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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세 번째 발간을 맞은 KPMG Global 

CEO Outlook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고 있는 1,300여명의 

CEO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대한 

변화와 기회의 시기에 CEO가 비즈니스를 영위

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전략적 이슈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발간된 Global CEO Outlook에서 

KPMG는 기업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EO에게 “Now or never”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임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진전을 보였

습니다. 

그러나 지난 12개월 동안 CEO들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Now or never”라는 KPMG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오늘날 CEO들은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Disrupt 

and grow”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CEO와 그들이 영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응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CEO들은 이러한 혼란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이 과거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KPMG가 인터뷰한 대다수의 CEO들은 

지난해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업, 국가 및 세계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EO들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변화에 이끌려 

가기보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CEO들은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을 위해 시장침투와 

혁신의 속도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CEO들은 

기업의 가치창출 방식을 바꾸면서 비즈니스 

핵심 역량을 관리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CEO들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전에 없던 폭 넓은 기술과 

전문 지식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또한 CEO는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유형의 고객과 소통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판 위험을 관리하고 

기술 투자에 대한 대담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당수의 

CEO들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생각과 파급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 Global CEO Outlook은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과 더불어 CEO들이 미래 예상

되는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PMG를 대표해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CEO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PMG의 파트너와 전문가는 기업의 “Disrupt 

and grow”에 대한 통찰력과 이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John Veihmeyer
Chairman, KPMG International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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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혼란 속의 기회

10명 중 6명 이상(65%)의 CEO가 자신이 속한 사업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괴적 변화를 위협요인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 인식

응답자의 4분의 3 정도(74%)가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   

-

-

불확실성의 고조

CEO들은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3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해 CEO 3명 중 2명 정도(65%)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016년 80%에 

비해 비중이 감소

또한 69%의 CEO가 향후 3년간 자신이 속한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지난해 85%의 응답 비율에 비해 

눈에 띄는 하락을 보임

-

-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43%의 CEO가 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해외 입지 전략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

응답자의 52%가 정치적 환경 변화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31%의 CEO가 향후 3년내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

-

평판 위험의 부각

2016년 상위 10개 위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판 및 브랜드 위험이 2017년 조사 결과 총 16개의 위험 항목 중 

3위 차지

CEO들은 평판 관리의 실패가 조직 성장을 가로 막을 수 있는 두 번째의 큰 위험 요소로 예상

-

-

전략적 균형

절반이 넘는(53%) CEO가 기업성장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으로 시장침투를 언급하면서, 기존 시장에서의 

시장침투 현상이 증가할 전망

우선순위가 높은 두 번째(47%) 전략으로 제품, 서비스 및 사업 방식의 혁신을 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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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진화

CEO의 70%는 자신의 커리어 중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영향과 협업에 개방적이라고 응답

CEO 10명 중 7명은 보다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응답

-

-

인지 혁명을 위한 전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CEO들의 신기술 이해에 대한 자심감은 2016년보다 상승

CEO들이 인지 기술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기업의 단기적 고용 증가가 예상. 응답자들은 10개의 주요 직무에서 

평균 58%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

-

-

직원수는 증가 했으나, 전년에 비해 더딘 증가세

2016년에는 CEO의 73%가 향후 3년간 직원 수가 6%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7년에는 47%만이 

이러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

-

D&A(Data and Analytics)를 활용한 고객 이해

상당수(64%)의 CEO들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시장 신호를 감지한다고 응답

그러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며, CEO의 45%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한편, 절반 이상(56%)의 CEO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반 데이터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고 응답

-

-

확대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

지난해 주목해야 할 리스크 중 1위를 차지했던 사이버 리스크가 5위로 하락. CEO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은 발전하였다고 응답

CEO들 중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5%에서 2017년 42%로 증가

-

-

혼란 속의 신뢰

CEO 3명 중 2명(65%)은 향후 3년 동안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

CEO 중 74%는 조직이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신뢰, 가치 및 문화에 중점을 둔다고 응답

CEO의 72% 이상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조직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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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의 기회

오늘날 비즈니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습에 

대해 도전하고 혁신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CEO 4명 중 3명은(74%) 

자사가 해당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CEO가 혁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 영국 및 기타 국가의 선거를 통해 급변

하는 지정학적 변화를 목격했으며, 무엇보다도 

기술 주도의 변화가 세계적인 산업과 경제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Chart 1: 파괴적 혁신에 대한 CEO의 시각

자신의 기업이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은 위협보다 기회라고 생각한다.

동의

Rather than waiting to be disrupted
by competitors, my organization is 
actively disrupting the sector in 
which we operate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Chart 1: CEOs’ views on disruption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We see technological disruption
as more of an opportunity than
a threat

16% 

19% 

65% 

11% 

15% 

74%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

제가 만나는 모든 CEO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더 잘 이끌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Mark A. Goodburn 
Global Head of Advisory 
KPMG International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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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일부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CEO들은 사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혁신을 전략적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만나는 CEO들은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점점 더 정교

해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기업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EO들은 

생산 및 유통 모델을 발전시키고 신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KPMG 중국의 Benny 

Liu 회장이 밝혔다. Liu 회장은 또한 자신의 고객

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혼란의 

시기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CEO는 민첩해야 하며, 혁신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증권 거래소이자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인

Nasdaq의 CEO Adena Friedman은 본래의 

사업 영역이 아닌 곳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Nasdaq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 거래소인 만큼, 기업들은 Nasdaq이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길 기대

하고 있습니다. CEO로서 5~10년 후에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우선 순위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CEO들은 이미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10명 중 6명 이상(65%)의 CEO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위협보다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KPMG의 Global Head of Advisory인 Mark 

A. Goodburn은 “최고 경영자가 보아야 하는 

것은 혼란 속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CEO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더 잘 이끌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변화하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기업은 도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인도의 CEO들은 파괴적 

혁신을 위협보다는 기회로 인식하고 자신의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려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CEO로서 5~10년 후에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Adena Friedman 
CEO  
Nasdaq,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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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2a: How CEOs are disrupting the sector they operate in, by country

Chart 2b: How technological disruption is viewed, by country

Rather than waiting to be disrupted by competitors, my organization is actively disrupting the sector in which we operate

We see technological disruption as more of an opportunity than a threat

France 79% 

Germany 72% 

India 83% 

Italy 64% 

Japan 77% 

Spain 62% 

UK 77% 

US 72% 

Australia 72% 

48% France

74% Germany

80% India

46% Italy

53% Japan

70% Spain

69% UK

60% US

65% Australia

China 70% 

China 75%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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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2a : CEO가 자신의 사업 분야를 혁신하고자 하는 정도 (국가별)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Chart 2b :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인식 정도 (국가별)

Chart 2a: How CEOs are disrupting the sector they operate in, by country

Chart 2b: How technological disruption is viewed,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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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의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사업 분야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   

파괴적 혁신을 위협요인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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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은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끊임 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Safra Catz 
CEO 
Oracle

혁신과 불확실성의 사이

CEO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별한 시대”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제에 더 흥미를 갖는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선 용기와 영감을 주는 리더십, 

도전 정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이유로 CEO는 혁신과 불확실성의 사이

에서 균형잡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혁신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이지만, 

불확실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CEO들은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CEO들은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혁신을 경계한다. 신규 진입자들이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가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Oracle의 CEO인 Safra Catz는 “당신에게 

치명타를 주는 공격은 정면에서 오는 것이 

아닌, 측면에서 오는 공격입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고객과 소통하며 사명에 집중하십

시오. 성공에 젖어 자만하지 마십시오.’”

CEO가 그리는 미래

본 보고서는 CEO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혼란,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는 성공이 

단순히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

하는 능력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EO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윤리적 가치관에 기반한 문화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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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경쟁 환경

Confident in global economy

Confident in industry

Chart 3: Confidence in 3-year growth prospects, 2017 a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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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2016년 KPMG의 Global CEO Outlook 발간 

이후에도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경제 현황과 지정학적 

상황 역시 12개월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달라졌다. ‘평상시와 다름없이’라는 말은 더 이상 

현 비즈니스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큰 그림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

2017년 조사 결과 CEO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해 변함없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

으나, 그 비중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및 산업별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 관찰

됐다.

조사 결과, 3분의 2 가량(65%)의 CEO가 향후 

3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2016년 80%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같은 기간 동안의 

응답자 각자의 국가와 산업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hart 3 참고)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사회 계층 및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enny Liu 
Chairman 
KPMG China

Chart 3 : 향후 3년 동안의 성장에 대한 CEO들의 전망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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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

자신이 속한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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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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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3: Confidence in 3-year growth prospects, 2017 a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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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는 견고합니다.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도 

성장하는 중입니다.

Brian Moynihan 
CEO 
Bank of America 

국가별 CEO들의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CEO들이 그 외 국가의 CEO

들에 비해 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제 지역

별로 구분했을 때 미국은 지난해 대비 CEO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한 유일한 

국가다.  

Bank of America의 CEO인 Brian Moynihan

은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Moynihan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는 

견고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도 성장하는 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럽 CEO들의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약하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반면 ASPAC의 경우, 2016년 조사에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했던 호주,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낙관하는 CEO의 비중이 지난 12개월간 급격히 

감소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Chart 4 

참고)

미국 CEO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신정부의 

경제 정책에 기대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분적

으로 반영됐다. 한편, ASPAC 지역 CEO들의 

응답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기 변화에 대해 ‘기다리면서 지켜

보자’는 중립적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ASPAC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비관적

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세계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CEO들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46%의 CEO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CEO는 33%에 불과했다. 유사하게 호주 역시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CEO는 39%인 데 비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Chart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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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4: Country-by-country confidence in global economic growth in the next 3 years, 2017 and 2016

Confident Neutral Not confident

Note: Due to rounding, figures may not add up to 100 percent.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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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4 : 향후 3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CEO들의 전망 (국가별)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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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5: Confidence in industry growth in the next 3 years

Source: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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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hart 5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행, 

소비재·유통, 에너지를 비롯한 일부 산업의 

CEO들은 타 산업의 CEO들보다 산업 성장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몇몇 산업의 기업들은 예상되는 규제 

변화에 따라 자신감 수준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Moynihan은 “미국에서는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존 규제가 

적정 균형을 이루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검토는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관점의 낙관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수치는 감소했으나, CEO들은 자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직면한 위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

하고 있다.  

83%의 CEO는 향후 3년 동안 자사가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데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이들 중 절반 가량(47%)은 자사 

성장에 대해 ‘매우 자신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대비 자사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한 CEO들의 비중은 6%P 가량 

감소했으나(‘매우 자신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동일), 자사 성장을 자신하는 CEO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CEO들이 매우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수개월간 도전적 환경은 계속 될 것입

니다”라고 스페인의 대형 은행 Santander 

Group의 CEO Jose Antonio Alvarez는 말한다. 

“기술 변화의 속도는 모든 은행들에게 거대한 

도전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Santander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라고 언급했다.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Chart 5 : 향후 3년간 산업의 성장에 대한 CEO들의 확신 (산업별)Chart 5: Confidence in industry growth in the next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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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재·유통 에너지 기술

제조업 자동차 생명 과학 투자 관리

보험 인프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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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Nicholas Moore 
CEO 
Macquarie Group

자사 조직에 대한 CEO들의 자신감은 ASPAC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가령, 호주 CEO 중 

세계 경제에 대해 낙관한 비중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3%이지만 자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비중은 91%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Macquarie 

Group의 CEO인 Nicholas Moore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성장을 낙관합니다. 우리는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CEO들에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사 비즈니스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요소이다. 

과거 수년 동안 겪은 정치적 사건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CEO들은 앞으로 닥칠 새로운 

전략적·운영적 도전과제에 대해 매우 잘 인지

하고 있다. 

52%의 응답자들은 현재 정치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과거에 비해 자사 비즈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CEO

들은 브렉시트의 결과에 따라 자사의 해외사업 

방식 혹은 구조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 CEO들은 이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69% CEO는 전략기획실에 전문가를 영입하고 

잠재 위협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분의 3 가량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데 과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지정

학적 리스크는 올해 동안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캐나다 국제 은행 Scotiabank의 회장이자 

CEO인 Brian Porter는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나, 자사는 이같은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85년 동안 정부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정부에 잘 대응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현실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치적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조세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단기적 영향 중 하나는 조세다. KPMG Tax 

부문의 Global Head인 Jane McCormick은 

조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전례 없는 변혁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국가 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세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 개인 세금 확대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기업

들에게 증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67%의 CEO들이 향후 3년간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응답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영국(81%), 프랑스(80%), 

중국(76%), 스페인(74%), 독일(74%)의 경우 

응답자들이 세금 인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에 대한 점검

대다수의 CEO들은 세계화의 확산을 확신

했으나, 일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3분의 2 미만의 응답자(64%)가 향후 3년 이내 

세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31%의 CEO는 자국 내에서 채택될 보호무역  

조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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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6 : CEO들의 세계화에 대한 관점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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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광범위한 파급효과와 자본과 무역의 

흐름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스트 및 보호무역주의자들의 공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KPMG의 Liu는 “임금 정체 현상, 특정 국가

에서의 소득 불균형 확대 및 높은 실업률의 

지속”에 의해 포퓰리즘이  촉진돼 왔고, 이에 

따라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이 야기됐다고 

믿는다.

Liu는 “대화를 함께 나눠 본 중국 CEO들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사회 계층 

및 여러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이러한 혜택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본 조사는 최근의 추세가 이미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기존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Section 3 

참고) CEO의 43%가 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해외 입지 전략을 재평가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2,3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의 선호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은행 서비스가 자신들과 

더욱 밀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객이 우리와 보다 쉽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Brian Porter 
President and CEO 
Scoti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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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7 : 2017년 및 2016년의 리스크 요소 순위진화하는 리스크 요소

기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CEO 10명 중 7명(69%)은 지난해 기업 거버

넌스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특히 이 중 27%는 상당히 큰 폭

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운영리스크가 CEO

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평판 리스크

올해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평판 리스크와 브랜드 리스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CEO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Chart  7에서 

볼 수 있듯이, 평판/브랜드 리스크가 2016년

에는 10위권 안에도 들지 않았지만 2017년

에는 전체 16개 위험요소 중 3위를 차지했다.

또한, CEO들은 향후 3년 동안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 중 두 번째로 평판/브랜드 

리스크를 꼽았다. 2016년에는 10개 요인 중 

7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다.

CEO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전보다 훨씬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CEO들은 소셜미디어나 언론사

들이 퍼트리는 다양한 뉴스들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퍼져나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다.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를 담은 비디오파일이 

해커들에 의해 이메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는 정규직보다 브랜드 가치를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계약직이 많은 

고용구조일 수록 이러한 위험은 증폭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리스크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문 조사에서는 5위에 머물렀다.  

저는 대화를 할 때, 돌려서 말하기 보다는 

요점을 중심으로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잘 듣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José Antonio Álvarez 
CEO 
Santand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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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회사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liko Dangote 
President and CEO 
Dangote Industries

이러한 결과는 3장에서 설명한 CEO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Chart 7에서 언급된 모든 주요 리스크, 특히 

운영, 새로운 기술 및 평판/브랜드 리스크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연관되어 있다. 결국 

CEO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고 있으며,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해

하고 있다.

많은 CEO들이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위기 극복 및 

리스크 완화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국적 보험회사인 Aviva PLC의 CEO인 

Mark Wilson은 “사이버는 절대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은 

항상 위험신호처럼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언급되지 않는 이사회 회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거의 편집증 수준으로 빠져있습니다.”

파괴적 자기혁신 : 새로운 시각 찾기

설문 조사에 따르면 CEO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EO 개인의 파괴적 혁신은 조직

적인 차원만큼이나 도전적인 상황이다.

CEO들은 성공에 필요한 역할과 역량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성

지능(45%가 응답)이나 자기 인성에 대한 이해

(52%가 응답)와 같은 소프트 스킬에 CEO들은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CEO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Santander Group의 Alvarez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요점을 말하십시오. 저는 팀 회의,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혹은 내부 평가 

시스템에서 대화를 할 때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는 잘 듣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CEO들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응답

했다. CEO 10명 중 7명(68%)이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훈련을 취해

왔다고 응답했다. 

Dangote Industries의 CEO인 Aliko Dangote

는 “리더는 비즈니스의 기본 사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리더들은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일을 

의무보다는 취미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라고 언급했다. CEO들은 또한 

다양한 업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70%)들은 예전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협업 방식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고 응답했다.

Scotiabank의 Porter는 CEO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기술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고객의 태도를 변화

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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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8: CEOs’ strategic priorities for growth in the next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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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우선 순위

혁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유연하고 기민한 상태를 

말합니다.

Lisa Heneghan 
Global Head of 
Technology, 
Management Consulting
KPMG International

CEO 4명 중 3명이 자신의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CEO의 

68%가 본인의 역할을 진화시키고 있다면, 

조직의 구성원과 시스템을 어떻게 이끌고 

있을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CEO의 역할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언제든지 원상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때로는 

시장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회사와 회사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장에서는 비즈니스의 7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CEO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지에 대해 요약하였다. 

7가지 핵심 영역은 시장 전략, 혁신에 대한 

접근방식,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고객과의 관계, 역량,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리, 사회에서의 인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기업 Hyperloop One의 CEO인 Rob 

Lloyd는 “파괴적 혁신을 선도하는 정해진 

각본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 시대에 들어

섰고, 혁신을 주도할 킬러팀과 명확한 기술, 

고객에 대한 집중,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필요

합니다”라고 말했다.

Chart 8 : 향후 3년간 성장을 위한 CEO의 전략적 우선순위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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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8: CEOs’ strategic priorities for growth in the next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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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혁신을 선도하는 

정해진 각본은 없습니다. 

당신은 혁신을 주도할 

킬러팀(killer team)과 명확한 기술, 

고객에 대한 집중,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필요합니다. 

Rob Lloyd 
CEO  
Hyperloop One

1. 핵심 역량 강화

KPMG는 CEO들이 향후 수 년 동안의 불확실

성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의 기존 시장과 핵심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명 중 1명(53%)의 응답자들이 기존 시장에

서의 시장 침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2%의 응답자들은 새로운 시장(new 

verticals)를 공략하고, 21%는 새로운 시장

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겠다고 응답했다.

(Chart 8 참조) 또한 70%의 CEO가 수익 증대를 

투자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은행 

DBS 그룹의 CEO 인 Piyush Gupta는 “당신의 

기업이 어떤 사이클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엑셀레이터를 더 밟을 수도 덜 밟을 수도 있습

니다. 우리 기업은 지금 중국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와 인도

네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략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핵심 역량에 대한 강화는 CEO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열망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혁신은 

전략적 우선순위와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이니셔티브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Chart 

9 및 21 페이지 “파괴적 혁신의 승자” 참조)

기업은 기존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우선시

할 것이며, 이후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기존 조직의 회복탄력성과 민첩성을 확인하고, 

경제 환경이 안정화되면, CEO들은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Mitsui & Co.의 CEO인 Tatsuo Yasunaga는 

기업의 주요 부문의 확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회복 탄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유망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를 우선

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경영 관점을 취합

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Dangote Industries의 Dangote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핵심 목표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전략은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회사로서 진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50년 전에 그 

시장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기업과 경쟁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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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9 : Top 5 전략 방안

전략 방안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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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의 환경으로 개선

기업 내 혁신 촉진

시장으로의 더 빠른 진출

사업의 디지털화

혁신적 기술 도입

우리는 무한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기술의 혁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atsuo Yasunaga 
President and CEO 
Mitsui & Co.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내부에서의 혁신

현재 CEO 4명 중 1명(26%)만이 3년 내에 

자사의 비즈니스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는 2016년 4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적극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려는 CEO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PMG는 CEO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현지 

시장의 불안 요소들과 여러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호주, 일본의 응답자들은 

자사의 비즈니스가 3년 이내에 크게 변화할 것

이라 전망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 

있는 CEO들은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기관들이 혁신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지만, 파괴적 혁신이 광범위한 변화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

KPMG Global Head of Technology, 

Management Consulting 리더인 Lisa 

Heneghan은 “혁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혁신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된 유연하고 기민한 상태를 말합

니다. 비즈니스는 더욱 더 실용적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산업 전체로 뿐만 아니라 기능별 

혹은 분야별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과감한 의사

결정을 통해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Henegha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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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멈추지 않는 변화

우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급격한 과도기를 거치는 특별한 단계로 인식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비즈니스(business as 

usual)’의 영역으로 받아 들이는 것을 알았다.

Oracle의 Catz는 “Oracle에서 변화는 항상 

진행형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변화는 마치 매일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향상시키면서 변화에 대한 신뢰도 

쌓아야 합니다. 동시에 빠른 의사결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며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z는 변화에 대해서 기술을 혁신시키는 것 

만큼 조직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

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변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변화에 신뢰를 부여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뒤따라 올 것입니다”

2. 파괴적 혁신의 승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은 기업들이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날의 CEO들은 기술 중심의 

혁신을 축소하기 보다는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어려운 상황을 겪게되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마련이다.

Macquarie의 Moore는 자사가 과거 불확실

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에 의존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조직은 지적 호기심과 낙관주의,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같은 요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

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CEO들은 기존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만, 그 외의 응답에서는 

비즈니스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키고, 디지털화를 

이끌며, 파괴적인 최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KPMG는 많은 

CEO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Mitsui의 Yasunaga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장기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경영 관점을 기르고, 견고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Aviva의 Wilson은 개인적인 관심을 파괴적 

혁신과 접목시킨 CEO의 좋은 예이다. 그는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가 런던에 ‘디지털 센터’를 설립한 

경험을 설명했다.

“저는 디지털 비즈니스와 기존 비즈니스 간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

니다. 설립 초기에 ‘우리의 전략은 기존 비즈

니스와 경쟁하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

니다”

“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우리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결과적

으로 이같은 전략은 우리 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파괴적 혁신 효과에 대한 관리

파괴적 혁신에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다수의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혁신을 

계획할 때 위험은 더 커진다.

과반수에 가까운 CEO들은(48%) 향후 3년 내에 

자사의 사업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KPMG US의 Chairman이자 CEO인 Lynne 

Doughtie는 “미래의 고객들을 현재의 서비스와 

제품으로는 절대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확신

합니다”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디지털 전략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혁신은 경쟁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결코 멈춰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CEO들은 혁신 중심의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변화시키고 관리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전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들의 65%가 현재 

경쟁자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장에 

진입할 신규 경쟁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비즈

니스가 방해 받을 것이라 우려했었다. 하지만 

올해 그 비율은 48%로 떨어졌다. CEO 10명 

중 4명(39%)은 자사의 특정 영역에서 파괴적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CEO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기술을 도입하면 비즈니스가 효과적

으로 혁신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문에 참여한 CEO의 과반수는 자사가 

아직 갑작스런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 혁신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KPMG의 Heneghan은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응능력을 강조한다. “디지털은 

‘사물(thing)’이 아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디지털화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여 갑작스런 

혼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덧붙

였다.

믿을 수 없는 기회들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혁신과 디지털 비즈니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BS의 Gupta는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디지털화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도와 인도

네시아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 없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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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ourtesy of David Sims.

디지털 혁명으로 우리는 고객과의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rançois-Henri Pinault  
Chairman and CEO 
Kering

발렌시아가, 구찌, 푸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럭셔리 소매 그룹 Kering의 회장이자  

CEO인 Francois-Henri Pinault는 디지털 

기술은 자사의 사업이 제품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은 고객과 새로운 유형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술은 단순히 사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MitsuI의 Yasunaga는 “우리는 무한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기술의 혁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3. 기술 : 완성도에 대한 다양한 전망

시장을 놀라게 하거나 조직의 확립된 구조 내

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유망 기술과 

잠재적 응용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Nasdaq의 Friedman은 기술적 변화는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시장의 

혁신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주도하는 것은 사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 기술을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

입니다. 혼란에 의해 만들어진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2017년의 CEO들은 전년도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가한 절반은(47%) 자사 사업이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지만, 2016년의 77%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KPMG의 Goodburn은 

이러한 자신감의 성장은 CEO들이 매일 다양한 

기술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술 간의 상호 

연결 방식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하나의 기술에 대해 

기회와 한계를 평가한 이후에는 이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Goodburn은 아이폰을 비유하며 “애플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소비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언급

하며, “CEO들은 하나의 기술을 다른 기술이나 

플랫폼과 융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

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을 이해한다고 해서 CEO가 기술 

혁신을 자사의 사업에 도입하는 것을 기정 사실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10명 중 4명(38%)은 

자신들이 이미 고객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0명 중 6명(61%)은 

자신들의 조직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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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0: CEO concern about keeping up with new technology,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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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력의 재교육5

한편, 이러한 인식은 지역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Chart 10에서 볼 수 있듯이, ASPAC 

지역의 기업은 인지 및 디지털 노동과 같은 

신기술 사용에 뒤처져 있다고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우려한다.

지속되는 도전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업

들은 심대한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Chart 

11에서 볼 수 있듯이, CEO가 당면한 주요 

이슈는 인재 부족 및 인지 기술 통합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기술 구현의 가장 큰 장벽에 대해 물었을 때, 

통합의 복잡성과 내부 기술력 부족이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업 모델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충분한 핵심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지며,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인지 프로세스 

관련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CEO 중 과반수는(52%) 자사가 인공지능(AI)을 

기본적인 자동화 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3명 중 1명

(31%)은 조직에서 고급화된 AI를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hart 10 :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CEO의 우려 (국가별)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Chart 11 : 향후 3년간 주요 기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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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2: How cognitive technology will affect headcount 
in the next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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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들은 개인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 확보를 위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또 다른 업무적 공백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향후 몇 년 동안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

라는 점은 2017년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다. 

인지 기술에 대한 대중적 견해는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인력들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설문 조사에 참여한 CEO의 58%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요 직책에 대한 핵심 

인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art 

12 참조) 32%는 이러한 증가가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지만,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

하다는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KPMG의 Heneghan은 인력 증가가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 시점

에서 기업들은 디지털 노동을 주로 고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비용 절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했다.

기업들이 인지 기술을 사용하여 고용 직원의 

수를 줄이기 전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신뢰성이다.

Heneghan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될 것

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라고 

질문하며,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이러한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고객과 시장 : 직관과 숫자의 균형 

CEO들은 자사의 핵심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를 원하는 동시에 시장을 혁신하고 

싶어한다.

Chart 12 : 향후 3년 동안 인지 기술이 영향을 미칠 직무 분야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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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비전은 DBS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은행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Piyush Gupta  
CEO 
DBS Group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역량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브랜드를 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의 CEO들은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z는 Oracle의 성공은 고객이 무엇을 필요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고객의 성공 여부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라고 언급했다.

DBS의 Gupta는 기업은 직원들이 직업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때로 DBS에 대한 

저의 비전은 DBS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은행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부연했다.

올해의 조사에서 CEO들은 고객의 요구에 대해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0명 중 6명(64%)이 시장의 신호를 잘 감지

하고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의 평판 위험이 높아지는 시대에 브랜드 

명성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조사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55%는 

front-office 운영에 있어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middle-office와 back

-office 프로세스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Scotiabank의 Porter는 “우리는 2,3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의 선호도는 변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고객들은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자신들과 더욱 

밀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고객들이 

우리와 보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찰 시간을 줄이고 불만스러운 프로세스를 

줄이게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힘

고객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게 신상품 출시 혹은 신규 서비스의 

런칭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볼 때,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5%의 CEO가 데이터의 질적인 한계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저해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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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56%는 본인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완전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KPMG의 Goodburn은 “저는 모든 결정을 

100%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경험을 통해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통찰력 또한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들은 R&D 활동 지원을 비롯해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도 Tata Motors의 

CEO인 Guenter Butschek는 “우리는 고객 

트랜드를 한발 앞서 파악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을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AI)을 사업 재설계 

및 독특한 고객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CEO들은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에 대해 KPMG의 Goodburn은 “예전에는 

과거의 데이터에만 집중했지만, 최근 데이터들은 

훨씬 더 현재와 가깝고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

가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얼마나 미래를 예측

해줄 수 있는가 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혹은 

조금 더 먼 미래에 고객들의 흥미, 트렌드, 욕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데이터를 통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5. 핵심역량과 인력채용 : 전문화

2017년 조사를 볼 때, CEO들은 혁신을 주도

하고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두가지 목표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며, 이는 적합한 인재의 채용

으로 이어진다.

잠재적인 경제 또는 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CEO들은 향후 3년 동안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규모에 대한 CEO들의 기대는 작년 

보다 낮아졌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현재 인력의 6% 이상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만이 위와 같이 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CEO가 향후 가까운 미래에 

채용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

했다. 과거 12개월 동안, 응답자의 52%는 

채용에 대한 투자를 이미 증가시켜왔다고 

답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응답자의 75%가 

채용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계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인지 기술 등 특화된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숙달된 역량이 향후 시장을 

선점하는 주요 요소로 CEO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우리는 고객 트랜드를 한발 앞서 

파악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을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AI)을 사업 재설계 및 

독특한 고객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Guenter Butschek 
CEO and Managing Director  
Tata Motor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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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3: Industries that say they are fully prepared for a cybe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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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3 : 사이버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산업

Source : 2017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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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의 Heneghan은 “기업들은 고객과 

관련된 분석기법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설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전략 

구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과거의 기술들은 단지 자동화를 확산시키는데 

머물렀지만,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은 궁극적

으로는 노동의 수요를 약화시킬 것이며 CEO

들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6. 사이버 :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

사이버는 지속적으로 CEO들의 주요 고민거리

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리스크 순위

에서는 2016년 조사 결과보다 하락했다.

CEO들은 자사의 비즈니스가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

하였다. 이 때문에 2017년 조사에서 사이버는 

가장 높은 리스크 순위에 오르지 않았다. 2016년

에는 CEO의 25%만이 사이버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에는 응답

자의 42%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CEO들이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을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KPMG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공동리더인 

Akhilesh Tuteja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CEO들의 이해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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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와 지정학적 이슈는 

저의 가장 큰 두가지 고민입니다.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Mark Wilson 
Group CEO  
Aviva PLC

Tuteja는 “많은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위협 자체를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CEO들은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마치 사이버 

위협을 막기 위해 큰 투자를 했거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한 것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개인적

으로 어떠한 행동을 직접 수행해 본다면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듣는 것 보다 실질적

인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특정 비즈니스에서는 고위급 리더들이 실제 

상황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Scotiabank의 Porter는 “우리는 실제 

상황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

할까요?”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관리자

들은 어떻게 반응 해야할까요?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위의 

사항들이 우리가 염두해야 할 각각의 시나리오 

입니다”라고 조언했다.

CEO들에게 사이버 안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전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리가 CEO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Aviva의 Wilson은 “저의 가장 큰 두가지 

고민은 사이버 범죄와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슈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산업적 시각

사이버 범죄가 각 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다양

하다.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고객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위협이 매우 크며, 

자동차와 인프라 산업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의 

교란과 온라인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대중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돈을 훔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사이버 범죄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KPMG의 Tuteja는 “은행과 자본시장은 사이버 

범죄에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허구의 

신분을 만들어 돈을 훔치고,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 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통신 회사들이 

직면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Tuteja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가장 노출이 심한 은행과 통신 기업들이 

사이버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철저히 대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전보다 많은 기업들이 숙련된 해커

들의 공격에 대하여 조심하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의 피해 복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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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1%

사이버 혁신

사이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간접비가 아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혁신의 기회로 

생각하는 CEO들이 상당수(71%) 였다.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일어난 경우 고객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술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었다. 즉, 

사이버 절도가 있다면 이러한 비즈니스는 

오히려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7. 단기적 시각을 넘어 : 대내외적 신뢰를 

구축하라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론은 대기업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다. 많은 

CEO들은 단기에 이러한 여론이 개선될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응답자 3명 중 1명

(35%)만이 향후 3년 이내에 기업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KPMG의 McCormick은 부정적인 여론이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McCormick은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세 행위가 

기업 평가의 광범위한 지표로 인식되어 평판 

위험과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와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브랜드 및 

평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61%의 CEO는 

외부 이해 관계자와 고객들과의 더 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조직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Santander Group의 Alvarez는 “금융 위기로 

은행업의 평판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와 상품을 

이해하기 쉽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일관되게 잘 수행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뢰와 기업문화

하지만 조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인식을 개선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원칙을 과도하게 홍보하면 ‘그린

워싱(greenwashing)’ 전략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KPMG는 조직 내에서 정중하고 투명한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장기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견해는 

설문 조사에서 CEO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응답자의 4명 중 3명(74%)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신뢰와 가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61%)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단기 실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gote는 “우리는 항상 경영진과 직원이 

공동체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직원들이 경영자와 

기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EO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오너십

(ownership) 입니다. 경영자는 반드시 헌신적

이어야 합니다. 경영자 스스로 급여를 받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이는 CEO가 

운영하는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

니다”라고 설명했다.

Kering의 Pinault은 가치 중심 문화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공동체 문화는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다양성을 가져다 줍니다.”

본 설문 조사에서 CEO 10명 중 7명(72%)은 

공동체 의식이 높은 조직일 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답했다. 오늘날 기업들은 신뢰 구축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본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의 CEO(72%)는 

공동체 의식과 수익 창출은 

상관성이 있다고 응답

CEO의 61%는 

외부 이해관계자들 및 

고객들과 더 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기업의 

Top 3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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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확실성에서의 혁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CEO들은 예전보다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CEO들은 글로벌 경제 및 자신

들의 비즈니스 잠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경영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비즈니스와 시장에 

대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CEO의 모습은 

오늘날 기업들의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resilience)과 문제 해결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 역량 강화

CEO들은 파괴적 혁신의 가치를 인지

하고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추구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불확실성이 감지되면 

많은 경영진들은 기업의 안전성 및 

회복성에 집중하며 혁신과의 균형을 맞추

려고 한다. 즉, 경영진들은 새로운 시장이 

위험해지기 전 까지는 기업의 핵심 비즈

니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스마트 기술에는 여전히 스마트 

인력이 필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기업은 혁신을 도입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의 핵심적인 도전 과제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

이다.

CEO들은 장기적으로 신기술이 인력

구조를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또한 CEO들은 신기술을 

적용해 비즈니스를 탈바꿈할 수 있는 

숙련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진들은 인지

과학기술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자 수를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적인 도전

미래의 경제적, 기술적, 지정학적 요소

들을 고려할 때, CEO들은 자신들의 경영 

능력과 개인적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경영진들에게 더 큰 도전 과제는 경영 

자질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신기술 및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사용을 최적화 

하는 데 있다.

평판 문제

평판리스크는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

으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다. 존중과 명확한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단기적인 측면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기업들은 신뢰를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기에, 

CEO의 역할은 절대 단순해지거나 쉬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본 설문 조사는 

전 세계 CEO들은 결단력, 열정,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각자의 비즈니스를 선도해야 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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