. 영업부서로 넘겨져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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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코넥스(KONEX ; Korea
New Exchange)가 이르면 오는 4월에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넥스 개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코스닥시장의 높은 진입문턱으로 인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로 이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은 기존 코스닥시장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코넥스시장은 이제 막 사업에 뛰어든
신생기업들도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창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사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넥스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주식시장 비교
코넥스

코스닥
일반기업

벤처기업

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①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②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 설립한 지 3년 이상
③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

② 설립연수 제한 없음
③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또는 순이익 10억원 이상

①~③ 모두 충족해야 상장 가능

①과 ③ 모두 충족해야 상장 가능

③ 순이익 3억원 이상
①~③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 가능
자료 : 금융위원회

강태훈 수석연구원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 ]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불확실성이 소멸되고 사회안정이 기대됨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신혼여행의 단꿈에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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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의 신장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2000년 1/4분기~ 2008년 2/4분기 중 세계교역 신장률은 연평균 7.2%의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위기 이후인 2008년 3/4분기 ~ 2012년 3/4분기 중에는 1.8%로 대폭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신장세가 크게 둔화된 이유를 ① 글로벌 금융불안
으로 인해 교역을 지원하던 무역금융 위축 ②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③ 세계교역의 실질GDP에 대한 탄력성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계교역은 향후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하면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 재무상황이나 보호무역성향 등을
감안할 때 빠른시일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교역신장률도 연평균 13.2%에서 5.5%로 하락하였다. 또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
하지 않다고 한다. 시장규모 확대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로써 경영성과를 내야할 것 같다. 그 동안 모바일, TV,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는 기술혁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ADL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혁신활동이 활발한 우수혁신기업군이 일반혁신기업군보다 영업이익이 13%이상
높았다. 현 상황에서도 정답은 역시 활발한 혁신활동인 것 같다.

백충기 수석연구원

[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
미국에서 80개 국적의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Track your Happiness라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통해 행복한 순간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 Matt Killingsworth, TEDx 강연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