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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EO가 드리는 글

동료 CEO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업환경의 복잡성 문제를 다룬 본 보고서의 제 1장에서 한 공산품 제조 회사의 CEO는
2009년의 경제 환경을“경종의 울림”
으로 규정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종이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울려 퍼진 일련의
경고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글로벌
환경의 변화, 에너지와 수자원 공급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 식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인력의
공급망이 지닌 취약성, 세계 안보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각종 위협 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글로벌 통합이라는 현실과 그에 따른 도전
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수많은 시스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긴밀히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스템 수준의 장애에 영향을 받기 쉽고,
이는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의 유효성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사고가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되는 상호 연결성과 상호 종속성의
수준이 전례없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공공 부문 리더들의
이러한 관심사를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관점으로 요약했습니다.
1) 전 세계의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리더들은“복잡성”
의 급속한 증가를 그들 앞에 놓인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동시에,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이런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복잡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창조성”
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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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루어진 수많은 심층 토론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본인도 2009년
12월 2일에 인터뷰를 수행 하였음),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건, 위협 및 기회가 우리
에게 더 빠르거나 예측하기 어렵게 다가올 것이며, 상호 수렴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될 이런 전개 과정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수준의 창조성이 요구되며, 이런 창조성은 경영 원칙, 엄격성 또는 업무상
통찰력과 같은 속성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전 세계의 CEO가 우선시 하는 문제에 관해 2년마다 실시되는 본 조사에서
CEO가 보는 세계에 대한 시각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두드
러진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의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500여 명의 CEO 및 다른 리더들과 가진 대면 인터뷰 과정을
통해,“똑똑한 지구(Smarter Planet)”
라는 용어가 포함된 질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세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몰고
오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IBM이 주장해왔던 바와 일치하는 주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
니다.
“복잡성의 도전과 기회”
라는 제목의 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Samuel J. Palmisano
IBM Corporation
회장,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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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방법
본 연구는 IBM 기업가치연구소와 IBM Strategy & Change(전략컨설팅 부문)가 2년마다
실시하는 Global CEO Study 시리즈의 네 번째 연구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CEO가 당면한 해결 과제와 목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IBM은 전
세계 수많은 CEO와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는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 중 최대 규모입니다. 2009년 9월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진행된 인터뷰는
60개국, 33개 업종에서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대표하는 1,541명의 CEO, 각급기관의 대표 및
공공 부문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 1

연구 소개
전 세계 1,500여 명의 CEO가 이 연구에 참여함

*남미,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중동 및 아프리카가 신흥 시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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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IBM에서 실시한 2004, 2006 및 2008 Global CEO Study의
조사 결과와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광범위한 분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0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재무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간의 차이를 파악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분석은 장기(4년) 및 단기(1년) 성과를 기준으로 비교 집단
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장기 성과는 2003년에서 2008년 기간 중 4년간의 영업이익 연평균성장율(CAGR)로,1 단기
성과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간의 영업이익 성장율로 계산되었습니다.2 본 분석 과정
에서 장기 및 단기 영업 이익을 개선할 수 있었던“성과가 탁월한”조직을 파악할 수 있었
습니다.
CEO 인터뷰 외에도, 전 세계 100여 개 주요 대학교의 학생 3,619명에게 CEO Study의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최초의 IBM Student Study를 통해
미래의 리더가 될 대학생들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월
까지 교수진과 행정 담당자를 통해 학부 및 석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조사 참여를 권장했습
니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45%는 MBA 과정과 기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도 3%가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54%는 다양한 학과의 학부 과정에 있는 학생들
이었습니다.
CEO 및 학생 응답 샘플에는 모두 2008년도의 실제 지역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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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회피해야 할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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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요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잡성을
오히려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리더들은 과거와는 달라진 경쟁 및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를 파악하기

방법과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위해 IBM은 전 세계 1,541명의 CEO, 총책임자 및 공공 부문의 기관장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

촉매이자 촉진제로 봅니다.”

했습니다.4 개별적으로 실시한 각 기업과 조직의 통계 및 재무 분석과 함께 이번 대화를 통해

Juan Ramon Alaix,

글로벌 리더들의 어젠다와 수행과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Pfizer Animal Health 사장

과거에 수행했던 세 차례의 Global CEO Study에서, CEO들은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한
주요 과제는 바로 복잡성입니다. CEO들은 더욱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한 세계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CEO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CEO들
과의 심층적 대화를 통해 다음 네 가지 주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잡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만 예상이 되며, CEO 중 절반 이상은 이런 복잡
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CEO 중 79%가 앞으로 복잡성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
이라 부르는 기업
들은 과거 5년 동안 점점 증가하는 복잡성을 오히려 재무적인 이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CEO들에 따르면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
직은 조직 전체적으로 실험과 혁신을 실천하고 장려합니다. 창조적인 리더들은 전략의 실현
을 위해 더욱 심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계산된 위험을 기꺼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리더십과 의사소통
방식의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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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조직들은 고객과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핵심 프로세스에 통합시킵니다. 이런 조직은 고객의 의견을 원활히 조율하기 위해

학생들의 관점

새로운 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CEO들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이 보고서 전체에서“학생들의 관점”
이라는

더 많은 통찰력을 이끌어내어 고객과의 친밀도 강화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보조 자료에서는 IBM Student Study에서
도출된 가장 인상적인 조사 결과와 인용문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CEO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고객 및 파트너의 입장에서 복잡성을 관리
합니다. 그들은 운영과 제품을 단순화하고, 각종 자원에 접근하고 세계의 여러 시장에 진입
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능숙함을 높임으로써 복잡성을 관리하고 그처럼 높은 성과를 냅니다.
다른 CEO들에 비해, 능숙한 리더들은 새로운 사업과 시장에서 창출될 미래의 수익을 20%
더 많이 예상합니다.
CEO가 복잡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점점 증가하는 복잡성이 미치는 효과로 인해, CEO와 경영진은 대담한 창조성을 가지고 조
직을 이끌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고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며 21세기의
성공을 만들기 위한 조직의 입지를 다지는 데 필요한 속도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운영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600여 명의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미래의
리더들이 가진 견해와 예상이 CEO의 시각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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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최대의 해결 과제로 복잡성의 증가를 꼽았는데, 그렇다면

“통찰력과 미래 예측 능력은

이런 목표가 CEO들이 과거에 가졌던 목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과거에 CEO들은 비

리더십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즈니스 모델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지금은 그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기회 포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창조적 리더십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CEO들이 고객과 더 가까워질 필요

바로 통찰력입니다.”

가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 고객을 조직 내부의 경영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Zhou Ming, 중국 국제투자촉진위원회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합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새로운 목표는 아니지만, CEO들은 이

(China Council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반적인 운영의 능숙함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Promotion) 수석 부의장 겸 사무국장

을 깨닫고 있습니다. 복잡성을 활용하기 위해 CEO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적 리더십 구현
세계가 급격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CEO들이 창조성을 가장 중요한 리더의 속성으로
꼽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창조적인 리더는 파괴적 혁신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구
시대적 접근 방식을 버리도록 독려하면서 균형 잡힌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창조적인 리
더는 특히 신세대의 직원, 파트너 및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스
타일을 확대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으로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고객 관계 재설정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CEO들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고객과의 친밀도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정보 가용성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글로벌화로 인해 고객의 선택권이 기하
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EO들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으로 차별화를 실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에 관한 깊
은 통찰력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폭증이 가장 큰 기회라고 간주합니다.

운영의 능숙함 구축
CEO들은 기회나 도전이 발생할 때 바로 적절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경영 체제를 개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권 내에 있는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
도록 이를 숨기며 고객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EO들은 유연한 비용 구조와
제휴 관계 구축을 통해 변화에 맞춰 신속히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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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의
활용…

소개

복잡한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 달성
대부분의 CEO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복잡성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들은 일관되게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들은 어떻게 복잡성을 줄이고
이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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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다른 세계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국의 경제, 기업, 사회 및 정부가 점차 상호 긴밀히 연결되면서 수 많은 기회들이 새롭게

Andreas Coumnas, Baltimore Aircoil

생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CEO들은 오늘날과 같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에 대한 준

유럽 지역 전무이사

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요소와 조직들이 더욱 긴밀히 연
결되면서 그 상호 종속성도 더욱 강해졌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
로, 어떤 의사결정이든 그 최종적 결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의사결정은 내려야 합니다. CEO들이 성장으로 관심을 돌림에 따라, 상당수의 CEO
가 향후 5년간은 새로운 수익원에서 얻는 수익을 배가하는 데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습
니다. 브라질의 한 통신회사 CEO는“현재 우리 회사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가 5년
후에는 두 번째로 큰 수익원에 머물 것”
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범주가 급증하
고 끊임없이 개별화되고 있는 고객 집단으로 이루어진 수 많은 개별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의 범주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CEO가 회사의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모델, 과거의 업무 방식 및 오랫동안 당연시된 가
정들을 재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CEO는 고객의 현재 관심사를 파악하고 가치 창출 방식
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CEO들은 한 가지 형태나 다른 형태로 계속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CEO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이 훨씬 더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며 점점 더 복잡해
지고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공산품 제조 회사 CEO는 자신
이 작년의 경제 환경을“경종의 울림”
으로 설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감했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마치 터널의 끝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고 덧붙였
습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 달성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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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는 상당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음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대규모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성격도 과거와는 크게 다릅니다.

오늘날, 각 조직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혹독한 세계적 불경기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날 준
비를 하면서, 많은 리더들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
다. 그럼에도, CEO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고객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및 새
롭고 유연한 비즈니스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세계적 변화
CEO들은 현재의 글로벌화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력의 중심축
이 급격한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 예측하고, 앞으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런 변화의 기조로 인해 견
고하고 이에 따라 세계가 점점 더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며 복잡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견고해 집니다.

“이번 경기 침체는 단순한 비즈니스
주기의 변동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업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 구조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Fumiyuki Akikusa, Mitsubishi UFJ Morgan
Stanley Securities Co., Ltd.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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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의 강도와 파급 효과에 대한 시각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
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요 이해 관계자가 된 북미 지역의 CEO
들은 다른 어느 지역의 CEO보다“큰 정부”
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사 대상 CEO
중 87%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더욱 확대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본에서는 CEO 중 74%가 경제력의 중심축이 성숙기의 시장에서 고도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이동하여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국가의 CEO
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가 덜한 편으로, CEO 중 43%만이 그와같이 예상하였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기 중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중국의 CEO들은 다른 지역의 CEO보다 가변성에 대해 덜 우려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사고를 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을 육성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역별로 드러나고 있는 서로 다른 뚜렷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와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직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 정치,
공공 부문 및 비즈니스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민들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진화가 아닌
혁명을 이끌 것입니다.”
Peter Gilroy, 켄트 카운티 지방의회 CEO

계속 커지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
2004년 부터 2년마다 수행해온 CEO 연구에서 전 세계의 CEO들에게 앞으로 각자의 조직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적 요인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시장 요인이 항상 최대의 요인
으로 꼽히는 가운데, 기술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져 지금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
로 꼽힙니다.
기술은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세상을 만들고, 공급망이나 도시와 같이 인위적 체계와 기상
패턴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자연적 체계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체계를 폭넓게 수렴
하면서 복잡성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 달성

그림 3

최대 외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서 기술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점점 더 시스템 수준 및 시스템들을 아우룰 수 있는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식을 요하는 오류와 장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
는 최근의 경제 위기가 거의 모든 시장에 영향을 주었듯이 전 세계의 기업 환경 전반에 전례
가 없는 빠른 속도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산업이나 분야, 프로세스, 심지어는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세상을 바라보
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분석과 같은 첨단 기
술의 등장으로 과거에서 감춰져 있던 상관관계와 패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수많은 비
즈니스상의 결정을 내릴 때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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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의 심화
한 가지 놀랄 만한 중대한 점은 복잡성이 리더들의 사고 방식에 미친 속도입니다. 10명의
CEO 중 6명꼴로 새로운 경제 환경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을 내다볼
때, 10명의 리더 중 8명이 복잡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것을 배워야 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림 4

예상되는 복잡성 수준
CEO들은 복잡성이 계속 높아만 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학생들의 관점
경제, 사회 및 물리적 시스템들이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나아가
직면하게 될 복잡성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이들 리더의 학습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측면은 복잡성 중에서 가치 창출에 방해가

있습니다. CEO(60%)보다 더 많은 비율의

되거나 불필요한 요소(예: 지나치게 복잡한 내부 프로세스 또는 경직된 고객과의 상호 작용

학생들(70%)이 복잡성이 조직에 미치는 큰

방식)를 가려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성, 혁신 또는 성장의 촉진에 활용할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MBA 과정에 있는

수 있는 측면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벨기에의 한 소비재 회사 CEO는 자신의 회사에서

학생들의 경우, 78%가 복잡성이 미치는 큰
영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잡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우리 회사
는 복잡성을 다룰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지만, 그 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끝없이 무제한적인
사회적 연결, 과학기술 및 문화적 통합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는

불안과의 싸움:“복잡성 격차”

더욱 개방되고 긴밀히 상호 연결된 포부로
이어집니다.”

2년 전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리더들은 그들이 직면한 주요 해결 과제를“변화”
라고 규정했

학생, 미국

습니다. 그들은 우리가“변화 격차”
(예상하는 변화와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차이)
라고 부른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CEO들은 변화를 다루는 데 더 자신감을 느끼지만,
완전히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 달성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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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격차
10명의 CEO 중 8명이 앞으로 복잡성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런 복잡성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는 절반 미만입니다.

인터뷰 결과, CEO들은 지난 8년간의 CEO 연구를 통해 평가한 어떤 요인보다도 큰 도전이
되는“복잡성 격차”
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의 CEO 중 8명은 자신이 처
한 환경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런 복잡성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CEO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복잡성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었을 때, 독일의 한
보험회사 CEO와 같이 어떤 이들은“다른 회사에 비해 우리 회사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
다. 하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으
로 답했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내길 바라면서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미국의 한 에너지 및 공공설비 회사 CEO와 같이, 다른
CEO들은 이런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어떤 조직들은 과거에 견실한 비즈니스 실적을 달성했고, 최근의 경기 침체기에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이런 조직들은 전 세계 어느 지역과 어느 산업에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조직의 경우 복잡성에 대해 훨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정말 복잡성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성은
동기부여와 의욕의 원동력일
뿐입니다.”
Jacques Pellas, Dassault Aviation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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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 위기 중의 단기적 성과와 경제 위기 이전의 장기적 성과 모두에 대해 탁월한 성

“우리는 상당한 신규 투자가 필요한

과를 내는 조직과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장기 성과에는 2003

10~20년 주기의 새로운 시대로

년에서 2008년까지 중 4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율을 포함시켰습니다. 단기 성과에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기회와
불확실성이 놓여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 : 복잡성 문제에 대한 탁월한 대처

Tom King, National Grid U.S. 사장

업계 내의 타사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훨씬 놀
라운 사실은, 경제 위기 중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의 수익 성장률이 나머지 조사 대상 조
직보다 6배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에 속한 조직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일
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 6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예상되는 복잡성을 관리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음
복잡성 격차: 예상되는 복잡성과 CEO가 복잡성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사이의 차이

복잡한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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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앞으로 복잡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복잡성 격차가 6%
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CEO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복잡성을 오히려 성
공과 번영의 발판으로 삼는 역량에 대한 조직의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신속한 의사결정, 결정 사항을 시장에 적용하는 것,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것들
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이 어떤 점에서 독특하고 다른 조직과 다른지에 대한 광범위한 분
석을 바탕으로, 복잡성을 활용하고 있는 CEO들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창조적 리더십 구현 - 창조적 리더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 오늘날과 같이 높고 다양한 요구 수준을 가진 직원, 파트너 및 직원과 더욱 효과적으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의 장을 만드는 일이라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라도

우리는‘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고찰합니다.

기다렸다가 정상으로 복귀하자’
고

고객 관계 재설정 - 인터넷, 새로운 채널, 글로벌화되고 있는 고객 등의 기업 환경을 고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곤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

●

하여, 기업들은 고객과 일반 시민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과 적절히 상호 작용을 하며 더

카멜레온과 같은‘변신의 귀재’
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운영의 능숙함 구축 - 점점 증가하는 복잡성이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본

Michele McKenzie, 캐나다 관광청장 겸

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첫 반응을 잘 조절하고 올바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성공

CEO

적인 CEO들은 조직이 변화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고 복잡성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합니다.

제 1장

창조적
리더십
구현
CEO들은 이제 창조성이 다른 리더십 덕목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창조적 리더는 모호한 상황에서의 대처와 새로운
실험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창조적 리더는 신세대 젊은이들과
자연스레 소통하고 그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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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으로 복잡성을 극복
복잡성의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CEO들이 예상하는 난이도를 통해 어떤 변곡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리더의 자질을 순위로 매겨달라는
질문에서 CEO들은 다른 선택 항목 중에서도 유독 창조성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림 7

리더의 중요한 자질
CEO들은 창의성을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리더의 자질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관점
CEO들과 마찬가지로, 10명의 학생 중 6명꼴로
창조성을 세 가지 중요한 리더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한 사고와 지속 가능
성에 집중이라는 항목을 CEO보다 각각 43%와
36% 더 많이 리더의 중요한 자질로 꼽았습니다.
“글로벌한 사고는 리더의 필수 자질이지만,
이 자질은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자세 및
정직성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리더가 이끄는 기업의 수명이 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학생, 일본

CEO들이 오랫동안 믿어 의심치 않던 고정관념을 떨쳐내려면 창조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CEO가 택하는
접근 방식은 전통적이 아니라 독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접근 방식과는 뚜렷이 구분
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하고, 때로는 단지 기존 모델이나 방법보다 좀 더 낫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개념과 실행에 있어 급진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또는 인도의 한 통신회사
CEO가 말했듯이,“모든 일에 창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창조적 리더십 구현

창조성은 현존하는 것에 뭔가 새롭거나 다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곤 하지
만, CEO들은 이 개념을 더욱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 서비스 회사 CEO는
창조성이“파괴적 혁신과 지속적인 재창조”
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담하고 획기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리더는 현재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도 언제든 필요하
다면 현재의 상태를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CEO들은 말했습니다. 리더는 끊임
없는 실험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이에 익숙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성을 리더로서 최고의 자질로 꼽은 CEO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그들이 창조적 리
더십과 연관시키는 영역을 강조하여 표시한“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각 단어의 글꼴 크기는 CEO들이 그 단어를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에 따
라 다릅니다. CEO들은 정직성과 창조성 간의 관계, 글로벌한 사고의 필요성 및 고객을 향한
강한 집중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림 8

1,500여 명의 CEO와 나눈 대화
창의성을 리더의 중요한 자질로 꼽은 CEO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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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개선과 혁신
탁월한 성과를 내는 CEO들은 스스로 창안해낸 것이나 입증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
는 데 대한 두려움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74%는 전략에 대해 반복적
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이는 다른 CEO들의 64%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탁월
한 성과를 내는 CEO들은 공식적인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스스로의
전략을 끊임없이 다듬고 새로운 착상을 계속 떠올리는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림 9

전략 프로세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더 열심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개발을 추구합니다.

CEO들이 창조성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제품, 프로
세스 및 고객의 경험을 혁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연구에서도, CEO들
은“전 세계 CEO들은 성장에 다시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을 목표 달성을 위한 길로 보고 있
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6 하지만, 지금은 창조성 자체가 하나의 리더십 스타일로 격상되었습
니다. 전통적인 조직 관리 접근 방식에는 신선한 아이디어, 즉 현재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창조적 리더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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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은 신속성이 새롭게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시간 범위나 전략
적인 계획 주기를 바탕으로 생각하거나 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습
니다. 새로운 위협과 기회 모두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결과를 예측하고 어느

“경영 환경이 급속히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도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실천으로 옮긴 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요

불확실한 시대에는 효과적이고

구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실천

Shuzo Sumi, Tokio Marine Holdings, Inc.
사장 겸 CEO

오류가 허용되는 여지가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CEO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철저히 검토한 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CEO들과 나눈 대화에서, 그들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운 아이디어에 신속히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는 과거의 불확실성을 헤치고 나갈 길을 찾아 이런 딜레마를
극복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연구를 거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의사결정
을 내리는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54% 더 높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숙고도 하지 않고 판
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호주의 한 정부 기관
CEO는“세상이 점점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10

의사결정 스타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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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CEO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압도되면서도 정작 예리한 통찰력을 얻기에는 부족함
을 느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
로 다루고 분석 기법에 정통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리더들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망설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지혜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오랜 관성에 따른 관행을 타파하고
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리더입니다.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때에 망설이는
리더들은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기에 확신을 가진 경쟁사들이 더 많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새롭게 출발
창조적 리더십을 더욱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리더의 자질 중 하나로 창조성
을 선택한 CEO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은 혁신을 할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고 10~20% 정도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 혁
신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때때로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공산품 제조 회사의 CEO는“비즈니스 모
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EO는 핵심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험, 조정 및 다시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파트너십, 수익 모델 및 다수의 핵심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조직에 영향을 주면서 빠르게 변
화하는 여러 가지 힘에 비춰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변적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
으로 경영하기 위해, 창조적 리더들은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강력히 권장하고
실험에 매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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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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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리더는 현재 상태 개선을 위한 실험에 열중
창의적인 리더는 매우 중대한 역량으로서 혁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예상합니다.

고려 대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 7
기업 모델
사내에서 해결할 일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일을
재고하여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문화 및 재구성
산업 모델
기존 산업 재정의, 신규 산업분야로 이동 또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창출
수익 모델
새로운 가치 제안과 새로운 가격책정 모델을
통해 수익 창출 방식 변화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제품 설계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기호와 선호도에
따라 제안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즈니스 설계의 이런 새로운
유동성을 주도하는 것은 연간 계획상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 경쟁력 강화 활동과 고객 기
대 수준 모두에서 일어나는 깊이 있는 변화입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자주 실험하다 보면 새로운 종류의 관계와 파트너십을 아우
르는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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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조직 구축
“경영 활동을 펼치는 사회에서
동떨어지지 말고 그 일원이 되어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겸손이

변화에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조직이 창조성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요구됩니다. 업계의 거물들이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리더십 팀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히

업계를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는“우리는 창조적

지났습니다. 관리자는 임명되는

인 인재를 찾아내고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지만 리더는 선출됩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의 문제가

CEO들은 제품 설계와 같은 핵심 내부 부서에“창조적 유형”
의 인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일부가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창조성을 퍼뜨릴 필요성을 간파했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

되어야 합니다.”

은 각각의 직원이 내놓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Ian Tyler, Balfour Beatty Plc CEO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즉, 직원들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
으로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담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
설을 제기하고“우리가 항상 일을 처리해왔던 방식”
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분위
기를 마련합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 CEO는 회사에서 항상 복잡성을 잘 관리했던 것은 아
니라고 인정하면서,“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의 실현을 위해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
령하고 통제하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멀리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58%의 CEO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선호하는 데 비해, 명령하고 통제하는 경향을 보
이는 CEO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전자회사 CEO는“이 세상이 군대처럼 상명
하복의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협력적 자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력한 팀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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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 변화를 규정하는 방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는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과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이끄는 것 외에도, CEO와 경영진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통하고 있습
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킹 채널로 다양한 소

“비행기 승무원들을 내부 커뮤니티로

통 방식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고객 및 직원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끌어들일 수 있는 가상 통신 환경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에 있어 균형이 잘 잡혀있는 것으로 나

입사하면서 통신 방법에 대한

필요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계속
타났습니다. 그들은 특히 어떤 일의 목적과 그것이 회사에 가져다 줄 가치를 분명히 전달하

그들의 기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 위해“상위 직급자로부터의”지속적이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양한 성격의 직원들이 화합하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해 파

여러 세대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급 효과가 큰 바이러스 전파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David Cush, Virgin America Airlines

CEO들은 과거의 틀을 깨고 창조성을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로 꼽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
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리더들은 대부분 탁월한 경영 능력, 전략적 비전 또는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과 같은 자질을 통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CEO들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해 큰 변화의 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창
조성에 몰두하는 오늘날의 CEO들은 지금껏 당연시되던 대부분의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성공 요인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계속 떠올릴 필요성을 이해합
니다.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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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오늘날의 CEO들은 창조성이 필수적 자산이며 기업 전체에 창조성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을 잘 압니다. CEO와 경영진을 포함한 창조적 리더들은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에 충분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세대와 융화하고 협력하기
위해 점점 다양하고 폭넓은 혁신적 통신 도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호성의 포용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헤치고 목표에 도달. 단위 부서의 경계를 벗어나 조직 전체의 창조적
요소를 이끌어내어 주류에 편입시키고 통합합니다. 기존 관행의 벽을 초월하여 틀에 얽매이
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모든 소통의 장벽을 제거하여 해결책을 알지 못했던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개선합니다.

획기적인 사고로 예증. 비즈니스의 모든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장려합니다. 고리타분한
규칙을 깨뜨려 타 조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과감한 혁신으로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다른 이
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질문합니다. 부지런히 기술과 고객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
합니다. 미래에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을 예견하여 대응 계획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합
니다.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실천. 모든 상황이 분명해지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자연스러
운 충동과 싸우며 다른 이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성을 이점으로 돌려놓을 창조적 방안을 찾습니다. 깊이 느껴지는 가치와 잘 정
립된 비전을 바탕으로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신과 신념을 심어줍니다.

레거시 비즈니스 모델을 붕괴시키는 위험 감수
급진적 혁신의 시범 운용.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틀을 깨도록 확장된 경영 조직에 자극을 주
고 독려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녹지대”
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거로부터 내려온 유산
이라는 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해 보이는
업계의 관행에 의문을 가져 보십시오. 해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 때“왜?”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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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모델 조정. 사용 목적에 알맞게 끝까지 철저히 다듬습니다. 회사, 업계 및 수익
모델을 끊임없이 재평가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습니다. 항상 미래를 전망하며 필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에 대비합니다. 절대로“이만하면 충분하다”
는 자족감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른 산업의 성공 사례 활용.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산업에서 이
루어진 창조적 업적에서 교훈을 얻고 영감을 받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다른 산업의 성공
사례를 정기적으로 토론합니다. 다른 부문을 변화시키고 있는 고객 및 기술 동향에 항상 촉
각을 세우고 그런 변화를 어떻게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숙고합니다.

“이미 검증된”경영 스타일 뛰어넘기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강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비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함으로써 조직을 리드합니다. 조직 전체적으로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차원에서 일부 통제권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지 말고 팀 전체와 함께
토론을 통해 논리를 세웁니다.

다른 리더를 코칭.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격려합니다. 공식, 비공식
교육을 통해 조직의 사명에 창조성을 추구하는 정신을 서서히 스며들게 합니다. 모든 팀에서
창조성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혁신을 위해 안주하고 있던 곳에서 박차고 일어서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적절하게 보상합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의 활용. 덜 공식적이지만 더 혁신적인 채널을 이용해 조직
전체에 경영진의 메시지를 전보다 더 많이 전달합니다. 고객과 직원 입장 모두에서 블로그,
인터넷 접속, 인스턴트 메시지 및 소셜 네트워킹이 기존의 하향식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믿음
을 주고 종종 더 빠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보다 쉽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CEO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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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Axiata Group
미래를 쓰는 기업
Axiata Group은 10개 국가에 사업장이 있고 직원 수 25,000명에 가입자 수가 1억 2,00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의 통신회사 중 하나입니다. Axiata의 비전은 서비스 지역 전체를
통틀어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통신 요금, 혁신적인 기술 및 우수한 인력 등의 강점을 살리고
이들을 하나로 뭉쳐 단일한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한다는 목표를 달성
함으로써 2015년 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한 동종 업계 1위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8
과거 2년간 Axiata는 그 목표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Jamaludin Ibrahim이
2008년 3월에 전 회사에서 물러난 후 Axiata의 CEO로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진전이 시작
되었습니다. Ibrahim은 Maxis Communications의 전 회장을 지냈고 그의 주도하에 회사의
매출액이 20배 이상 증가하여 2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2009년
말레이시아에서“올해의 CEO”
라는 영예를 받았습니다.9
Ibrahim이 Axiata에서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그룹을 구성하고 있던 영업사들이 다같이 하나
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팀을 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Ibrahim은 주요 이해 관계
자들을 도쿄에서 열린 리더십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집
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참가자에게 저마다 주어진 업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들이 그룹의 성장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설명하는 가상의 보도 자료를 가상의 미래
날짜에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접근 방식
을 통해 참가자들은 현상을 재고하면서 절대 혼자서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일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닦았습니다.
공동의 비전을 정하고 창조성을 촉진하는 Ibrahim의 협업 접근 방식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
다. Axiata는 최근에 주요 재무 실적을 발표했는데, 2008년에 4억 9,800만 RM(말레이시아
링깃)에 불과했던 순이익이 3배나 늘어 17억 RM(약 4억 9,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10

창조적 리더십 구현

창조적으로 리드하고 계십니까?
리더십 팀의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고 자유로운 관점을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고 보상하며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개척 상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모든 요소를 어떤 접근 방식으로 검토하고 실험하시겠습니까?
신세대 인재를 올바로 리드하고 획기적인 사고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기술 및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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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계
재설정
고객이 이처럼 많은 정보나 많은 선택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CEO들은 고객과의“긴밀한 연결”
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더 정확히 예측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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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계의 재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대신 요구 사항을 예견하여 제품을

고객은 계속 어디든 연결되어 있는데, 귀사와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역동적이

제공해야 합니다.”

고 더욱 복잡해진 환경에서,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채널이 고객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면서

Michael D’
Ascenzo, 호주 국세청장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은 고객들이 기업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11
이는 단순히 고객의 관심 대상이 흩어져 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상호 작용 방식도 바뀌
었습니다. 예를 들어, 점점 더 많은 판매 활동이 경매 및 제휴 사이트, 위치 기반 사이트 및
다양하고 새로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최상의 수준으로 설계된 유통 웹 사이트조차
도 쇼핑 경험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경험을 접하게 되는 고객들은 브랜드 충
성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구매 습관마저도 바뀌고 있습니다. 친구, 블로
거 및 옹호 집단들이“문자”
와“트위터”
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의견에 따라 기업의 명
성과 평판이 높아질 수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CEO들은 고객의 관심과 충성
도를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경쟁사에 힘들게 쌓은 기반을 내줘야
할 위험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고객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감
고객과의 친밀도는 CEO의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모든 CEO 중
88%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CEO 중 놀랍게도 95%나 되는 응답자가 향후 5년 내 전
략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꼽았습니다.
이들 CEO는 고객과 긴밀하게 연결된(또는 다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질 방법을 계속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고객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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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의 중요한 집중 영역
다른 모든 우선 순위 중에서도, CEO들은 고객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전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체코의 한 통신회사 CEO는 이것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시장의 주요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고객과의 친밀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더욱
복잡해진 환경에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면 새로운 접
근 방식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제공하려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연구팀은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CEO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위한 개인적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관리하기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결정은 주로 고객의 요구에 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시급합니다.”

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헝가리의 한 은행 CEO가“CEO 수준에서도 마찬

Shukuo Ishikawa, NAMCO BANDAI

가지”
라는 말로 확인해주었습니다.

Holdings, Inc. 사장, CEO 겸 대표이사

40

Capitalizing on Complexity

폭증하는 데이터를 통찰력으로 전환
고객 중심의 리더를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고객에게 가
까이 다가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CEO들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CEO들은 정보의 폭증이 향후 5년간 매우 광범위하게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의 CEO보다 29% 더 높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통찰력과 인텔리전스에 초점을 맞추는 비율이 18% 더 높았습니다.

그림 14

정보 폭증의 활용
고객 중심의 CEO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깊은 통찰력과 방대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놀랄 정도로 많은 수의 CEO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통찰력은 부족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으로 바꾸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토
로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전자회사 CEO는“우리 회사는 데이터는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
만 정보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객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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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만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CEO들은 자신의 맹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결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얻은 정
보가 조직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다는 말을 너무도 자주 합니다. 또는 가장 손쉽게

“기술은 이미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들은

모은 정보를 통해서만 통찰력을 얻는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다양한 고객 채널로부터 수많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4개 대륙

종류의 정보를 모아 자주 적절히 조합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조직이 성공을 위한 가장 유리

전체의 시장을 살펴보며 가격을

한 고지를 점합니다.12 캐나다의 한 교육기관 CEO는 데이터 품질 저하라는 문제를 거론했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니다.“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잘못된 정보의 폭증’
이 진짜 문제입니다.”

Michael Ward, Harrods CEO

오늘날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예: 웹 사이트나 블로그에 있는 의견)를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 데이터만큼이나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이런 정보 중 다수
는 예컨대 인터넷이나 파트너의 고객 센터와 같이 조직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에 있으므
로 고객, 파트너 및 기타 관계자와 의미 있고 향상된 방법으로 협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 구축을 통한 통찰력 획득
향후 5년간 회사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는 질문에서, CEO 중 82%는 고
객(정부의 경우에는 시민)이 자신의 요구를 더 정확히 제대로 이해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
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는 고객들이 새롭고 색다른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라
답했고, 근소한 차이로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협업 수준을 높이는 것은 오랫동안 CEO들로부터 높은 우선
순위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IBM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CEO Study에서는 CEO들이 고객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혁신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했
습니다.13 그러나 불과 2년이 흐른 지금은 소셜 네트워킹의 발달로 고객과 시민들이 기업과
조직에게서 기대하는 상호 작용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단순한 협업만
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주요 슬로건은“공동 개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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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례가 없는 수준의 고객 협업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한
IBM 연구에서는 전 세계 조사 대상 고객 중 78%라는 압도적 비율의 고객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소매 유통업체와 기꺼이 협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14
그림 15

CEO는 고객의 기대 사항을 예측함
CEO는 무엇보다도 고객은 기업이 지신의 요구를 잘 이해해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지지자들(제품, 서비스 및 시장의)
에게 전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공공 설비와
유사점이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특정 고객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Glenn Britt, Time Warner Cable 회장,
사장 겸 CEO

오늘날, 고객과의 긴밀한 연결이 주는 진정한 보상은 조직이 고객, 고객과 같은 타인 그리고
조직 스스로를 위해 상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믿는 고객들로부터 얻
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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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성 질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환자 중심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가
입하여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관련 증상에 관한 정보를 의료 연구자와 공유할 가능
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관점
학생들은 CEO와 같은 수준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이 바뀔 것으로

연구팀이 2년 전에 CEO들과 고객 충성도에 관해 논의한 이후로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가
소셜 네트워킹의 막대한 성장이었습니다. 트위터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무려
1,928%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고, 현재 개별 방문자 수는 매달 2,100만 명 이상입니
다.15 페이스북은 2009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단 1년 동안 사용자 수가 1억 5,000만에

예상하지만, CEO보다 24% 더 많은 비율로
새로운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구사항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구매 행동’수준에서의

서 3억 5,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16 만약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이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페이스북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7

될 것입니다. 수많은 소비자와 네티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는 이 두 사이트와 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통신회사 CEO에 따르면,“소셜 네트워크는 협업과 정보 공유의 중심에 있으며,
이것이 차별화를 주도할 것”
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한 공공설비 회사 CEO는“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꼭 배워야 하는 전혀 새로운 세대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트위터 활동’
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가격-가치 방정식에 대한 질문
공급업체와 경쟁사들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고 통신의 전파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더넓은
지역에서 새로운 추세 변화와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선호도도 빠
르게 변화하고 있어 변화를 따라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CEO들은 지역과 부문
별로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에 보조를 맞추려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정
보의 소통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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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품질 모두에 관해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 사항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
도 많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 민감도가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
로운 소비자 집단이 신흥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에 대한 그
들의 속성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해당 지역 외부에 있는 조직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팀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의 CEO들은 즉시 이 정보를 획득하
는 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CEO들에 비해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가격-가치 방정식에 초점을 맞추는 비율이 38% 더 높았습니다.
그림 16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은 가격 대비 가치에 더욱 집중함
조직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고객의 성향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의 설계
어느 조직이든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올바로 이해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모든 상호 작용에 있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점점 더 많은 조직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경험에 맞춰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 고객 경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통신회사 CEO는
“우리는 탁월한 고객 경험을 무기로 시장을 선도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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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조직
에서는“고객을 따라갈”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새롭고 색다른 채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비율이 13% 더 높다는 사실

개인화를 원합니다. 결국 개별 고객

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그들의 창조성을 활

시장이 중요합니다.”

용하고 공동의 혁신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길

Tony Tyler, Cathay Pacific Airways CEO

도 열릴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CEO들은 저마다 고객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미
국의 한 생명과학 회사 CEO가 말했듯이,“우리의 산업 모델은 고객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
향으로 바뀔 것”
입니다.

그림 17

“우리 고객들은 서비스와 제품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비중이 큼
고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을 찾는 것이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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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고객과의 친밀도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방대
한 고객 정보로부터 기존에 없었던 통찰력을 얻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 조직은 기존 고객
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고객을 존중할 것
전례가 없는 수준의 높은 집중력 발휘. CEO부터 시작하여 조직의 전 직원이 고객에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고객 가치를 귀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드십시오. 모든 직원이 고
객 만족도나 고객 가치 기준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매년 이를 평가하십시오.

고객 노출 증가. 고객이 조직 내부의 적임자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직
원이 고객과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
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그 업무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측정.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이 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넘어서서 귀사에
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에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고객의 사업 목표를 이해하고 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십시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
고객이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고객에게 물어볼 새로운 질문 사항,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평가하고 습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고객 관계를 강화합
니다. 고객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고객 관계 재설정

고객의 요구 파악. 새로운 요구를 정의하는 과정에 고객을 직접 참여시켜 고객 충성도를 이
끌어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 사항에 맞춰 끊임없이 제안 사항을 조정합니다.
고객이 과거에 원했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원하게 될 것을 제공하십시오.

고객과 새로운 방법으로 공동의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의견 조율. 다른 채널을 통한 협력으로
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십시오. 직접 대면과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대화를 포함하여 늘
대화를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판매 전후로 고객의 참여를 유도
합니다.
투명한 프로세스 제공. 고객에게 어떤 프로세스가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회사의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및 조직
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정보 폭증으로부터 수익 창출
무제한적인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발견. 정보를 더 나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 숨겨진
기회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구조화되지 않고 수치화되지 않은데다 종종 수명도
짧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던
데서 데이터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십시요. 이는 내부 및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의미한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데이터를 비즈니스 실적을 창출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통찰력으로 변환. 조직 내부의
적임자가 제때 올바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십시오. 상황에 맞는 분석 정보와 통찰
력을 제공하여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CEO와 직원들이 단순히“인식하고 대응”
하는 수준이 아니라“예측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자유로운 정보 공유로 신뢰 구축 및 고객 관계 개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교환의 효율성뿐 아니라 효과
성을 개선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을 빠르게 제공하느라 다른 중요한 일이 지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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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CenterPoint Energy와 Oncor
고객이 직접 전력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전통적으로 고객이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 고객들은 에너지 공급에
관한 모든 결정을 공급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텍사스의 전력
공급사인 CenterPoint Energy와 Oncor는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여 현재 전력 사
용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고객에게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스마트 계량기를 보유한 고객이 매일의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할 수 있는 새로
운 웹 사이트 서비스를 출범한 컨소시엄에 속해 있습니다.18 CenterPoint Energy는 2009년
3월에 첨단 계량 시스템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26만 7천 대의 스마
트 계량기를 설치했고 2014년까지 200만 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19 한편, Oncor는
80만 대 이상의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했고 2012년까지 모두 합쳐 300만 대 이상의 자사 시
스템 내 계량기를 교환한다는 목표입니다.20 Oncor의 스마트 계량기를 사용하는 소매 전력
공급자는 온도조절장치와 기타 부하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직접 제어하고 가격 정보를 담은
신호를 보내고 소비자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그비(ZigBee) 지원 장치로 계층적 가격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는 수많은 전기회사에서 현재 구축 중인 스마트 그리드와 고객을 이어주는 연
결 고리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자체가 기술을 이용해 단순히 복잡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완벽한 실례입니다. 그리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정교한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력을 분배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에너지를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
비자들에게 직접 에너지를 판매하는 회사인 소매 전력 공급자들도 소비자가 전기 요금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에너지 분석 도구, 시간때 별 요금제 및 선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21

고객 관계 재설정

고객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까?
신규 수요와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관심과 충성도를 높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고객을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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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능숙함
구축
CEO들은 무수한 방법으로 복잡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속도와 유연성을 위해 경영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련되지만 단순한 제품, 서비스 및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가치 있는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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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준비
“우리가 수년간 기존의 복잡성과
미래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오늘날의 CEO들은 가혹한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끝없는 가변성에 시달리는 그들은

사용해온 핵심 전략은 단순화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CEO들은 기업을 성장 궤

표준화입니다.”

도로 다시 돌려 놓으려면 회복력이나 확실한 디딤돌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잘

Brenda Barnes, Sara Lee 회장 겸 CEO

압니다. 그들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같은 역동적인 활력으로 앞으로 뛰어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기의 시장
에서 스스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고객 집단이 생깁니다.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맞아 즉시 행동
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은 그 기회가 나타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빠르게
기회가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에 급속한 분화라는 문제까지 추가됩니다. 세상은 변화 없이 단조로워 보일지 몰
라도, 워낙 다양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품 및 서비스 범주가 날로 늘고 있고 고객 집
단도 끊임없이 소규모화되고나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과 세분화로 인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리더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잡성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만난 CEO들은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채택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는 비즈니스 전략을 더 자주 반복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유연성과 빠르게 실행이 가능한
운영 모델이 필요합니다.

속도감 있는 운영을 위한 단순화
운영 구조가 복잡하면 지나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운영 구조의 설계상 결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운영 모델이 훌륭하다 해도 해가 갈수
록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에 연결되면서 전체 조직의 비즈니
스 프로세스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엄청난 격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목표는 계속 바뀌기 마련이므로, 이전의 프로세스
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더해주지 못하는데도 버젓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이런 불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면 어떤 연결 고리가 가치를 더해주고 어떤 연결 고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종속성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운영의 능숙함 구축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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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 중 다수가 업무 운영을 단순화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그 외 조직에 속한 CEO들의 경우 복잡성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 단순화를 강조할 CEO의 수는 절반 미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많은 CEO들이 복잡성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모델을 단순
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CEO가 단순화에 집중하는 비
율은 다른 CEO보다 30% 더 높았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은행 CEO는“당 은행에서는 상품
과 프로세스의 단순화로 점점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복잡성 숨기기
조사 대상 CEO들은 고객, 직원 및 파트너와 더욱 유용하고 간편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
록 더욱 사용하기 쉬운 제품과 간단한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단순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
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해 보일 때는
경쟁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일 때는 단순화를 통해

CEO들은 회사의 운영 구조나 제품 라인에 숨겨져 있는 모든 복잡성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운영 모델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Graeme Liebelt, Orica Limited 전무이사 겸

맞추었습니다. 다수의 CEO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추구하기 위한 속도와 유연성이 주 목적

CEO

입니다. 다른 CEO에게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창출하여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제품이라도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 환자 또는 시민과의 모든 상호 작용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
다. 뉴질랜드의 한 정부기관 CEO는 계획 중인 운영 전략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복잡성을 관리하겠지만, 고객 경험의 단순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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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막후에”숨김으로써, 고객뿐 아니라 다루기 힘들고 난해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세계는 비선형적인 공간이므로,

인해 생산성 저하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단순하고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령입니다.

복잡성을 줄이는 능력은 대량의

복잡한 일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 복잡성을 요령 있게 숨기는 능력은 비즈니스 및 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빠른 의사

객 서비스 수행 방법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훌륭한 경쟁력이 됩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복잡성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

경쟁사보다 얼마나 복잡성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결정될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려고 할 때도 반드시 복잡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호 연결이 늘

것입니다.”

어나는 형태에서는 복잡성이 사라지지도 않고, 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온갖 사람과 사물이

Julian Segal, Caltex Australia Limited

모여 상호 작용을 하는 공간인 인터넷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새

전무이사 겸 CEO

로운 첨단 기술과 분석 기법을 도입한 결과, 전자 서적, 인터넷 유통 및 디지털 음악과 같은
혁신적 기술과 흔히“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와 같은 지능형 시스템 등 세계의 비
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를 엄청나게 개선시킨 기술로 이어져 이미 산업의 틀을 바꾸어 놓았
습니다.
중국에서는 IBM 기업가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대상 소비자 중 84%가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답했고, 65%는 식품 제조업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2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당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살모넬라균의 발생 출처를
확인하는 데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등지에서는 가축 사육장, 사료 공급업체, 가공 공장, 트럭 운송업자 및 소
매업자들이 육류, 가금류는 물론이고 밀까지도 농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식탁까지 유통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공급망을 통해 유통되는 동안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23 이렇듯 안전, 품질 및 기타 중요한 고려 사항의 기준 충족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 한 조각의 음식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소비자들은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방금
구입한 개별 식품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4 생산자들도 식품 이력 추적
을 위해 수집한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능숙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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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복잡성을 기회로 설명했습니다.“복잡할수록 더 흥미롭
습니다. 나는 결코 과거의 호시절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현재가 최고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더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보상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기존 자산의 활용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Stephen Duckett 박사, Alberta Health

능숙함을 고려한 설계
연구팀은 능숙한 조직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 전략에 대한 반복적 접근
방식 및 빠르게 실행하는 능력의 가치를 인정한 CEO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 요
소입니다. 미국의 한 항공우주 및 방위업체 CEO는 운영의 능숙함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진술했습니다.“모든 것에 능통할 수 있겠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능숙한 그룹이 창조성을 중요한 리더의 자질로 보는 비율은 19% 더 높다는 사실에서
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공통점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능
하면 고정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애씁니다. 운영의 능숙함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CEO
중 3/4이 비용의 가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운영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림 19

고정비를 변동비로 대체
기민한 CEO들은 더욱 신속히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도록 변동비 구조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Services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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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한 그룹에 속하는 CEO들은 서비스 모델 접근 방식, 아웃소싱 및 제휴 관계를 더욱 광
학생들의 관점

범위하게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새롭게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 비즈니스 규모와 범위

학생들은 오늘날의 조직이 복잡하지 않고

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성장률을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커집니다.25 그들

유연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조직에서

은 가급적이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인사 및 재무 업무와 같은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공

운영 전략에 구축해야 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적응 능력을 선택한 비율은
CEO들보다 90%나 높았습니다.

“적응 능력이 있는 조직이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라도 올바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적응 능력

유 서비스 모델을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균형 재조정

이야말로 항상 조직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오늘날, 시장은 늘 변하므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를

능숙한 조직에서는 세계화의 이점을 활용할 시기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할 상황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제품 개발 및 제조와 같은 영역에서 표준화된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줄이고 조직에서 계획한 바를 손쉽게 달성할 수

모듈식 접근 방법을 채택하면 조직이 세계화의 효율성을 누리면서도 특정 지역의 사정에 맞

있을 것입니다.”

춰 필요한 사항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에 대한 늘어난 관심

학생, 프랑스

은 지난 CEO Study의 조사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2008년 연구에서, CEO들은
글로벌 통합과 특정 지역에서의 타당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26
세계화와 지역화의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은 분산화에 관한 논쟁과 유사합니다.
이 논쟁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안이 드뭅니다. 스위스의 한 전자회사 CEO
가 말했듯이,“중앙집중화냐 분산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급망에 있는 각 사업 단위나
요소에 가장 적합한 해법이 무엇일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능숙한 그룹은 세계 시장과 지역 시장 간에 최적의 균형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다른 모든 그
룹보다 23% 더 높았습니다. 능숙한 그룹의 CEO들은 세계 시장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운
영 요소와 지역 시장 수준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운영 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했습니다. CEO들은 최상의 조합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익숙한 일을 하는 데 너무 자주
주춤거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영국의 한 공산품 제조 회사 CEO는 자신의 조직에서는
중앙집중화가 당연시되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늘 어떤 문제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중앙집중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 그건 항상 오답입니다.”

운영의 능숙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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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 목표
“어떤 상황이나 전략적 기회를 활용
영국의 한 생명과학 회사 CEO는 연구팀이 인터뷰한 많은 CEO들과 공통된 우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이

표명했습니다.“나는 우리 회사가 너무 편협한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까 걱정됩니다.”이와는 반대로, 능숙한 조직들은 이런 잠재적 성장 능력을 정확히 짚어내고

Norman Gerber, Versicherung der

활용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향후 5년간 새로운 수익원으로부터 얻어낼 수익을

Schweizer Arzte Genossenschaft CEO

다른 조직의 CEO들보다 20% 더 많이 예상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조직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재편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떤 기회라도 쫓아가거나 앞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지만, 비즈니스 회복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으
로 인해 운영의 능숙함이 성장 궤도로의 재진입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림 20

새로운 사업과 시장에서 창출되는 수익
속도와 기민성이 뛰어난 CEO는 향후 5년 내에 새로운 사업과 시장에서 20%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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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운영의 능숙함을 발휘하는 CEO는 성장 기회를 추구하고 빠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고객과 스스로를 위해 복잡성에서도
기회와 유리한 점을 찾아내는 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단순화할 것
고객과의 상호 작용 단순화. 고객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쉬운 환경을 만드십시오.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관련 정책과 절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십시오.

복잡성을 요령 있게 숨겨 제품과 서비스 단순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기본적인 복잡성이 어쩔 수 없이 발생
하더라도 최종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큰 가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십시오. 고객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하는 기능은 어떤 것인지, 고객이 어떤 선택
을 하지 않았으면 할 때가 언제인지 파악하십시오.

조직과 파트너를 위한 단순화. 조직의 우선 순위와 누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완벽히 분
명하게 전달하십시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간소한 프로세스를 구현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십시오.

체계적인 복잡성 관리
이해 관계자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도록 복잡성 관리. 글로벌한 복잡성이 공급망의 원활
한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더 많은 옵션이 있을 때는 가치가 있는 부
분을 추출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객, 프로세스 및 비
즈니스 패턴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기업 전체적으로 더 나은 실시간 의사결정과 결정
사항의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객의 입장에서 더 많은 복잡성을 관리하여
가치를 추가할 방안을 숙고해야 합니다.

운영의 능숙함 구축

분석 기술의 이점 활용. 비효율적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 및 정량화하고 이를 줄입니다.
지원 부서에서 분석한 결과의 사용을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조직 모든 구성
원들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빠르고 유연한 업무 운영 자세와 사고방식 고취
신속한 행동. 대담해지십시오.“충분히 알고”있을 때는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될”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모든 상황이 막연할 때는 전
략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속도 향상.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적
절한 지위에 있는 직원에게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절차상의 걸림돌이
나 정책에 따른 지연 요소를 제거합니다. 유연한 판단과 실천으로 가치가 창출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과정 수정.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목표에 맞춰 조정하여 성공 패턴을 확인한
다음,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의 일환으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습득한 정보를 바탕
으로 실천 사항을 수정합니다.

“글로컬(glocal)”
을 지향할 것27
세계화(global)와 지역화(global)의 올바른 조합 수립. 가능하면 세계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
역화합니다. 실제로 지역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하십시오. 문화적
차이를 허용하고 한 국가 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 다른 국가 또는 시장에서도 그럴 것
이라 여겨서는 안됩니다. 항상 전 세계 곳곳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인하십시오.

전 세계의 파트너 네트워크 활용. 재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혼자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최상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기회를 쫓으십
시오. 제휴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강화하여 고정비를 변동비로 바꾸고 지역별 전문성과 비용상
의 이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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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Volkswagen Group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기업
Volkswagen Group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로서, 1,050억 유로(약 1,4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28 Volkswagen Group
은 2018년까지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를 목표로 합니다.29 선진국에서는 신차 수요 증가
세가 크지 않으므로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 질문은 회
사가 어떻게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수익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Volkswagen Group의 해법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균형을 이룬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었습니다. Volkswagen Group은 7개 유럽 국가의 9개 브랜드로 구성됩니다. 각 브랜드는
나름의 특징이 있고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Volkswagen Group은 글로벌
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모범 사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전파하고 규모의 경제를 철저히 이
용합니다. 2012년이면 시작되는“모듈식”제조 전략을 통해 브랜드와 사업 지역을 가리지 않
고 생산과 비용을 더욱 최적화하게 될 것입니다.30 이를 통해 Volkswagen Group은 단가와
리드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유연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Volkswagen Group은 지역 고객을 위한 차량을 채택하고 지역별 R&D 팀, 해당 지역
에서의 소싱 및 마케팅을 발판으로 삼아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를 지역화했습니다. 예를 들
어,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 가치의 80~90%를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자재와 공급
업체가 차지합니다. Volkswagen Group은 현재 지역 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딜러
네트워크와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31
이런 "글로컬"한 접근 방식 덕분에, Volkswagen Group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EBIT 성장세를 누렸습니다. 2009년에는 독일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서구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초창기부터 중국에 사업장을 설립한 것이 얼마나 뛰어난 선
견지명이었는지 증명하는 사례입니다.32

운영의 능숙함 구축

운영의 능숙함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빠른 실행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민첩성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고객이나 시민을 위해 더 많은 복잡성을 떠안음으로써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때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통찰력을 얻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에 적절한 교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산 및 비용 유연성을 구현하고 선택한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기 위한
제휴 전략을 결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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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활용하는
방법
앞을 내다보면, 복잡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00여 명의 CEO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전례 없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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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어젠다를 바탕으로 실천
“우리 회사에서 향후 5년간 정복해야
할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잡성이 사상 최고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복잡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점 평가기준에서 100점 정도).”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매일 더욱 글로벌화되어 가며, 상호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바뀌어가고

Edward Lonergan, Diversey, Inc.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 조직 및 정보가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복잡성 때문에 새로운

사장 겸 CEO

전망, 더욱 심층적인 통찰력, 더 많은 혁신이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성의 관리, 은폐 또는 제거에 있어, 창조적 리더는 완전히 다른 가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합니다. 복잡함을 감추어 소비자와 시민의 눈에는 단순해 보이도록
해주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제공 모델 및 채널을 만드는 리더에게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
집니다.
CEO와 조직의 입장에서는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복잡성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저하되거나 직원과
고객이 압도되거나 수익에 위협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또는
그들이 복잡성을 실제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 고객 관계 및 운영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잡성을 활용하는 방법

요컨대, 1,541건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종합해보면 CEO와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급 리더들은 본 최신 Global CEO Study를 참고하여 수많은 복잡성을 헤치고 나아가는
방법과 오히려 복잡성을 활용해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장합니다. 귀사에서 복잡성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CEO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ibm.com/capitalizingoncomplexity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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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이번 조사에 응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통찰력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전 세계 1,541명의
CEO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 전체를 통틀어 주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 발췌를 허락해 주신 CEO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번 Global CEO Study에 참여한 IBM 팀의 공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십 팀 : Saul Berman과 Peter Korsten(연구 총괄), Grace Chopard, Hans-Henrik
J�rgensen, Ryuichi Kanemaki, Sara Longworth, Dave Lubowe, Eric Riddleberger,
Roland Scheffler 및 Michel Vlasselaer
프로젝트 팀 : Ragna Bell(연구 책임자), Denise Arnette, Steve Ballou, Rajeev Jain,
Deborah Kasdan, Christine Kinser, Keith Landis, Kathleen Martin, Joni McDonald,
Susan Ranft, Christian Slike, Raghuram Sudhakar, Gaurav Talwar 및 Vanessa van
de Vliet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 방식의 CEO 인터뷰를 수행하느라 수고하신 전 세계 수백 명의 IBM
리더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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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IBM은 고객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통찰력, 선진 연구 및 기술을 함께 도출하여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뚜렷한 강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설계 및 실행에 대한 IBM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IBM은 17개 업종
에서의 전문 지식과 170개국에 걸친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이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Strategy & Change 소개
IBM Global Business Services는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Strategy & Change 조직에
3,250여 명의 전략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BM Strategy & Change의 전문가들은
고객이 성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사업 전략을 수립, 개선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IBM 기업가치연구소 소개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IBM Global Business Services)에 속한 IBM 기업가치연구소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는 산업별 및 산업 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사실을
근거로 한 전략적 통찰력과 유용한 정보를 고위 경영진에게 제공합니다. 이 Global CEO
Study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인 C-Suite Study Series의 일부입니다.

68

Capitalizing on Complexity

참고사항 및 출처
1

4년간의 영업이익 연평균성장률의 장기 성과 분석 기간은 2003년 하반기/2004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까지였습니다.

2

1년간의 영업이익 성장률의 단기 성과 분석 기간은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까지였습니다.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8년 실제 지역별 GDP, 2009년 10월.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09/02/weodata/index.aspx

4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전체 그룹을 "CEO"로 지칭합니다.

5

Global CEO Study 인터뷰, http://www.wordle.net

6 “Expanding the Innovation Horizon: Global CEO Study 2006.”IBM 기업가치연구소. 2006년 3월.
7

Giesen, Edward, Eric Riddleberger, Richard Christner 및 Ragna Bell.“Seizing the advantage:
When and how to innovate your business model”IBM 기업가치연구소. 2009년 11월.
http://www.ibm.com/services/gbs/businessmodelinnovation

8

회사 프로파일. Axiata 웹 사이트. http://www.axiata.com/about-us/at-a-glance

9

운영팀. Axiata 웹 사이트. http://www.axiata.com/about-us/mgmt/jamaludin

10

Thean Eu, Goh.“A‘spectacular’year for Axiata.”Business Times. 2010년 2월 25일.
http://www.btimes.com.my/Current_News/BTIMES/articles/axiata24-2/Article/index_html

11

Gonzalez-Wertz, Cristene.“The path forward: New models for customer-focused leadership.”
IBM 기업가치연구소. 2009년 10월. http://www-935.ibm.com/services/us/gbs/bus/html/crm-pathforward-whitepaper.html?cntxt=a1005261

12

LaValle, Steve.“Breaking away with business analytics and optimization: New intelligence meets
enterprise operations.”IBM Corporation. 2009년 11월. http://www-935.ibm.com/services/us/gbs/
bus/html/gbs-business-analytics-optimization.html?cntxt=a1008891

13 “The Enterprise of the Future: Global CEO Study.”IBM 기업가치연구소. 2008년 5월.
http://www.ibm.com/enterpriseofthefuture
14

Schaefer, Melissa 및 Laura VanTine.“Meeting the demands of the smarter consumer.”IBM 기업
가치연구소. 2010년 1월. http://www.ibm.com/smarterplanet/us/en/consumer_advocacy/ideas/

참고사항 및 출처

15

Ostrow, Adam.“Twitter’
s 1,928 Percent Growth and Other Notable Social Media Stats.”Mashable:
The Social Media Guide. 2010년 4월 10일에 액세스. http://mashable.com/2009/07/16/twitter-june2009-growth/

16

Ibid.

17

Dyer, Pam.“100 Ways to Measure Social Media.”pamorama: marketing, life, social media. 2010년
4월 5일. http://www.pamorama.net/2010/02/10/the-facebook-juggernaut-exponential-growthworlds-leading-news-reader/

18 “Oncor Delivering Industry-Leading Benefits with Smart Meters." Oncor 보도자료. 2010년 3월 23일.
http://www.oncor.com/news/newsrel/detail.aspx?prid=1245
19 “CenterPoint Energy gives consumers with smart meters more control over their electricity use.”
CenterPoint Energy 보도자료.
http://www.centerpointenergy.com/newsroom/newsreleases/fb38de0007687210VgnVCM1000002
6a10d0aRCRD/
20 “Oncor Delivering Industry-Leading Benefits with Smart Meters.”Oncor 보도자료. 2010년 3월 23일.
http://www.oncor.com/news/newsrel/detail.aspx?prid=1245
21 “CenterPoint Energy gives consumers with smart meters more control over their electricity use.”
CenterPoint Energy 보도자료.
http://www.centerpointenergy.com/newsroom/newsreleases/fb38de0007687210VgnVCM1000002
6a10d0aRCRD/
22 Blissett, Guy 및 J. Chris Harreld.“Full value traceability: A strategic imperative for consumer
product companies to empower and protect their brands.”IBM 기업가치연구소. 2008.
http://www-935.ibm.com/services/us/gbs/bus/pdf/fvt_whitepaper_0069_en.pdf
23 Swedberg, Claire.“Norwegian Food Group Nortura to Track Meat.”RFID Journal. 2008년 7월 22일.
http://www.rfidjournal.com/article/articleview/4208/1/1/;“Can-Trace Completes Second Version of
Canadian Food Traceability Data Standard-Voluntary Standard Enables Organizations to
Implement Traceability System.”Can-Trace 보도자료, 2006년 8월 2일. http://www.can-trace.org/
MEDIAROOM/PressReleases/CanTraceCompletesSecondVersionofCanadianFoo/tabid/123/langua
ge/en-US/Default.aspx
24 “Tracing the origin of food.”TRACE-분자생물학 데이터베이스. 2010년 4월 8일에 액세스.
http://www.trace.eu.org/mbdb/

69

70

Capitalizing on Complexity

25 Berman, Saul J., Richard Christner 및 Ragna Bell.“After the crisis: What now?”
IBM 기업가치연구소. 2010년 3월. http://www-935.ibm.com/services/us/gbs/bus/html/ibv-postcrisis-growth.html?cntxt=a1005266
26 “The Enterprise of the Future: Global CEO Study.”IBM 기업가치연구소. 2008년 5월.
http://www.ibm.com/enterpriseofthefuture
27

본 보고서의 맥락에서“글로컬(glocal)”
은 조직들이 세계화 및 지역화 목표와 여건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비즈니스 운영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비공식적인 용어와
어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en.wikipedia.org/wiki/Glocal의
“Glocalisation”
을 참조하십시오.

28 “Navigator 2010-Facts and Figures.”Volkswagen. 2009년 12월 31일.
http://www.volkswagenag.com/vwag/vwcorp/info_center/en/publications/2010/03/navigator_2010.
-bin.acq/qual-BinaryStorageItem.Single.File/Navigator_2010.web_engl.pdf
29 Tutu, Andrei.“Volkswagen Aims to Unseat Toyota as No. 1 Carmaker.”autoevolution.
2010년 2월 3일. http://www.autoevolution.com/news/volkswagen-aims-to-unseat-toyota-as-no1-carmaker-16275.html
30 Potsch, Hans Dieter.“Volkswagen: strong foundations-primed for the future.”
Deutsche Bank IAA 투자자 및 분석가 총회, 2009년 9월 15일.
http://www.volkswagenag.com/vwag/vwcorp/info_center/de/talks_and_presentations/2009/09/IAA
_Mr_Poetsch.-bin.acq/qual-BinaryStorageItem.Single.File/IAA%20DeuBa%20Pr%C3%A4sentation%
20Website%20.pdf
31

Winterkorn, Martin 박사 및 Hans Dieter Potsch.“Volkswagen-The Integrated Automotive Group
Strategy 2018: Ensuring Profitable Growth and Creating Sustainable Value.”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2010년 2월 3일.
http://www.volkswagenag.com/vwag/vwcorp/info_center/en/talks_and_presentations/2010/02/Inve
stor_Day.-bin.acq/qual-BinaryStorageItem.Single.File/Investor%20Day.pdf

32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nual Report 2009.”Volkswagen. http://annualreport
2009.volkswagenag.com/financialstatements.html

추가 정보

71

추가 정보
본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아래의 IBM 리더 중 한 명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ibm.com/capitalizingoncomplexity를 방문하거나 IBM 기업가치연구소(iibv@us.ibm.co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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