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G Fast. Forward. 개요

핵심 메시지
오늘날 비즈니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보다 현명하게, 보다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오늘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 심지어 몇 달 전까지의 성공과 같지 않습니다.

•

우리는 진정한 One PPG로 운영되는 보다 높은 적응성과 성장 중심의 조직으로 향하는
The PPG Way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유기적 성장을 이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시장 동향 및 고객 행동과 관련된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공격적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PPG가 어떻게 유기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래에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PPG Fast. Forward. The PPG Way를 가이드로 활용하여 유기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재고하면서 우리 회사의 다음 단계를 대표합니다.
•

우리는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의 범위와 규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

우리는 팀에게 영감을 주고 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지속해서 집중합니다.

•

민첩성과 새로운 업무 방식은 비즈니스 운영 모델의 중심을 이루며 혁신, 성장, 집중,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다음 여정에서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

개별 비즈니스를 넘어 핵심 운영 계획과 지표를 수립하는 동시에 ClientLink CRM(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업 팀과 고객, PPG를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만들어 One PPG "판매 시스템"을 창조합니다.

•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더욱 연결된 PPG를 최대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End-to-End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성과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용해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운영을 혁신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혁신, 성장,
생산성을 높이고 The PPG Way를 통해 우리의 야망을 실현하며 인재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인재 개발과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팀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경쟁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쟁력
있는 사고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장 중심 영역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 능력은 인재 개발, 투자, 그리고 일상 업무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에 계속 집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