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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 and Grow, KPMG’s CEO Outlook 2017 

 

KPMG는 최근 미국 대기업 CEO 400명을 포함 전세계 1,300개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향후 

영업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러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년 시행되는 이 KPMG의 

CEO 설문조사는 전세계 주요기업 CEO 들이 현재 기업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전개될 

변수들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한국계 기업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설문의 결과는 설문보고서의 제목과 같이 ‘disrupt 를 통해 성장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 

이동수단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우버, 소매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아마존,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자율주행차는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disruptor’이다.  대기업의 CEO들은  이러한 ‘disruptor’에 대응해 

기존의 자기영역을 지키려고 고민해 왔다.  하지만 올해 설문 조사 결과는 달랐다.   CEO들은 스스로가 

‘disruptor’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더 나아가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2017 CEO Outlook 설문결과는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일본, 스페인, 영국 

대기업들의 CEO를 대상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아래 정리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US CEO Outlook 
 

• 응답한 CEO의 54%는 미국경제가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확신 (“highly 

confident”)한다고 응답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32% 였다.  

• 응답한 CEO의 82%는 국제경제가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 (“confident”)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설문조사의 동일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 74%에 비해 상승된 수치이다. 

• 응답한 CEO의 92%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최고의 시장으로 미국시장을 꼽았다.  작년 

설문에서 44%로 인도가 최고의 시장으로 선택된 것과 매우 달라진 응답이다.   

• CEO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 디지탈화된 기업경영, 데이터를 

보다 적극 활용하는 경영, 그리고 일반대중의 신뢰 확보를 꼽았으며  앞으로 3년간 사이버 보안, 

디지탈 환경구축, 규제 규정준수,  신기술 등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3년동안 

예상되는 구체적인 신기술 투자로는 data and analytics, cognitive technology 와 Internet of Things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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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들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91%의 CEO는 앞으로 3년간 직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3% 는 새로 떠오르는 

cognitive technology에 맞추기 위해 중간, 고위 매니저, 연구개발, 인력부서의 보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EO들은 현재 필요한 신기술 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7%의 CEO는 

기업이 rapid disruption을 인지하고 그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49%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60%의 CEO는 technology disruption이 기업경영에 위협이 되기 보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72%는 자신의 회사가 경쟁사에 disrupted 되기를 원히 않고, 스스로 업계를 disrupting하기를 

원했다.  작년 설문에서는 3분의 2의 CEO가 스스로 업계를 disrupting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 점차 투명해지는 경영환경의 위험항목으로  회사의 평판과 상표이미지의 위험을 총 16개 위험항목 중 

4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설문에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위험요소인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주목할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81%의 CEO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신뢰, 

가치, 기업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 

 

Global CEO Outlook 
 

• 전세계 경기전망에 대해 65%의 CEO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설문에서 80%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 전세계 CEO들의 65%가 업계의 disruptive force가 위협이 되기보다는 자기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74%는 현재 자기회사를 업계의 ‘disruptor’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83%의 CEO는 자기회사가 향후 3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47%는 성장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56%의 CEO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43%의 CEO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도의 변화와 보호무역주의의 진전으로 세계영업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 52%는 정치형세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회사 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자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CEO들은 회사 평판과 상표이미지의 위험을 3번째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작년도 

설문에서 10위내도 들지 못했던 것에 비해 큰변화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최고의 위험으로 꼽혔던 

사이버보안문제는 올해에 5위로 밀려났으며,  42%의 CEO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도 설문에서 25%만이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요한 

진전으로 보여진다.  

•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58%의 CEO는 cognitive technology의 발전이 단기적으로 고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CEO들이 cognitive technology의 발전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기술을 적절이 습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확보하는 

것을  더 힘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 74%의 CEO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신뢰, 가치, 기업문화를 좀 더 중요시하고있다고 하고있다.  

위 내용의 원문을 원하시면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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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orm Update (or no update?)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세제개혁의 논의가 언제쯤 결실을 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포용하며, 기존의 세법체계를 혁신적으로 변경하여, 

향후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 경제활동의 방향을 결정할 세제개혁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법제화 과정도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수정 시도가 실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개혁에 

역량을 모으는 듯한 인상이다. 소위 Big Six라 불리는 공화당의 경제수뇌부 6인, 하원의장, 하원 

세입위원회의장, 상원의장, 상원재무소위위원장, 재무부장관, 대통령경제수석보좌관은 2017년 7월 27일 

세제개혁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제개혁의 

필요성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 표방하는 세제개혁의 큰틀은 2016년 발표된 공화당 세제개혁 청사진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율 인하, 고정자산의 당해연도 비용처리, 이자비용 공제제한, 

미송금 해외이익 잉여금의 강제송금 및 과세 등의 조항에 대해서 아직도 행정부 의회 모두 강력한 

추진의사를 보이고있다. 단, 수입품의 판매원가 공제를 금지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 

국경세의 도입은 Big Six의 발표에서서는 제외되었고 행정부의 발표에서도 누락되어있어 법제화에 

부정적인 상황임을 보이고 있다.  Big Six의 합동발표문에서는 국경세의 도입을 시도할 경우 신속한 

조세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경세의 도입은 

세제개혁에 $1 trillion이상의 세수증대효과를 주는 항목으로 세율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완할 

대책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 국경세가 제외되는 경우 어떻게 세수균형을 맞출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경세가 아직 완전히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내고있다.  

 

또한 Big Six의 합동발표문에서 밝히는 내용중 하나는 세제개혁의 지속성이다. 경제활동,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법이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변경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없어야하며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과정이 다소 힘들더라도 지속가능한 세제개혁을 달성하고자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공화 민주당의 대립,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역간 이해의 

상충 등으로 인해 절차상 다소 용이한 한시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01년 부시행정부는 10년 경과후 다시 원위치되는 세법개정을 통과시킨바 있다. 

또하나의 가능성은 공화당의 조세개혁 청사진과 같은 광범위한 조세개혁 대신 미국기업의 해외이익 

잉여금의 과세와 강제송금 등과 같이 다소 손쉬운 항목에 제한해 개혁을 할 수도 있지않는냐는 관측이 

있기도하다. 

 

지금 공화당 지도부는 2017년 연말전 세제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내고있으나 실제로 이같은 

일정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러 예측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어느 한 

결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은 모든사람의 동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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