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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들은향후 3년

동안의성장에대한

자신감을보였습니다. 

회의적인시각을보인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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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계를 요동치게 했던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러 국가의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없이 모두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동향을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지난해부터 KPMG US는 분기 또는 반기가 아닌 향후 3년간의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00여명의 미국 내 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Setting the Course for Growth: CEO Perspectives”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바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KPMG는 CEO를 설문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올해에는 설문대상 지역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로 넓히고 설문대상인 CEO도 3배 확대하여 더욱 깊이있는
연구를수행했습니다.

올해의 보고서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CEO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3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직면할 주요 이슈에 관한 CEO들의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이버 보안이나 정부의
규제에서부터, 성장과 고용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CEO들의 시각이 담겨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기업들의
미래를 향한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될 인사이트 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CEO의 대다수는 다가올 3년 동안의 성장 전망에 확신과
자신감을보였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CEO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약 80%의 CEO는 앞으로 3년간 고용을 늘리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전세계 CEO들은 규제와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글로벌 CEO들의 견해에 덧붙여
KPMG의 임원 및 전문가의 분석을 담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글로벌 CEO와 KPMG 임원 및 전문가의 견해가
어우러진 것이이보고서의 특징입니다.

KPMG는 ”Global CEO Outlook 2015: The growth imperative in a
more competitive environment”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에 관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전해드릴 수있기를바랍니다.

John Veihmeyer,
Global Chairman of KPMG International

Contents

Executive Summary . . . . . . . . . . . . . . . . . . . . . . 02

Key Finding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글로벌 경제 전망과 자사 성장 전망. . . . . . . . . . .  04

더욱 치열해진 기업의 경영 환경. . . . . . . . . . . . . . 06

역량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인력 재교육”. . . . . . .07

공격적 성장 전략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08

해외 진출을 통한 지역적 확장 . . . . . . . . . . . . . . . 10

Inorganic Growth의 중요성 . . . . . . . . . . . . . . . . .14

구체화 되는 변혁. . . . . . . . . . . . . . . . . . . . . . . . . .16

혁신을 통한 고객 충성도 구축. . . . . . . . . . .. . . . . .18

리스크와 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사이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 . . . . . . . . .23

전략과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C-level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CFO . . . . . . . . .26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방법론 및 감사의 글 . . . . . . . . . . . . . . . . . . . . . . 28



02 / Global CEO Outlook 2015: The growth imperative in a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Executive Summary
글로벌 CEO에게 앞으로 3년은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CEO들은

향후 3년간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전망에 관해서는 현재의 경쟁자와

함께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은 비즈니스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기업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CEO들은 전통적인 경영모델을 넘어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경영

생태계에서의도전을깊이인식하고있다. 급속하게변화하고있는

기술환경속에서가장중요한것은인재관리이다.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CEO 입장에서 지역 확장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경영과제이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많은

기업들의 투자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의 모든 CEO들은

미래에 자사가 자생적 성장 (Organic Growth)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CEO는 비자생적 성장(Inorganic Growth)의

중요성을강조하면서인수를향한적극적인의지를보이기도했다.

이미 많은 산업들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특별히 국제

거래가 많은 산업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CEO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규제 환경을 자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2대

요인으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과를 보여야만 하는 CEO가 느끼는 압박은 전례 없이 극심해지고

있다. 미래에는 전략의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현재 많은

CEO들은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개발 사이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 그 결과 , 운영

모델(Operating Model)의진화속도는더욱빨라지고있다.



62%

바라본다: CEO 중 62%는 세계

경 제 의 성 장 전 망 에 대 해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보았고 ,

6%만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4%
기업 성과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54%의

CEO가 작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고, 13%만이 작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74%
경쟁 환경의 심화:

CEO들은 경쟁 심화를 체감하고 있다.

74%가 자사의 사업모델을 위협하는

신규 진입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고,

69%는 자사 사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경쟁자에대한우려를표명했다.

41%
공격적 성장 전략:

향후 3년간의 자사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많은 CEO들이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을 꼽았다. 37%는

자 사 의 성 장 전 략 을 ‘ 매 우

공격적’이라고 답변했고 , 52%는

‘보통 수준으로 공격적 ’이라고

했다.

30%
리스크

감수에대해낮은의욕 :
CEO 중 30%는 성장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적정

리스크를 감수 하고’ 있으며, 5%만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86%

86%의 CEO는 고객의 충성도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다 . 이와 더불어
기술은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 2/3(66%)의
CEO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향후
시장성을 고민했고 , 3/4(72%)은
새로운 기술에 뒤쳐지지 않으려 노력
중이라고했다.

기업 인수를 고려하는 CEO가 증가했다.

거의 절반의 CEO(48%)가 향후 3년간

기업 인수가 자사의 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를 변화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47%
지역적 확장 관련 투자:

향후 3년간 가장 중요한 투자부문은

지역적 확장이었다 . CEO 중 47%는

대규모 자본이 해외 시장 확장에 투자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63%
규제 환경이 주요 이슈

규제환경은 CEO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법인세(28%)에

이어 환경 규제 (18%)와 기업 재무

보 고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17%)가 CEO가 가진 3대 규제 이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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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자생적성장과
비자생적 성장의 혼합:

78%
고용확대:

78%의 CEO들은 2018년까지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CEO들은
경제를 긍정적으로

89%

고객의
충성도에대한 우려:



향후 3년간 성장이 예상되는가?

62%
세계경제

61%
자국의경제성장

54%
자사의성장

“이러한 현상은 경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이
석유 생산자라면 낮은 유가는 부정적 뉴스겠지만 ,
소비자라면 매우 좋은 뉴스이다”라고 Robin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대다수의 산업과 고객들은
석유 소비자이다. 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에서 세금
인하와 같이 작용한다. IMF의 계산에 따르면 유가 하락
효과는 세계 GDP 성장에 1%를 기여할 정도이다. 유가
하락은 올해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다.

Robin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같은 가운데
유럽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양적 완화는 주가를 높이고
환율은 낮추는 등의 효과를 주고 있다”며＂따라서
유럽과 일본은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높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은 달러화의 강세로 성장에서 멀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대치도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의 성장기반(baseline)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두텁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유럽과 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불황을 극복해
왔고 현재에도 잘 극복해내고 있다고 Robin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다.

Robin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기업 활동을
살펴보면 빠른 회복세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과 에너지 산업에서 미국의 성과는 다소
부정적이다. IMF의 선진국 경제 성장 전망에 비춰볼 때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Robinson
수석 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환경은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들의
매출은 증대할 수 있지만 기대만큼의 이익을 얻기는
힘들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관점에서미국은
유럽과일본보다더 강력하게
불황을극복해왔고현재도잘
극복해내고있다.

—Bill Robinson, KPMG in the UK’s 
Chief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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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전망과자사성장전망
전세계,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CEO들은 가까운 미래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절반이 다소
넘는 CEO만이 향후 3년 동안 기업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CEO는 미래에
대해 덜 낙관적이었다. 19%만이 작년 대비 올해의 기업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46%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 KPMG U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Constance Hunter에 따르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선지 이미 7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3년 후는 회복이 10년 째 진행되는
시기이고, 임금 상승 압박의 강화와 잠재적 생산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이 심화되어 성장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참고로 설문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달러화
절상으로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타격을 입고 미국 북동 및 중서부 지역의 기상 악화와
미국 서부 지역의 항구 폐쇄 등으로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KPMG U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Bill Robinson은 낮은
유가, 일본과 유럽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유가의 변동성과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면서 일부 산업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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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호주 일본

향후 3년간자신의기업이속한국가의경제성장에대한 CEO의긍정적전망수준

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은 흔치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업환경이 어떻게 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저인플레이션 상황은 각 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 Robinson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했다. Robinson은 “지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긍정적이다”며
“이것은 좋은 디플레이션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수요의 증가와 낮은
자본 비용에 따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회복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 영국
재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향후 4~5년 동안 영국의
성장률은 연간 2.5%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CEO들은 자사가 내수시장보다 글로벌시장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디지털
혁명이 일으킨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는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메가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다. 가령 핀란드에 본사를 둔
105년의 기업 역사를 지닌 엘리베이터 기업 Kon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화와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삶과 관련된 투자다. “세계 경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Kone의 CEO인 Henrik Ehrnrooth이 강조했다.
Ehrnrooth CEO는 이어 “그러나 우리 회사는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 .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주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Kone의 목표는 과거 수년 간 그러했듯이 시장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데 있다.

기술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요인이다. 대부분의
영향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에서의 정보처리 역량의 발전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해 결국 GDP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기업인 Red Hat의
CEO Jim Whitehurst가 말했다. 그러나 Whitehurst CEO는
이러한 성장이 반드시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고용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북미 등 서구권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은 이미
고성장 궤도에서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신흥시장에서의 이야기는 다르다.
인도의 석유회사인 Hindustan Petroleum의 회장인 Nishi
Vasudeva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한다 . Vasudeva
회장은 “주요 거시지표를 보면 인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며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은 거시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디젤 관련 매출
증대는 제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
2014년의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후 디젤 매출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시장 중 상당수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Vasudeva 회장은 “인도는
지속 성장할 것”이다 . “현재 인도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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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치열해진기업의경영환경
KPMG US의 Management Consulting practice의 리더인
Stephen Chase는 기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지되더라도 고객과의 연결 측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면, 자동차가 소비자의
모바일 기기와 얼마나 잘 연동되는지가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기업 Kone의 CEO인 Henrik Ehrnrooth에 따르면,
Kone의핵심미션은현재위상을유지하는것이다. Ehrnrooth
CEO는 “우리는 사람의 이동과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가장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서비스는동일하게유지되겠지만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서비스로
엘리베이터에 건물 출입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등 많은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hrnrooth
CEO는 “엘리베이터는 당신이 누구고 어디를 가는지 당신이
그 곳에 닿기 전에 알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혁신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바로
탑승객들의 이목을 끌며,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이용하는 것이다. Ehrnrooth CEO는 미래에는
이러한방안이더더욱개인화될것으로예측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도전과제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 사용자와 고객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과 리더십을
보유하는것”이라고 Ehrnrooth CEO는강조했다.

Stephen Chase는 “기업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생태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력과 기술,
아이디어를활용하여경쟁력을유지해야한다”고말한다.

Société Générale 의 CEO 인 Frédéric Oudéa 은 소매
금융에서의 기술을 한 예로 제시했다. 모바일 기술은 고객이
간단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금거래나 예산 관리,
계좌 확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고도로 복잡할 필요가
없지만,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상당하다.
일상적 업무를 위해 디지털 경로를 통한 뱅킹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객은 예전처럼 지점을 자주
방문하지않는다. “우리는고객의수요에더기민하게반응할
수 있도록 은행 지점의 인프라를 바꿔야 한다”고 Oudéa
CEO는 말한다.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효율화와 조직의 혁신을
추구해야한다는의미이다.

진정한 도전은 이러한 변화에 맞게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Oudéa CEO의 향후 몇 년간 최우선 전략은 전통적인
은행 네트워크와 유통을 디지털 기술 변화 동향에
부합하도록혁신시키는것이다. “우리는새로운툴을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에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만들어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한다. 예를
들어, Société Générale은 임직원에게 태블릿PC를 배포했다.
은행은 IT 시스템과 더불어서 데이터 관리와 용량에 더
투자하는 동시에, 개인의 IT 관련 업무와 연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 은행은 더욱 더 개방형 구조 (Open
Architecture)로변하고있다”고Oudéa CEO가덧붙였다.

CEO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전략적 의사결정은 ‘어떤 회사’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새로운 기술이 가치사슬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당신이
메이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한다면 , Uber나 Zipcar는
경쟁자인가 아니면 파트너인가? 자동주행 기술은 위협이 될
것인가? 위협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위협일 것인가? 거의
모든 산업이 이렇게 엄청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Red Hat의 Jim Whitehurst CEO는 강조했다.

CEO는 자사가 IT 기업이 아닐지라도, 새로운 IT 기업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때로는 와해까지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예를 들어 Uber 택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핵심제품이나 서비스에 기반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존재해온 서비스가 소비자와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지닌 신규 진입자를 견제하는 대신
신규 진입자로 인해 생겨나는 또 다른 기회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Netflix와 Hulu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화관과 기존 방송국의 비즈니스를 위협했다. 그러나 AMC
엔터테인먼트의 CEO인 Gerardo I . Lopez는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Netflix의 최고 고객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고객이다.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고
Lopez CEO가 설명했다. 그가 고려하는 경쟁자는 볼링이나
외식 같은 다른 여가활동이다.

CEO의 4대 우려

... 비즈니스모델을위협하는신규진입자 74%

... 새로운기술에뒤쳐지지않는것 72%

... 사업을잠식할수있는경쟁자의역량 68%

... 3년후자사의제품또는서비스의시장성 66%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은 거시 경제 현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슈이다. 디지털환경과 e커머스는적잖은기업의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특정 산업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져
새로운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 행동도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CEO들은 기술 주도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기업은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기술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경쟁자보다 어떻게 앞서나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로
CEO는잠을이루지못하고있다.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향후 3년간 자사의 임직원 수가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증가예상

78%

19%

3
%

직원수의
증가

KPMG US의 Stephen Chase는 기업이 현재의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 가운데 인력이 가장
어려운 부문이라고 봤다. 실제로 CEO들은 향후 인력 간
역량의 차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답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력재교육, 즉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이다 . 인재는 데이터를 기업의 성과로 바꾸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에 소재한 기업의 CEO는 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는 임원진과 함께
협업하면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역량과 역할을
규명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야 전략적으로 사람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KPMG 아시아태평양
Management Consulting의 리더인 Margaret Cowle이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개별 단위 팀과 국가의
경계를 너머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는 문화적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미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리더는 인력 풀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큰 그림에서의 시각과 탄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도 Hindustan Petroleum의 Vasudeva 회장은 자사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재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Hindustan Petroleum은 정제능력의 확대,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 부문으로의 확장,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통한
업스트림 공략 등을 추진 중이다.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력직보다는 신입직원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고 경영진을 내부에서 육성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략이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할 때, 대부분 기존 직원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사업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배전을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인 Graybar의 CEO Kathleen
Mazzarella는 기업 입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데이터 분석에
능통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Mazzarella CEO는
또한 핵심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고객 지향적인
직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Mazzarella CEO는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역량의차이를좁히기위한 ‘인력재교육(Re-talenting)’

CEO 중 약 30%가 향후 3년간 인력난을 예상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업의 인력 수요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이는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산업 트렌드(예 : 검토 중인 규제)를 이해하고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더불어 역량을
빌리거나 구매하는 것 중 무엇이 기술 확보를
위한 최선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기업 문화의 일부로 작용한다면 , 기업은 예측
가능한 변화에 앞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CEO가 인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재전쟁의
전선을다시구축해야한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EO는 어떻게
인재의 능력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직원이 기업을 위해 일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의 근무 동기가 부족하다면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 세대의
직원은 이전과 다르다 . 일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하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바란다. 전 세대와는
다른 커리어를 쌓고 있고 , 단순히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 이상의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직장에 좋은 기분으로 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업이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면(논리적, 감정적,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해 인력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Q&A with Nhlamu Dlomu, People and Change, KPMG

현상유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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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이생각하는향후
3년간 가장 큰 도전은?

향후 3년간 전략의
우선 순위는?

14%
데이터기반의

경영

25%
혁신

26%
브랜드 강화

26%
시장확대

27%
운영의효율성

30%
재무적성장

28%
원가절감

27%
신속한시장

진입

27%
혁신의가속화

29%

시장확대

30%
고객과의
관계강화

33%
새로운성장
전략의수립

KPMG Global Advisory 리더인 Mark A. Goodburn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전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Goodburn에 따르면, 경영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까’ 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높이거나 전달할 수 있을까’ 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비용과 리스크, 성장의 최적
균형을 맞추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을 시사한다.

CEO들의 주된 고민은 모두 기업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CEO는 신시장의 개척, 신규 고객의 유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찾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CEO는 기업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장과 효율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Schroders의 CEO인 Michael Dobson은 최근 수 년 간
기업의 성장이 최우선 목표였고, 앞으로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성장은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obson CEO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투자자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확대가
중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비용 역시 늘어나고 있다. 비록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기술은 향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자산운용사인 AMP의 CEO인 Craig Meller는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는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효율성에
기반한 대량생산은 매출과 순이익을 모두 높여 소비자
구매력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Meller CEO는
효율과 성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다수의 CEO들에게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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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성장 전략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수반하는가?

65%

45%

54%

30%

5%

1%

글로벌
CEO

미국
CEO

충분치않은리스크감수

적당한리스크감수

지나친 리스크 감수

귀사의 성장 전략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37%

11%

52%

매우공격적

보통수준으로공격적

보통수준으로보수적

성장성과효율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51%49%
운영상의효율성

성장성

KPMG의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자사의 성장전략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설문에 응답한 과반수 이상의
미국 CEO들은 자신들이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충분한 리스크 감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CEO들은 공격적인
성장전략 만큼 충분한 리스크를 감수했다고 답했다.
인도의 KPMG Accounting Advisory Services의 파트너 겸
Head인 Sai Venkateshwaran는 이러한 결과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Venkateshwaran에 따르면, 미국 CEO에게 리스크가 높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있는 인도의
CEO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반대로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 특정 사업이 아시아권 CEO에게는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 익숙한 미국 CEO는 해당 사업을 덜 위험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Venkateshwaran는 기업의 규모, 조직의 성숙도,
기업 구조, 자금력에 따라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러한 리스크 감수
능력은 기업의 성장 전략에도 영향을 끼친다.

Venkateshwaran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리스크가 수반되며 CEO는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CEO는
리스크에 수반되는 잠재적 이익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KPMG Global Risk Consulting 리더인 Mike Nolan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미국 CEO들이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 중 54%가 기업
운영 시 충분한 위험 감수를 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의문 한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Nolan은 전략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통해 평가 되어야
하며 리스크는 성장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CEO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성장전략과 부합하는 충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고 Nolan은
말했다.

경쟁이 심한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은
리스크 증가를 의미한다. 전략 수립 시에 이사진과
경영진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그 전략이 공격적일수록 더욱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KPMG Global Audit의 리더인 William
O'Mara는 경영진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과
리스크, 전략 관리에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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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문은?

해외 시장 확대 47%

광고 및마케팅 39%

신상품 개발 37%

국내 시장 확대 34%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앞으로 3년간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소폭감소
55%

29%

12%

3% 1%

지역확장은 CEO들에게 최우선 전략이며, 이와 같은 지역
확장에는 신성장 전략 수립과 신규 고객 유치가
수반된다. 설문조사의 1/3 응답자인 CEO들은 자국 내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 나머지 2/3의
응답자들은 해외 시장 개척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3의 응답자들은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3년 후 수익이
현재 수익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KPMG International의 부회장(Deputy Chairman)인 John
Scott은 해외 시장 확대가 CEO들에게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John Scott 부회장은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주요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보 하기 위해 경제, IT,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규제, 리스크,
기회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재무 계획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
수준에서의 성장은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변수에 빠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 수 십 년간 해외 진출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현지화를 위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 KPMG Global Strategy Group의 리더인 Nicholas
Griffin은 10년 전에는 기업들이 해외 모든 곳에 진출하려
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기업이 수익성 확보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Griffin은 또한 고객과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모델 그 자체보다
현지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운영모델은
어디서나 일관되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Griffin은
앞으로의 운영모델 역시 점점 모듈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한 현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riffin은 기업의 현지화를 위해 협업을 강조했다 .
Griffin에 따르면 기업 내부적으로 글로벌화를 이루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수반된다. 이에 기업은 시장
접근속도를 증가시키고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의 협업을 늘리고 있다. 기업 간
협업은 시장의 변화 상황에 빠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CEO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외
시장의 진출 현황과 리스크의 수용 범위에 따라
기업마다 각기 다른 해외 진출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CEO들이 속해 있는 산업과 글로벌 규제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의료기기 기업인 Stryker는 현재 매출의 70%를 미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따라서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글로벌화인 상황이다. 이에 Stryker는 유럽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미국과 유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Stryker는 신흥국에서의 사업 성장
가능성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동종업계를 평균적으로
보면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2%인 반면, Stryker의
경우 전체 매출의 8%만을 신흥국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이유로 Stryker는 가령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라인과 저가 라인을 구분해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0년전의기업들은해외모든
곳에진출하려고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기업이수익성확보와
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
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으로
전환하고있다.

—Nicholas Griffin, Head of the Global Strategy 
Group,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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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통한지역확장

Continued on page 12

대폭증가

소폭증가

변화없음

해외수익없음

글로벌
CEO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지역적확장측면에서 미국은얼마나중요한가?

43%
49%

8%

글로벌
CEO

매우중요

어느정도중요

전혀중요하지않음

KPMG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들이 이끄는 대다수의
기업은 이미 글로벌 주요 시장에 진출해 있다 .
종합물류기업인 Prologis의 경우, 전세계 GDP에 75%를
차지하는 여러 시장에 진출해 있다. Prologis의 CEO인
Hamid R. Moghadam은 “현재의 해외 진출국을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의 지역적 확장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Prologis는 해외 시장을 더 이상은
넓히지 않는 대신, 기존의 주요 시장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Prologis는
성숙시장에서 고객 공급망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흥국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해외
진출 초반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1,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현재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의 1/4에 이르렀다 . Principal의 CEO, Larry D.
Zimpleman은 앞으로도 성장속도가 빠른 해외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rincipal Financial Group의 글로벌 성장 전략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남미시장 10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Zimpleman CEO의 해외진출 철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시장에 진출할 때 겸손은 필수이다.
예를 들어 중국시장에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무모하고 큰 비용이 드는 결정이다. 반면
중국 시장 내 선두 기업들과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전략은 빠른 시간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합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기업인 AMP의 주요 해외진출 전략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AMP의 CEO인 Meller는
“AMP의 본사가 호주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과는 멀고 아시아와는 가까운 호주에 소재한 기업
입장에서 OECD의 다른 국가와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Meller CEO는 이어 “우리의
해외진출 기본 철학은 ‘돈이 있는 곳, 돈이 있을 곳’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eller CEO에 따르면, 현재 돈이 있는 곳은 일본이고
돈이 있을 곳은 중국이다. 1997년 이후부터 AMP는
중국에서의 자사 사업을 천천히 전개하고 있다. AMP는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에 중국의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인
China Life와 논의를 시작한 바 있고, 올해 초 China Life의
지분 19.99%를 인수했다. Meller CEO는 또한 과거에는
AMP의 중국 내 투자가 규제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중국
투자환경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Meller CEO는 올해 말 발효될 호주-중국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호주가 중국 내에서 다른 국가
보다 원활하게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시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은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가다.

KPMG의 Robin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0년 간 유럽 국가의 생산성이 둔화되는
동안 미국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유럽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높은 국민소득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탄탄한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시장을진출할때에는반드시겸손함을갖추라. 
중국과같은시장에서자체브랜드를출시하는것은매
우무모하고큰비용이드는결정이다.

—Larry Zimpleman, CEO, Principal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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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보는 지역은 어디인가?

36%
인도

43%
서유럽

40%
중앙유럽

46%
중국

6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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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조직의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무구조조정

운영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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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생적 성장(Inorganic Growth)의 중요성

30%

향후
3년간 48%

32%

CEO 10명 중 6명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자생적
성장(Organic Growth)에 집중할 것으로 응답했다 .
그러나 미래의 M&A에 기대를 가지는 CEO가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통한
자생적 성장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성장 모델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자생적 성장 모델에서는 예측 가능한 소비
수요에 따라 제품의 가격과 수량 조절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식품 /의약품 제조업체 Ingredion의 CEO인 Ilene
Gordon는 M&A를 혁신적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이는 Ingredion의 M&A 전략에서도
나타난다. Gordon에 따르면, Ingredion의 주요 M&A
성공요인은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피인수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존
경영진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Gordon
CEO는 “향후 M&A를 진행할 때에도 유사한 전략을
선보이며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M&A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은 자생적 성장에 집중해
왔다. 기업들은 M&A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가?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자생적 성장을 확대해 왔다 . 하지만 적지 않은
산업에서의 M&A 거래액과 거래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비자생적 성장은
이미 많은 기업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
CEO의 절반이 향후 기업 인수를 통한 성장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전략의 방법으로 M&A가 주목 받는 현
시점에서 향후 M&A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과거 그 어떠한 시기보다 현재의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더 나은 성과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글 로 벌 M&A 딜 (deal) 을 둘 러 싼 환 경 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의사 결정권자들은 M&A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기업들은
M&A 성사를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많은 CEO들이 비자생적 성장(Inorganic Growth)을
고려하고 있다. 비자생적 성장(Inorganic Growth)이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제 안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변동의 시대가
도래했다 .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자생적 성장
전략만으로는 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변하는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 자생적
성장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미국 및 서유럽처럼 신용 시장 (credit market)이
발전한 선진 시장에서 보다 여실히 나타난다. 또한
비자생적 성장은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
진출에서도 피할 수 없거나, 때로는 보다 용이한
옵션 (Option)이 된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 성향이 짙었던 적지 않은
기업들도 앞으로는 비자생적 성장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간 자생적 성장 vs. 비자생적 성장

대체로자생적성장

대체로비자생적성장

균등하게추구

22%

59%19%

비자생적 성장(Inorganic Growth)의 증가

Q&A with Leif Zierz, Global Head of Deal Advisory, KPMG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Schroders의 Dobson CEO는
모든 M&A를 팀의 확장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M&A를 오히려 자생적 성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Schroders는 2년 전 영국과 미국에서 기업 인수를
단행한 바 있다. Schroders의 이와 같은 M&A는 두
기업 간의 강력한 문화적 친밀감이 구축되고 나서야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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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서리스크를감수하는이유

거래조건에대한확신 54%

경제에대한확신 52%

인수후실현되는거래의가치 52%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글로벌
CEO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어느 정도의
편함(comfortable)을
느끼는가?

향후 3년간
자사는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될 것인지 설명해 본다면?  

50%
매우편

안하다

29%
다른기업이
될것이다.

44%

다소걱정이

된다.

기업은현재상황을유지하는것이보다편하겠지만,

그것은지금 기업이할수있는가장위험한일이다.

—Mark A. Goodburn, Global Head of Advisory,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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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되는 변혁(Transformation)
10명 중 4명의 CEO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낸 반면, 10명 중 7명은
향후 3년 동안 자사가 같은 회사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이 조직 전체의 구조 변혁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환할 수 있을까?

KPMG의 Global Head of Transformation인 Steven
Hasty는 “경쟁 심화, 분화하는 기술, 고객 니즈 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PMG의 John Scott 부회장 또한 세계 경제가 변혁을
일궈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 Scott 부회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신문을 펼쳐 보기만 하면 된다. 기술 분화,
증가하는 규제, 사이버 범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CEO는 변혁을
위해서는 혁신과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 기업의 유연성과 조직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필요한 것이다.

KPMG Global Strategy Group 리 더 인 Nicholas
Griffin에 따르면, 시장이 분화되고 융합되는 속도와
규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 비즈니스, 운영 모델
관련 변혁 전략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자사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술 변화나 점진적 전략의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3년 안에 승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이 기업이
현재를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혁이 필요하다. 기업의 변혁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 그러나 기업이 점점 쇠퇴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KPMG Global Advisory 리더인 Mark A. Goodburn은
기업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보다 더
익숙하겠지만, 이는 지금 해당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오늘 창업할 경우,
기술 변화를 받아들인 것인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분석기법을 이용할 것인가? 지금
진행중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혁신적인 리더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혁신적 리더는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 강력한 경쟁자의 도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변혁은
경영 관리와 유사한 의미가 된다.

Goodburn은 “CEO들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파괴(disrupt)하거나, 향후 2년 · 3년 · 5년 안에 타인에
의해 파괴(disrupt)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Goodburn은 “CEO들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시장의 파괴자(disruptor)처럼 빠르게 움직이는가?
고객의 기대만큼 빠르게 움직이는가? 경쟁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가 ? 또는 적어도 경쟁자만큼의
속도로는 움직이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화를 추구할 떄 점진적인 변화는
궁극적으로 단편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은 최선책이 아닐 경우가 많다 . Goodburn은
“CEO가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사이버
리스크부터 신경을 쓴 후에, 고객 경험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고 , 그 후 혁신에 대해 주안점을 두겠다 ’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일들을
동시에 경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통신장비업체 Alcatel-Lucent의 CEO인 Michel
Combes에게, 몇 년 전 파산 직전에서 회사를 구했던
구조조정보다도 오히려 통신장비업체가 곧 마주할
변혁(transformation)이 보다 더 중차대하게 다가오고
있다 . Michel Combes CEO는 “우리는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로봇 및 연결성 등 여러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대 속에 서 있다 ”고 말한다 .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방식은 앞으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시장조사기관 IDC의 예상에
따르면 Alcatel-Lucent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할
수많은 사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 왜냐하면 Alcatel-Lucent가 다양한 장비와
서비스를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가운데,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많은 사물을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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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던 방식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방식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Michel Combes, CEO of Alcatel-Lucent

“우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디지털 변혁(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고 Alcatel-Lucent의 CEO인 Michel Combes가
말했다 . Combes CEO는 이어 “우리는 네트워크의
가상화 (virtualization)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이끄는
산업으로 이동 중에 있다. IT 산업 내에서 진행됐던
변화들이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유형의 제품에서
무형의 서비스로, 제품을 파는 것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환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의
고객들은 훨씬 더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지닌
고객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mbes CEO는 Alcatel-Lucent이 NaaS(Network-as-a-
Service)를 구현하며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미래를 내다보며, “기업들이 사업에 변화를
주기 시작할 때,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Combes CEO는 “변혁(Transformation)은 회사로 인재를
이끄는 것에서부터 보다 오픈된 생태계 안에서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 변화로부터 파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KPMG의 Steven Hasty는 변혁의 우선 순위가 산업의
특성과 비즈니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많이 받는 의료와 금융 서비스 산업은 규제로
인한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변혁의 목적은 규제를
적용했을 때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제
관련 이슈로부터 오히려 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 있다.
가령 석유 산업은 저유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소비재 기업은 고객 유치와
고객의 지속 유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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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에 걸쳐 CEO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Graybar의 CEO인
Kathleen Mazzarella에게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과 기업
모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Graybar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고객은 Graybar의 재고
현황을 확인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요소(component)를 다운로드 받기를 선호할 것이다.
고객의 이러한 기대에 따라 Graybar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공급자와 협업하고 완전히 다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Mazzarella CEO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가장 흥미롭다다”고 말했다.
Mazzarella CEO는 “이러한 변혁은 앞으로 3년 동안
더욱더 가속도를 내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는 데이터와 분석기법들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예를 들어 Alcatel-Lucent는 현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정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Alcatel-Lucent 의 Combes CEO는 D&A를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운영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Combes CEO는 “우리는 지금 고객에게 스위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임대하기
시작한다면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시간대에 따라 기능을
높이고 줄이는 데 D&A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Combes CEO는 “우리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
나아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즈니스를 확대할 때
D&A가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객 충성도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가?

다소우려한다

우려하지않는다

34%
14%

52%

귀사는성과향상을위하여D&A(Data & Analytics)를
얼마나효율적으로이용하고있는가?

귀사는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47%가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49%
상당히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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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통한고객충성도구축

38%
잘활용하고있다.

대다수(86%)의 CEO는 고객의 충성도에 민감하다. 그러나
다수의 성공한 신생 기업들은 전통적 방식의 마케팅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광고방법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 KPMG의 IT Advisory Practice의
파트너인 Edo Lindgreen Roos는 “성공한 신생 기업들은
고객의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추가적 상품 판매와 교차판매 (Cross-sell)를
위해서다 .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 기민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소매업체는 고객의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센서를 매장 전체에 설치했다. 고객이 매장
통로를 지나 계산대로 갈 때 , 고객이 걸어간 모든
경로들이 추적되며 이러한 정보는 매장 내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준다.

아직까지 기업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KPMG Global Advisory
리더인 Mark A. Goodburn은 최근까지 외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 신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은 “회사 내부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파악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 내부 데이터만
바라볼 경우 근시안적으로 눈이 멀어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하나를 출시할 때, 회사 내부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고객은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닌지, 상품을 구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주문이 밀렸는지, 만약 방문한
상점에 상품이 없으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답할 수 있어야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매우우려한다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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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회사를 파괴자(disruptor) 중 하나로 생각한다.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방법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변혁(transformation)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Red Hat 같은 회사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Jim Whitehurst, CEO of Red Hat

혁신의 3대 장애물:

1) 빠르게변화하는고객

2) 어떤기술이최대효과를가져올지에대한불확실성

3) 예산제약

변혁은 혁신에 달려있다 . 예를 들어 Ingredion의
CEO인 Gordon은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이나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식품 등 새로운 식품이나 식품 성분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혁신은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Ingredion은
전세계 약 24개의 R&D 센터와 350명의 과학자가
속한 제품 개발 센터를 아이디어 연구소로 활용하면서
기존의 브랜드를 리브랜딩 (rebranding) 했다 .
Ingredion은 아이디어 연구소를 운영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중심의 방안에 주안점을 두며
보다 혁신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이다. Gordon CEO는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소비자 트렌드, 아울러 자체적 연구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KPMG의 Innovation and Investment 부문의 Global
Head인 Steven Hill은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기업에게 혁신센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전략과 변화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teven Hill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이나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과 더불어 실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고안해 내고 이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Gordon CEO가 아이디어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이끈 철학과 일치한다. 혁신이 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조직 구성원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든지 , 가상 네트워크에만
존재하든지, 아이디어 연구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소를 현재 진행해 온
사업들과는 다르게 평가해야한다는 점이다. Steven
Hill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모르는
것을 찾아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이 발생한다 ”고 강조한다며 “인센티브와
성과기준은 바로 이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변혁의 방아쇠이자 조력자이다. Red Hat의 Jim
Whitehurst CEO는 “나는 우리 회사를 파괴자 중
하나로 생각한다 .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방법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혁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Red Hat 같은 회사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Alcatel-Lucent의 입장에서 변혁이란 이전까지
정체되었던 혁신 과정이 내부 인재와 파트너십을 통한
열린 혁신 생태계 (open innovation ecosystem)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Alcatel-Lucent의 Combes
CEO는 “우리는 진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혁신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 당신의 사고방식이 점진적인 혁신 상태로
남아있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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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이라는 맥락에서 CEO는 기업 전반에 걸친
D&A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략적 관점을
지니고있는가?

오늘날의 CEO들은 D&A 활용을 통해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와 비용 절감, 새로운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다. 하지만 CEO 중
대부분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D&A 활용을
넘어 D&A를 활용한 전사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대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
사업의 경우, 전사적 D&A 활용 전략과 더불어
D&A를 통해 모든 부서의 성장과 리스크, 비용을
활용할수있는기회를모색해야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CEO는 D&A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간주한다. CEO가 D&A의 효과를
증빙하는 동시에 각 사업에 D&A를 최대한
적용시킨다면, 단순히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것이다.

CEO는어느부문에 D&A를 적용시킬수있을것
으로생각하는가?

CEO들은 이미 재무와 리스크 관리, 공급망, 지속
가능성과 예측 등 다양한 사업부에 걸친 D&A의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인사이트를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부문에서 고객과 연관하여 D&A의 가치를
끌어내고 있으며 은행들 역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D&A를활용하고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기 위해
어떻게 D&A를 적용시킬지를 인식하고 있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법으로
더많은기회가창출되고있으며, CEO들은이를
통해 더 나은 의사 결정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전략을수립할수있다.

조직이 D&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CEO가 당면할 수 있는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CEO들은 D&A가 제공하는 전략적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다음두가지측면에서지속적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로, 시작 및 실행 단계에서
집중적인 D&A 전략 개발과 구현이 필요하다.
둘째, 어떻게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CEO들은 계획뿐 아니라 D&A 관련 비전을
이행하고 D&A의 적용을 통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수있는실행전략을갖춰야한다.

D&A(Data & Analytics)의 효과적 사용

Q&A with Christian Rast, KPMG’s Global Head of Data &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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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규제
CEO들은 기업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로
글로벌 경제성장과 규제환경을 꼽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CEO들은 이 항목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KPMG의
Regulatory Change의 글로벌 리더인 Jim Low는 “규제
환경의 강도가 심화될수록 규제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CEO들은 기업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CEO들은 모든 산업에 걸쳐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즈니스를 현상 유지하거나 제조 과정이나
기타 공정을 전환할 필요가 없는 일부 경우에도
정부에게 보고해야 하는 업무는 증가했다. 데이터 전송과
저장과 관련된 제도가 등장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하게 얽힌 국가별 규제를 해석하고 규제 간 상충
발생 시 어느 쪽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대규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및 정부 관련 팀을
구성해야 한다. 아웃소싱을 통해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기업도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기업인 Stryker의 CEO인
Kevin A. Lobo는 이와 같은 규제환경이 위협이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사는 기회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사에 미칠 수 있느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임상시험
기준이 높아지거나 처리해야 할 서류작업이 많다진다는
부분이다. 또한 해외 시장을 진입하는 데 너무 높은 규제
관련 비용을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 이에 Stryker는
국제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지닌 신제품에 대해 중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Kevin A. Lobo CEO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접근성과 고객의 구매 능력(affordability)과 관련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 당국은
기업이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로 공급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 규제 환경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Kevin A. Lobo CEO는 “규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우리는
제품을 통해 혁신과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Hindustan Petroleum의 Vasudeva 회장은 정제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법제화된 자동차용 연료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 단행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Vasudeva 회장은 만약 정부에게 한
가지 이슈에 대해 강조를 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당연히 인프라라고 응답했다 . Vasudeva 회장은
“인프라는 동종 산업의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해
중대한 문제다 . 정부가 인프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실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했다.

만약 Schroders의 CEO인 Michael Dobson이 규제당국에
요청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규제의 간소화(simplify)
및 규제 간 조율(coordinating regulation)이 될 것이다.
Michael Dobson CEO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들이
생성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일부 규제는
상호보완적이지만 국가 간 규제가 상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Michael Dobson CEO는 “과도한
규제는 기업 성장에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며
경쟁 강도가 저하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KPMG Accounting Advisory Services의 파트너 겸
Head인 Sai Venkateshwaran은 규제에 따른 위험이
지역적 확장을 추진하는 CEO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규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세금
규제를 예로 들면, 세무 당국이 과세의 투명성 증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의 과세 차이를 통해
혜택을 누리려는 기업의 시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 또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적
· 기술적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규제가 특정
지역의 산업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Sai Venkateshwaran 파트너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쳐가기 위해서 규제를 준수하는 시대는
끝났다. 특정 지역에서는 규제로 하는 사업을 하는 환경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우려되는리스크

운영리스크 47%
규제리스크 36%
전략리스크 36%
공급망리스크 26%
제 3자리스크 23%
컴퓨터관련정보보안리스크 20%

오늘날기업에가장큰영향을주는이슈

글로벌경제성장 54%
규제환경 45%
파괴적기술 34%
지정학적리스크 32%
환율의불안전성 30%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향후 1~2년 동안 국제 조세 부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가?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이 각국의
세법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가 국제 조세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다국적
기업의 CEO와 실무자, 이사회는 관련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투명성에 대한 요구 확대 :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 의거하여 다국적
기업은 사업을 영위 중인 모든 국가에서의
운영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해당 국가의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 추가적인 자산에 관한 요구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에 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금과 리스크에 대한 이익 배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이다.

• 원천지 국가(source country) 과세에 따른
압 박 증 가 : 비 상 주 기 업 (non-resident
company)의 사업활동을 대상으로 과세할 때
OECD의합의 사항이적용될것이다.

•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과세 당국 간의 논쟁 및
분쟁 증가 : BEP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별 과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이는 얼마나 많은 국가가 구속력이 있는
중재안을 선택하는 지와, 규율 준수 증대를
위한 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관련 글로벌 포럼이
얼마나효과적으로운영되는지에달려있다.

BEPS에 대비해야 하는 CEO

Manal Corwin, Head of Global BEPS Network at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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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가장 우려하는 규제

법인세 28%

환경규제 18%

기업재무보고 17%

무역규제 14%

노동규제 14%

개인정보보안규제 9%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사이버:가장예측하기어려운리스크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들의 절반은 사이버
리스크에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20%는 제3자 리스크(third-party risk)와 공급망
리스크의 뒤를 이어 사이버 보안을 다섯 가지 상위 중요
리스크 중 하나로 언급했다. 특히 ICT 기업에게 정보보안
관련리스크는다른리스크대비가장위협적이다.

사이버사건에어느정도대비되어있는가?
충분히대비하지못함 50%

Bell은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거나 사이버 사건을 겪은
경우, 관련 파장으로 인해 CEO들은 기업 경영에 집중하게
어렵게 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CEO 들은 사이버 이슈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동안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중단하게
되며, 또한 정부의 제재 및 법적 분쟁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Marshall은 “사이버 공격의 근본 성격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과기밀
보안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데이터 유출은심각할 수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다”면서 “반면 공장 ,
송유관∙가스관 등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이는 산업적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강화하므로우리는그들보다앞서서움직여야한다.

또한 Bell은 “다수의 기업은 제 3자에게 제조를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 차원의 해킹 및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의해지적재산권 보호에 지장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의 개인 정보 데이터와 관련되지
않은사이버침해이더라도, 기업차원의손실을입을수있다.

최근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사이버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보안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긍정적이다.
사이버 보안이 단순 IT 이슈가 아닌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이라고 인지하는 것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의미
깊은변화이다.

Marshall은 “혁신적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을 관리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기업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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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의 Cyber Security 의 Global Head 인 Malcolm
Marshall은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CEO는 사이버
리스크가 가장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이버 리스크는 홍수나 토네이도보다 더
예측하기어렵다”고말했다.

KPMG US 의 Cyber Leader인 Greg Bell은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예방하는데 적잖은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CEO들은 자사가 사이버 리스크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서 “사이버 리스크 관련 대비에
지속적으로적절한주의를기울여야 하는가운데 최근까지는
대비에만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호와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언급하였다.

Marshall은 “사이버 리스크는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적지 않은 고객과 투자자들이 사이버 보완을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관련 사건의 발생 자체는 용서할 의향도 있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고객과 투자자들은 사이버 사건 발생시
기업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사건으로 인해
고객, 투자자, 직원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 때, 기업이 사이버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진의
직위 유지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Marshall은
“사이버 사건을 겪는 기업의 경우, 강한 기업은 하나로
단결하는반면, 약한기업은허물어지게된다“고덧붙였다.



향후 3년 동안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변혁을
이룰 것인가?

45%
운영모델

50%
전략

48%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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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경영

KPMG Global Strategy Group 리 더 인 Nicholas
Griffin은 “CEO가 느끼는 성과에 대한 압박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며,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시장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앞서서 실행해야 할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변화가 최근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본 보고서의 기반이 된 설문조사에서
CEO 들 은 현 재 및 가 까 운 미 래 에 는 전 략
‘실행(Execution)’에 더 집중할 것이라 응답했다.

Margaret Cowle은 “전략의 수립과 실행 사이에서
선택은 사실 ,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전략
수립과 전략 실행, 이들 두 가지 중 어느 방향에 얼만큼
집중해야 할까 보다는, ‘어떻게 전략 개발을 가속화하며
이어서 바로 실행할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방법이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경영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을 기업 개발 사이클 안에 들어오도록 양방향적
참여를 이뤄내며, ‘빨리, 저렴하게 실패하는(fail fast, fail
cheap)‘ 전략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Griffin은 “전략의 수립부터 실행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 졌다”면서 “복잡성이 증대되는 산업
내의 회사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Griffin은 “세계적으로 시장의 구성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재무적, 운영적 모델이 진화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설비사업, 제조업과 같은 성숙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esla는
자동차 제조 회사인가, 아니면 전력 저장 회사인가?
FedEx와 UPS는 Uber를 위협으로 보는가 , 아니면
협력을 위한 잠재적인 파트너로 보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요인 중 하나는 산업 간의
융합이다. 금융, 통신, ICT, 미디어, 소비재, 헬스케어,
소매 유통 등의 여러 기업은 이제 서로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산업의 경계를 구분 짓는
선은 더욱 흐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산업을 융복합시킴으로써 글로벌 및 내수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Griffin은 “산업 간 융복합에 따라 재무적 , 사업적 ,
운영적 모델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졌다”면서 “혁신과
기업의 기민한 대응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융복합의
환경 속에서 기업 상호 간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창조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협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 생태계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기업 성공을 좌우하게
되며,성공적 미래를 일궈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오늘날의 CEO들은 공격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같은성장전략이기업의제휴(Alliance)에어떠한
영향을주고있는가?

7~8년 전 CEO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CEO는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하며, 보다 더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오늘날의급변하는환경
속에서 기업 단독으로는 혁신을 이루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제 3자와 파트너를 맺어 기업의 역량을
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제휴는 기업 내부의 자체적 성장 방안이나 인수보다
언제더나은선택이될까?

제휴가 일반적으로는 기업 자체적 organic
growth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제휴를 한다고 해서
제휴사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역량을 채워주지는
않는다.이부분을염두에둬야한다.

아울러 제휴는 기업의 핵심 역량을 타 기업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휴는 M&A가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며. 제휴를
통해 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할지 그 방법을
모색할수있어야한다.

파트너십/제휴의성공을위한핵심요소는무엇인가?

두가지주요요소 :

1)성공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 조직이 함께
공유한뒤전략적제휴필요

2)조직 문화와 가치에 대한 공감 & 고객을 위한
공통의성공을어떻게측정할것인지공유필요

제휴 초기에는 상호 기업들은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명확하게논의해야한다.

CEO어젠다중제휴의중요성은어느정도인가?

오늘날의 CEO는 기업이 시장의 리더가 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늘날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EO들은 자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것을알고있다.

비즈니스 리더는 제도적 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화, 혁신적인 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소셜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CEO들은 고도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의 니즈를 솔루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함께

일하는것이필요하다. CEO는 ‘어떻게자사가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생태계를 관리해야 하는가? 마치 완벽한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자사가 경영

생태계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떠한 지휘자가

될수있는가’에대해자문을해야한다.

CEO는 제휴(Alliance)를 전략 수립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CEO가 지속적으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제휴 파트너가 시장의

혁신자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자일 경우

추가적인인사이트를갖는데큰도움을받을수있다. .

제휴(Alliance)의 영향력

Q&A with Singh Mecker, KPMG’s Global Allianc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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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어떤 C-level 기능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해질까?

53%
최고재무책임자

(CFO)

49%
최고운영책임자

(COO)

40%
최고마케팅책임자

(CMO)

40%
최고정보책임자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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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l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CFO 

글로벌 CEO의 절반 이상에 따르면, CFO는 향후 3년간
가장 중요성이 커질 역할이다 . William O’Mara는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와 내부통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CFO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
리스크 관리를 기업의 성장 전략, 해외 진출 계획, 신규
경쟁자에 대한 대응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O’Mara는
“ 만 약 경 영 진 이 기 업 의 여 러 프 로 세 스 와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에 적절한 관리(control)를
하지 않는다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 CFO들은 기업
전체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에는 재무적
기능만을 CFO가 담당했다면 최근 CFO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Stephen Chase는 “고객의 기업에 대한
경험(customer experience)이 기업의 성장 전략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면서 고객경험관리도 오늘날
CFO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KPMG의 Global Head of Transformation인 Steven
Hasty는 “최근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이들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전략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FO는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지녔으므로 CFO가
전략 실행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Source: 2015 KPMG CEO Outlook,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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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EO들은 앞으로의 3년을 내다보며 보다 공격적 성장 전략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CEO들은 불확실성 속의 글로벌
경제와 각종 규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CEO들은 자사 성장을 위한 방향을
수립할 때,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장은 리스크 감내(risk taking) 수준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CEO들이
성장에 대한 자사의 전략을 공격적이라고 답했지만, 충분한 리스크를 감내(risk
taking)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사실은 정교한 리스크 관리 방안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고객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계속해서 변혁(transformation)해
나가야 한다. 고객 충성도는 CEO가 가장 우려하는 항목이다. 특히 CEO들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신규 진입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신규 진입자는
기업들이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고 있다. 회사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규제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성장과
규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지난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규제가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로 꼽혔다. 반면 올해 CEO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규제를 상위 두 가지 이슈로 거론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성장과 규제의 상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되는 산업에 속한 CEO들은 해당 산업에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갈 때 해당 규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이들 규제를 활용한 또 다른 기회
창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CEO들은 기업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여러 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영자들이 변화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진화해야 한다. CEO들은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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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및 미국에서 1,27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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