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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디지북의 주요 대상

본 디지북은 모든 규모의 전 세계 기업들에서 근무하는 CFO 및 재무 담당 부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및 사례 연구들에는 소기업 및 공공 기관은 물

론, 대형 다국적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위 재무 전문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또한, 다른 최고 경영진들이 연차 보고와 관련한 과제와 압력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한 CFO의 생활에 대한 통찰력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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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제공이 모두 쉬워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디지북은 높아진 기대치, 빅 데이터 및 세계화 등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와 함께 현명

한 CFO들이 보고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사례 연구와 예제를 포함한다.

 

새로운 재무 보고 환경

CFO의 업무가 계속 어려워지고 어느 누구도 관

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적인 정성적 공시를 위한 4단계

“귀사의 BI(Business Intelligence)가 3년 간 지속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하라”

분석 및 공시와 관련한 5가지 주요 리스크 완화

경력을 망치는 실수 없이 재무 보고서를 

간소화할 수 있다.

 타부서 직원에 의한 실수를 없애기 위해 재무 부

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동료 간 압박이 CFO들의 최고의 무기이다.

재무 부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회사에서 가장 작고 효율적인 팀이 되기에 충분

한가?

실제 행동 계획 수립 

다음 단계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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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무 보고 환경

분기 및 연차 보고서는 재무 부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점차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법률이 시행된다. 2008년 이

후 규칙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하며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CFO들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5~6일 내에 회계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2007년 이후 47%에서 38%로 감소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최고 경영진, 이사회 및 주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 SaaS 솔루션의 업무용 대시

Ⅰ

1

1 Oracle: 5 Minutes on Modern Finance

 http://www.oracle.com/us/cio-docs/5-minutes-modern-finance-br-2210880.pdf



성공적인 정성적 공시를 위한 4단계

보고서의 정성적 공시 확대는 기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90%의 조직들은 정성적 주석 공시 사항을 확대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제 무형 자산

이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 3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상황과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4

Ⅱ

  경제 위기 이후의 보고서 작성—주주들은 무엇을 ‘최대 관심사’로 고려하고 있는가? 2

리스크 관리

회계 결산 및 포지션의 설명

향후 계획 및 전망

기업 지배 구조 정책 및 절차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KPI

이사회의 보수 보고서

이해 당사자 관계 관리

소셜 및 환경 정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

주주 비율

2 Accaglobal.com: Accountancy Futures - Hitting the notes, but what’s the tune?

 http://www.accaglobal.com/content/dam/acca/global/PDF-technical/narrative-reporting/hitting_the_notes.pdf

보드, 손목의 핏비트(Fitbit) 등은 모든 데이터가 즉각적이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

닫게 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보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공개를 원한다. 과거의 실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

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들은 리스크에서 지배구조, 그리고 관계 관리에 이르는 모든 것을 효과

적으로 통합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막대한 기회가 있지만 그에 대한 기대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디지북에서는 현재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 보며 근거 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새로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개인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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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4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중에 대한 이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연차 이해 당사자 조사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CEO, CFO 및 준법 감시부가 함께 협력해 오직 CEO, CFO 또는 준

법 감시인들만 실제로 관심을 갖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PWC의 2014년 ‘통합 보고를 향하여(Towards Integrated Reporting)’ 상 수상자인 에이곤(Aegon)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해당 기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5   이는 보고

서가 실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형 보고(Narrative reporting): 주주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요소를 발견한다.

2015년 8월 현재, 포춘지가 선정한 회사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unicorn)’ 스타트업이 138

개사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정량적 데이터(Uber는 62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리콘 밸리의 모토인 

파괴(disruption)에 대한 설명때문에 유니콘들을 믿고 있다. 매우 높은 평가는 올바른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와 

관련한 올바른 내용을 설명하는 정성적 공시의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

블룸버그(Bloomberg)의 베티 리우(Betty Liu)는 2월, 공간 공유 스타트업인 위워크(WeWork)에 대해 “마치 

기술의 광채에 둘러싸인 부동산 회사같았다”라고 설명했다.6   주요 경쟁사에 비해 1/20에 불과한 규모와 수익

을 기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가치는 이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고객과 내부 관계자들이 귀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일관된 스토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재무 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브랜드 마케팅, PR, 투자자 관계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팀들은 모두 설명

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귀사는 위워크나 우버와 같이 주주들에게 어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P&L(수익 및 손실)

보다는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만으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명확한 보고: 청중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투자가(또는 자체 이사회까지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개인으로서 

3.  Deloitte Research, “The Wall Street Journal: Deloitte Insights,” 2014년 6월 28일 

 http://deloitte.wsj.com/cfo/2014/07/28/cfos-embrace-digital-or-put-your-companys-future-at-risk/)

4.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Clearly Explained   

 http://www.oracle.com/us/infographics/eprcs-infographic-2521061.pdf

5.  PCW Interview: Aegon’s award-winning approach to integrated reporting 

 http://www.pwc.com/gx/en/services/audit-assurance/corporate-reporting/world-watch/aegon-integrated-reporting-interview.html)

6.  The AWL: Where Will We Work?

 http://www.theawl.com/2015/05/where-will-wework

단계1

단계2

단계3



이들은 현명하고 신중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은 개인과는 다르게 행동한

다. 한 마디로 3살 짜리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들은 일희일비하고 쉽게 동

요할 것이며 가장 확실한 정보만이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은 데이터를 숟가락으로 먹여 주기

를 바란다.

2011년 3월, 유연한 업무 공간 전문 업체인 리저스(Regus)는 자체 연간 보고서를 변경했다. 영업 이익 수치에

서 2년 미만의 비즈니스 센터들을 제외했으며 ‘성장 단계의 순투자(net investment in growth)’로서 신규 센터

들의 데이터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정성적 변경으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손실이 발

생하는 신규 센터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 수익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7

상업용 부동산 사업의 특성에 대해 잠시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 신규 비즈니스 센터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는 1~2년이 걸린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다 분명하게 설명된 데이터를 통해 리저스는 연차 보고서가 발생된 해당 주간에 주가가 

19%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8

•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 있는가?

•  귀사가 업무 방식에 대한 이들 기본적인 사실 데이터들이 시장이 귀사의 펀더멘탈을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최근한 설문 조사에서 주주의 97%9는 가장 중요한 공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회계 결산 및 포지션의 설명

• 가장 중요한 리스크

• 미래 전망 및 계획과 KPI

이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명확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 리저스와 같이 단 1주일만에 전체 기업 가치의 1/5이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Regus: Annual Reports

 http://www.regus.co.uk/investors/annual-reports.aspx

8  Google: Finance - Regus PLC

 https://www.google.co.uk/finance?q=LON:RGU

9  Oracle: Reinvent Narrative Reporting

 http://www.oracle.com/us/products/applications/oracle-eprcs-wp-2522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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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보고: 무형 자산을 포함시킨다.

보고를 현대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통합 측정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매년 지속적으로 측정되는 이들 지

표들은 수익, 투자, 인적 자본, 시장 동향, 고객 충성도 그리고 기타 유무형 요소들의 종합적인 영향을 알려 준다.

무형의 자산은 까다로우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Coca-Cola)’ 브랜드는 코카콜라 컴퍼니

(Coca-Cola Company)의 가장 중요한 단일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측정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또는 지적 자산, 아니면 인적 자본) 측정 지표들만이 주주 

가치로 해석된다.

측정되는 시점 중 하나는 회사가 인수될 때이며 인수 회사는 인수의 일부로서 이들 무형 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형 자산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무형 자산을 보고하고 함께 회사로 들어오는 모든 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

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며 매일의 평가가 반영된 이러한 가치가 확인되기 시작할 것이

다. 마케팅 부서에 충성 고객의 평생 가치나 브랜드 가치의 연간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면, 이들은 매우 엄격한 답변을 돌려줄 것이다.

10  HBR: Why Strong Customer Relationships Trump Powerful Brands

11 Markables의 자료

단계4

 피인수 시 기업의 2개 핵심 무형 자산의 가치 10  11

고객가치 브랜드 가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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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변경의 철칙

분석 및 공시와 관련한 5가지 주요 리스크 완화

보고 자동화로 기대치 증가

현대의 재무 부서는 즉시 완벽하게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모두는 명확한 설명을 위한 것이다.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기업들은 제출한 재무 보고서에 대해 평균적으로 매년 1천 회 

이상 수정하고 있으며 이 중 1/4은 중대한 사안이다.12

이는 기업과 CFO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주가와 관련 CFO의 경력 전망에 빠르

고 고통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보고 프로세스를 변경할 때마다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 다음은 피해야 하는 5가지 리스크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보고서 변경의 철칙은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며, 보다 상세하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중 2가

지를 선택하라. ”한 번에 3가지 모두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귀사에 가장 중요한 영역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지나치게 빨리 해내려고 서두르다

가 실패로 끝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빠름

기본

정확함

불가능

느림

오류 리스크

상세함

12 The Chief Financial Officer, Jason Karai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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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주기 단축을 위해 오직 추가 인력에 의존: 

모든 사람들은 짧은 마감 주기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는 재무 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이다.

하지만, 정보 수집 단계에 인원을 추가해 주기를 단축하려고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많은 이해 

당사자 관계는 책임 소재 규명에 치명적이다.

엔론(Enron)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매일 수백 개의 스프레드시트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스

프레드시트 중 24%는 데이터 및 공식 오류를 포함했다. 관련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실수가 발생할 여지

도 커진다.13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프로세스 관리, 문화적 변화  및 기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는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도중이 아니라 이와 병렬로 계정 조정을 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14

팀을 소규모로 유지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마감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면 직원 채용을 고려하기 

전에 기술적 또는 문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 수작업으로 작성된다. 이는 재무 팀 외부의 신참 직원이 실수로 

곱셈 기호를 나누기 기호로 바꿔놓고 재무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재입력하는 자가 복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영국 대기업 중 16%는 2014년 회계 스프레드시트에서 10군 데 이상의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했다.15

일선 현업에서 재무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프레드시트를 파악하고 가능한 이를 실시간 데이터

를 가져오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대체해야 한다.

스프레드시트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재무 부서에서 작성 및 소유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책임 소재 규명 부재 :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

다. 로슈의 전임 CFO인 에리히 헌지커(Erich Hunziker)는 직원 누구나 접속하고 그룹 내 각 엔티티의 보고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의 ‘동료 간 압박의 혹독한 공개성(brutal openness of peer pressure)’을 

언급했다. 관리자들은 싫어했지만 이는 새로운 책임과 마감 시한 준수 문화를 조성했다.

리스크 2

리스크 3

리스크 4

13  People.engr.ncsu.edu: papers

 http://people.engr.ncsu.edu/ermurph3/papers/icse-seip-15.pdf

14  Oracle: 5 Minutes on Modern Finance

 http://www.oracle.com/us/cio-docs/5-minutes-modern-finance-br-2210880.pdf

15  Telegraph: Stupid errors in spreadsheets could lead to Britain's next corporate disaster

 http://www.telegraph.co.uk/finance/newsbysector/banksandfinance/11518242/Stupid-errors-in-spreadsheets-could-lead-to-Britains-next-corporate-disaster.html



만약 팀들이 지체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동료들이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뒤쳐졌거나 실수를 한 

사람을 명확한 색상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공유 캘리더와 같이 단순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단순화 없는 세계화: 

2008년 이후 애매모호한 회계 규칙이 확산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은 보고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어떠한 규모의 경제를 제

공하지 않으면서 재무 업무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5개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단 1개 시장에서 사업

하는 것보다 (거의) 5배 어렵다.

기업이 확장하고 있다면, 보고는 단순성이 필요하다 . 여러 국가에서의 성장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시장에

서 의미 있고 명확하며  절대적으로 일관된 측정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

타부서 직원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 재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베인스 옥슬리(Sarbanes-Oxley) 법과 많은 국가들의 2008년 이후 제정된 법률들에는 CFO들이 회사 내에

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막연한 짧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재무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중대한 업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핵심 업무에 대한 완벽

하고 정확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해결된 문제로 간주되며 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처벌을 받

을 수 있다.

전통적인 모델에서 정성적 정보는 CFO에게 도달하기까지 길고 힘든 경로를 거칠 수 있다. 현장의 사람들은 

직속 상사에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이 상사는 지사장에게 사업 상태가 매우 우수

하다고 전한다. 지사장은 CFO에게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훌륭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급여 인상을 원

하고 있다고 밝힌다.

반면, 정성적 데이터는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 디지털 기업은 이와 다르다. 그 경로는 더 짧고 보다 직접적이다. CFO의 팀은 회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소스에서 직접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 여정을 단축하는 

방법은 디지북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분기 및 연차 보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한 내용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툴만으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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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CFO는 조직 전반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

고 기밀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문화적인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직원들에게 데이터 처리에 대해 교육하는 변혁 주도자—CFO의 비전을 공유하는 탁월한 전달자—를 선정한다.

2. 문제가 발생한 지점과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표준화한다.

3. 이 프로세스가 각 국가의 고유한 특징들에 의존하는 복잡한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동료 간 압박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무기가 된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고 

밝힌 관계 당사자들을 공식적으로 파악한다.

재무 부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여러분은 주장하는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모든 다른 부서들에게 소규모를 유지하고 긴축하

며 스마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조직 내에서 최소 규모를 유지하고 가장 긴축하며 가장 스마트해

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재무 부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탁월하다. 1992년부터 재무 부서의 비용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

는 비율 기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재무 부서의 역할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표에서와 같이 최고의 재무 부서는 

이들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들 최상위 CFO들은 최근의 비용 상승 추세를 제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치를 취한다.

상대적인 목표 설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라 최고의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부서들을 능가한다는, 또는 단순

한 비율 목표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쉽다.

효율성의 진정한 경쟁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 내 재무 부서이며 이들을 여러분 팀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움직이는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분석 및 툴 모두에 투자: 

우수한 최신 시스템은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의 기가바이트의 보고서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이는 구현과 분석에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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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대비 재무 비용 비율: 글로벌 1000대 기업 16

평균

평균

상위 20%

세계 최상급

대략적으로 이는 10,000/1의 비율이다. 1만 달러당 1달러의 비율로 분석 툴과 벤더 구현에 투자하며 직원들은 

사용 첫해의 첫 날 하루를 투입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추가 데이터를 수용하는 데 1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현해야 하는 현재의 

팀과 다른 부서들이 이들 모든 실시간 측정 지표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해

야 한다.

인적 자본의 여유를 확보하고 적절히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대시보드에서 진정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측정 지표의 값 검증: 

주요 외부 공시와 함께 동일한 데이터의 실행 가능한 버전이 포함된 일련의 내부 보고서도 작성할 것이다.

다음 달에는 여기에서 몇 개의 그래프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할 것이다.

회사 내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이는 이들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면, 축하한다! 여러분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했다. 이에 대한 보고를 중단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복잡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16  Data from the Hackett Group, quoted in The Chief Financial Officer, Jason Karai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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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동 계획 수립

1. 정량적 보고

• 연차 이해 당사자 설문 조사 준비

• 귀사와 관련한 설명 규명

• 지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 파악: 이러한 것들이 최상위 수익/손실 수치에 포함되도록 해

야 함

• 무형 자산으로 시야 확대

2. 분석 및 공시

• 신속, 정확 및 상세 중 2개를 선택하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한편, 세번째 지표는 그대로 정지된다는 사실 수용

• 공시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 수 감축

• 스프레드시트 사용 축소

• 각 부서들이 공개적으로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유도

•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발 맞춰 보고를 단순화

3. 다른 부서 직원에 의한 실수 감소

• 정보가 거쳐야 하는 여정 단축

• 보다 선진화된 보고 문화를 확산시킬 변혁 주도자 선정

• 워크플로우 표준화

• 각 국가의 고유 요소 제거

• 신속성 또는 정확성 측면에서 실패한 이해 관계자를 공개적으로 파악

4. 재무 부서의 효율성 증대

• 팀을 위해 상대적인 목표 설정

• 분석 및 툴 모두에 투자

• 내부 보고를 이용해 측정 지표의 값 검증

아래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실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라.

다음 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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