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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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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진 연구 시리즈의 18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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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최근 연구 조사에 참여한 최고 경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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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파괴적 기술이 널리 보급된다면
비즈니스의 기초를 바꾸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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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70여 개국, 21개 산업의 기업 경영자 5,2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전 세계의 최고 경영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트럭 운송회사 슈나이더사

에 활용되었습니다.

수 있습니다.“
Kazuo Hirai, 일본 Sony Corporation CEO

실시했습니다(그림 1 참조). 대부분의 조사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IBM의 비즈니스 전략
전문가, 컨설턴트,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팀이 그들의 답변을 포괄적으로 분석

“경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반용음, 한국 중앙미디어네트워크 CFO

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인지 컴퓨팅 시스템인 IBM Watson™이 자유 서술형 답변의 분석

(Schneider)의 CIO Judy Lemke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경쟁자가 등장

그림 1

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인 ‘우버 신드롬(Uber syndrome)’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

지역별 분포

합니다. 본인이 속한 회사가 업계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

이번 조사에는 전 세계의 5,000명이 넘는 최고

이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경영진이 참여했습니다.

입을까 염려하는 경영진은 Lemke뿐만이 아닐 겁니다.
█ 북미
█ 중남미

네덜란드 한 IT 회사 CEO는 “경쟁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서유럽

라고 속내를 얘기합니다. “인접 분야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심지어 전혀

█ 중동 아프리카

동떨어진 배관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이는 미국의 한 디지털 마케팅

█ 중유럽 및 동유럽

회사 CEO가 던진 질문입니다.

█ 아시아 태평양
█ 일본

저명한 경영 전문가 Clayton Christensen은 새롭게 진입한 기업들이 기존 시장의 기초를
공략한 다음 업계의 판도를 바꿔 놓고 결국 기존의 주자들을 몰아내는 방식을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 하지만 비교적 드물게 일어
났던 이러한 현상이 지금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본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 참여한 모든 최고 경영진의 의견 및 IBM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모델을 구사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혁신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IBM은 기업이 다음 단계의 경쟁을 준비하기 위한 3대 핵심

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점진적

이니셔티브를 도출했습니다.

으로 기존 업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개편하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제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진(CxOs)은
다른 산업 또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쟁사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
까요? IBM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 및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6

새로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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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도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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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고서에서는 각 최고 경영진이 해당 기업에서 인접 산업에서의 공격자, 디지털 신흥 기업,

소비자 가전과 헬스케어가 만난 디지털 운동 측정기 핏빗(Fitbit)처럼 명확한 형태의 융합이

빠르게 다각화 중인 거대 기술 기업들의 공략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

있는가 하면 뜻밖의 결합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농화학 기업인

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고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알아

몬산토(Monsanto)는 “데이터 기반의 영농” 분야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 경쟁 환경에서 중대한 의제가 될 학습, 즉 “인지(Cognitive)” 시스템의 출현에도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수확량 극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와 도구를 개발하는 것
경계 경보┃모호해지고 있는 산업간의 경계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자와

입니다.2 그리고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Lockheed Martin)은 최근 DNA 분석기업

“최대 위협은 지금까지 경쟁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입니다.
Piotr Ruszowski, 폴란드 Mondial
Assistance CMO

인 일루미나(Illumina)와 손잡고 개인용 건강 관리 솔루션의 개발에 나섰습니다.3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 경영진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미리 예측 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

경쟁은 기존 산업의 새로운 대체거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한 제품과 조금 더 나은 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습

갖춘 디지털 도전자들(Digital Invader)로 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개 가치

니다. 따라서 판매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슬의 핵심 부분을 공략하며 기존의 산업 내 질서를 건너뛰고 고객 관계를 장악함으로써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위협에 쉽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다른 공급자의 존재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뒤늦게야 경쟁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이 다른 산업에 그 전문성을 접목시키면서 과거에는 크

도전자 유형에는 디지털 자이언트(Digital Giant)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앵클 바이터

게 연관이 없던 산업들을 융합하고 산업의 분류마저 새롭게 바꿔 놓곤 합니다. 최고 경영진

(Ankle Biter)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libaba, Tencent와 같은 거대 기업이 우리와 같은

은 이러한 변화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IBM은 최고 경영진에게 “차세대”를 준비하는

지방은행이 담당했던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홍콩에 거점을 둔 한 금융

변화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물었고 이들은 향후 3년 ~ 5년간 가장 두드러질 트렌드로 산업

기관의 CIO가 말합니다. 미국의 한 식품 유통업체 CMO도 이에 공감하며 “Google이 광고
사업의 수익성을 지키고자 식료품 사업에 진출하고 Amazon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전

간의 융합을 꼽았습니다(그림 2 참조).

세계에 팔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씁쓸하게 말합니다.

그림 2
무너지는 경계

70%

최고 경영진은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산업간의

60%

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

█ 산업 융합

40%

█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 확산

디지털 자이언트는 단순히 몇 번의 펀치만으로도 굉장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앵클
바이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세력입니다. 앵클 바이터에 속한 기업은 대체적으로 작고
지능적이며 민첩하고 기존 인프라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이의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의 인프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기업들은
앵클 바이터에 속하는 기업에게 시장을 뺏기고 나서야 뒤늦게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30%

█ 사이버 위험 증가
20%

█ 소비자 구매력의 재분배

10%

█ 지속 가능성 현안
█ 대체 재무 및 금융 매커니즘의 대중화
█ 공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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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금융업을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금하거나 대출이 필요할 때, 주식을 거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을

할 때, 또는 외화를 구입할 때 대형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하는 다양한 소규모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넛멕(Nutmeg)에서 저축을, 카배지(Kab-

현재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앞서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Cloud)에서 해외 결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요들리(Yodlee)에서는 계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an Cunningham, 캐나다 Tangerine Bank COO

bage)에서 대출을, 로빈후드(Robinhood)에서 주식 거래를, 커렌시 클라우드(Currency
이 외에도 금리를 비교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이들은
동종 산업에서 뿐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했었습니다.4 지금은 외부 도전자 때문에 터전을 잃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그림 3 참조).
“예전에는 비슷한 규모의 포시즌즈(Four Seasons)를 경쟁자로 여겼지만 지금은 에어비
앤비(Airbnb)와 같이 소규모 파괴적인 기업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아랍
에미리트의 호텔 CMO는 말합니다.

주요 이니셔티브 1
새로운 디지털 도전자들

26%
증가

그림 3
디지털에 의한 지각 변동
최고 경영진은 외부 세력에 시장을 내주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29%

동종 업체간
경쟁 증가
39%

54%

2015
2013

43%

타 업종간
경쟁 증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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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니셔티브 1

주요 이니셔티브 1

새로운 디지털 도전자들

경쟁 방식의 변경

무엇이 이러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최고 경영진은 지금까지 기업을 강타한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고합니다. 최고 경영진들은 하루 아침에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여러 외부 동인 중에서 기술 및 시장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발빠른 경쟁자들을 쉽사리 상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략을 막아

4 참조). CEO들은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면 훨씬 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최고 경영진은 고객과 관계를 맺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처음으로 CEO를 제외한 다른 최고 경영진도 기술을 가장 결정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더 디지털화되고 개인화된 경험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림

Asher Yaqub Khan, 파키스탄 Ufone
최고 상거래 책임자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덴마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의 CIO는
간단하게 “혁명 전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툴로 탈바꿈
시킬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참조). 영국의 한 기간 산업체의 CEO가 말한 대로, “고객의 90%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최고 경영진은 기술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

도 있지만 우리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연구 조사에 참여한 전세계 최고

습니다. IBM은 Watson Analytics를 사용하여 특정 기술이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절반 이상이 효과적인 반격을 위해 외부에서 개발한 추가적인 혁신도 함께 모색

7,600건 이상의 자유 서술 답변을 분석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보다 효율적인 제조 기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더 우수한

19%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은 기술

그림 5

증가

개별적 접근

입니다.” 한 인도 보험사의 CFO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반면에 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업체
CIO의 표현처럼 “기술의 맹공격”에 필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분명 그

직접 대면에

위험 부담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한 벨기에 전자 회사의 COO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의한 교류

8%
20%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섞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81%

2015
68%

2013

가상/디지털
플랫폼 기반
교류 중심

최고 경영진은 2020년까지 고객과의 관계가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개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림 4
두 가지의 주요 동인
기술 및 시장 요인이 경쟁 환경을

변동 없음
72%

71%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55%

22%
51%

증가

48%
‘세그먼트’

21%

단위의 고객
인지 증대

기술 요소

12

시장 요소

규제 요소

거시경제 요소

인적 요소

33%

66%

2015
2013

54%

’개인’
단위의 고객
인지 증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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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및 인접 기업과 더
긴밀하게 공조하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혁신적으로
솔루션 공동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David Mills, 영국 Ricoh Europe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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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한 혁신을 보다 잘 활용하고자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림 6

과감한 행보에 나선 선구자들

참조). “독단적 비즈니스는 미래의 성장을 제한할 것이며,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보다 과감한 행보에 나서는 기업도 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면서 2가지

동의합니다(그림 7 참조). 이들은 기업에서 창출하는 가치의 상당 부분이 기업이 보유한

측면에서 앞서고 있는 소수의 기업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해당 기업들은 혁신의 선구자로서

자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구축한 네트워크에 있는 만큼 기존의 계층적 관리 방식이 더 이상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출 증가 및 수익성 면에서 동종 업계 기업들을

적합하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앵클바이터와 같은 작고 민첩하여 잘 드러나지

능가하고 있습니다. IBM이 선구자(Torchbearers) 그룹으로 분류한 이들은 이번 조사

않는 경쟁자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집단의 5%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기업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

Shogo Ikeuchi, 일본 Recruit Holdings CHRO

있으며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집단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증가

합작

직원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
하면 비즈니스 수행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습니다. 이 후발(Market Followers)그룹에 속한 최고 경영진은 시장이 훨씬 적다고 보고

15%
그림 6

“의사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 중국 소비재 기업의 CIO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분권화된 의사 결정의 필요성에도 적극

내부 주도

24%

혁신 증가
38%

최고 경영진은 외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2015
2013

외부 주도

54%

혁신 증가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결과 선구자 그룹은 다른 업종의 경쟁자가 우리 시장에 신규 진출
하면서 가져온 파괴적 변화의 위험과 함께 인지 컴퓨팅 시스템의 잠재력을 훨씬 더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보다 분권화된 관리 스타일을 적용

47%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그림 8 참조). 요컨대 선구자 그룹은 디지털 도전자의

있습니다.
13%

파트너
네트워크 축소

2015

70%

파트너

공격을 인식하고 대응할 준비가 된 상태이며 때론 경쟁자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네트워크 확대

이들은 인접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관료주의를 없애고 민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전자들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변동 없음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이라면 그들이 쌓은 명성과 브랜드 파워, 전통적인 체계 또는 주주
가치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구자 그룹은 경쟁 환경의 변화를 통찰

그림 7
분권화
최고 경영진은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적
의사 결정 증가

30%

2015

48%

분권적
의사 결정 증가

59%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동 없음
2013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기업은 보다 능동적이어야 하며, 신뢰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검증된 방식에서 너무

69%

52%

13%
더 많음

62%

57%

21%
더 많음

45%

38%
더 많음

그림 8
가속화
선구자 그룹은 파괴적 기업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선구자 그룹
█ 후발 그룹

벗어나는 것을 기피하는 최고 경영진도 많습니다. 신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진 약 2/3의
최고 경영진은 대개 기존의 경험 분야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부문의
기회가 아닌 새로운 인구 통계 집단 또는 지리적 시장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14

타 산업으로부터의 경쟁 심화 예상

신규 시장에 더 집중

분권적 의사결정 증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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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제언
고객 최접점에 핵심 인력을 배치하십시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과거 데이터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위임하십시오. 분권화된 의사 결정 체제
하에서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시장의 변화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 파트너와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이니셔티브 2
360도 전방위적 관점으로 보는 세상

성공을 위한 ‘공유’를 습관화 하십시오
새로운 파트너십 결성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파트너와 핵심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 관계”
를 발전시켜 동반 성장하십시오.5 먼저 무엇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파트너를 원하는가를
정의한 다음, 우수한 혁신 사례와 기술력이 있고 이를 귀사의 자원과 접목시켜 새로운 기회
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작은 규모의 파일럿을 통해 검증 과정 및 향후 동반
성장의 방향을 파악하신 후에 본격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십시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장악하십시오
Alibaba, eBay, Spotify, WhatsApp과 같은 기업들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다른 기업이 고객과 만나는 데 사용하는 가상의 네트워크에서 필수불가결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마련하고 건강한 에코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고수익 실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밀려날 위험도 없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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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것은 과대 선전,
트렌드 또는 쓰나미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니셔티브 2

주요 이니셔티브 2

360도 전방위적 관점으로
보는 세상

앞에서 언급한 핵심 기술 8가지가 단기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의 존재가 모호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PAYGO(pay-asyou-go)’ 모델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초기에 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실상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 Thomas

한 모리셔스 금융 서비스 기관의 CFO는 지적합니다.

Faik Açıkalın, 터키 Yapı Kredi Bankası CEO

(그림 10 참조). 가령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클라우드로 리드 타임을 줄이고 더 효과적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무형화’

으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베트남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의 CIO는 말하고

하여 원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효과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도모할 수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를

있습니다.”라고 한 스위스 여행사의 CIO도 얘기했습니다. 사용량을 기반으로 과금을 하는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Kyra Arcia Marcano, 에콰도르 Banco
Bolivariano CMO

Kuhn이 지적한 대로, 과학적 진보는 대개 불규칙적입니다. 즉 일련의 “고요한 순간”이 이어
지다가 빅뱅과 같은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곤 합니다.6 게다가 지식이 전문화되고 단편화되며

한 남아프리카 은행의 CEO는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고객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크라우드 소싱 및 크라우드 펀딩이 혁신에서 더 큰 역할을 차지하면서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

있다.”고 설명했고 한 카타르 교육 기관의 CIO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액세

졌습니다.

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술로서

그렇다면 최고 경영자들은 어떤 미래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변화”

“세일즈 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에는 기술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역할과 상관없이 최고 경영진

됩니다.”라고 홍콩에 거점을 둔 운송 회사의 COO는 설명했습니다. 사물 인터넷(IoT)도 여러

대부분은 앞으로 3년 ~ 5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솔루션, 사물 인터넷(IoT)이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 미국 기계 제조사의 CMO는 “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자본 비용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을 최적화하며 장애를 예측하여 예방적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최고

개인화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할 인지 기술(프로그래밍되는 게 아니라 자연어를 이해하고

경영진은 제품의 렌트를 통한 유지보수형 서비스(subscription)로 전환시키는 것을 언급했

학습하는 시스템)이 그 너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림 9 참조).

습니다. 이에 대해 한 스페인 사무용품 회사의 COO는 “먼저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화
하고, 그런 다음 제품을 서비스로 대체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9
핵심 기술

61%

모바일 솔루션

최고 경영진은 당분간 3가지 기술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7%

사물 인터넷(IoT)
37%

인지 컴퓨팅
28%

첨단 제조 기술
23%

새로운 에너지원 및 솔루션
바이오엔지니어링
인간-기계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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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3%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

12%
10%

기술

이점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

더 우수한 속도 및 민첩성,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 절감,
IT 자원의 생산적인 활용, 더욱 손쉬운 협업

모바일 솔루션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 고객 경험 개선 기회

사물 인터넷(IoT)

자산의 더 효과적인 활용, 제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scope, 부가 서비스
추가, 개별 맞춤형 오퍼링

인지 컴퓨팅

고객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향상, 자산 활용 개선, 최첨단 분석 및 예측 기술

첨단 제조 기술

더 우수한 효율성, 비용 절감, 대규모 맞춤화 가능성, 더 손쉬운 시험

새로운 에너지원
및 솔루션

더 우수한 효율성, 새로운 비즈니스 소스, 환경적 장점

바이오엔지니어링

더 우수한 농작물, 가공 식품, 약품, 의료 기기를 개발할 기회

인간-기계 하이브리드

의료 및 복합 기계 발전 가능성, 비용 절감

큰 기대
최고 경영진은 기술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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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정보 또는 서비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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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Cognitive) 컴퓨팅이 새로운 발견 및 정보에 근거하여 더욱 현명한 의사 결정을 도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흐름에 대한 이해

것이며 상황에 기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가상 계층’과 함께 제공될

“인지 컴퓨팅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고객 요구 사항의 변화를

한편 신기술 구현의 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 최고 경영자는 소수에 불과했

것입니다.”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마케팅 및 영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

습니다. 또 다른 호주 금융 서비스 기관의 CMO는 이를테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힘입어 디지털

니다.”라고 한 폴란드 석유 회사의 CMO는 말했습니다.

혁신이 더 광범위하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Dr. Ralph Körfgen, 독일 Deutsche Bahn
기업 개발 책임자

뿐 아니라 이들을 공략하는 앵클 바이터(Ankle-Biters)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고 경영진은 각기 다른 기술의 융합이 최고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 컴퓨팅으로 ‘더 방대하고
복잡한’ 시나리오 계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Laston Charriez, 미국 Western Union
제품/마케팅 개발 미주 마케팅 수석 부사장

“클라우드를 통한 모바일 및 데이터 공유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킵니다.” 한 대만

첨단 제조 기술도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 OECD 국가의 수요 증가 덕분에

은행의 CEO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다른 최고 경영자들은 스마트 제품과 첨단 생명 공학을

공급망은 더욱 다차원화되고 있습니다. 한 다국적 SCM 전문 기업의 CEO는 고객의 기호도

접목시켜 헬스 케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으므로 공급망이 더욱 민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D 프린팅은 자재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에는 많은 제품이
제작 방식이 아니라 사용된 자재에
의해 구별될 것입니다.”
Shizuya Yoneda, 일본 Menicon COO

자동화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더 큰 역할을
그러나 최고 경영진은 위험 요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실시한 최고 경영진 연구

하게 될 수록 생산 원가에서 자재비 및 배송비의 비중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임금이 저렴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보안은 이들이 잠시 주목하던 영역에 불과했습니다.7 하지만 지금은 직무에

먼 나라에서 생산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반면, 천연자원이 풍부하거나 시장과 가까운 국가가

상관없이 최고 경영진 대다수가 IT 보안을 가장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림 11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첨단 3D 프린터 덕분에 가정과 더 가까운 곳에서 많은 제품이 생산

참조). “더 많은 사물이 연결될수록 우리 모두 보안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한 호주 금융

되고 그 디자인도 변화될 것입니다.8

서비스 기관의 CMO는 지적했습니다.
한 대형 글로벌 제약회사의 CIO는 인지 컴퓨팅의 잠재력에 주목한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입
니다. 그는 컴퓨터가 결국 “데이터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최상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기적으로 신기술은 처음에 예견되었던 것
보다 훨씬 큰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최고 경영진은 기업 관점 뿐 아니라 고객 관점
그림 11
적색 경보
더 많은 사물이 연결됨에 따라 보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8%

IT 보안 위험
명예 훼손

36%

재정적 위험

35%

규제 위반

35%

데이터 조작
인력 손실
지적 재산 손실
가동 중지 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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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파급 효과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30%
27%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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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기적 또는 장기적
미래의 관점 모두에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Jyrki Mäki-Kala, 핀란드 Neste Oil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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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대

게다가 대부분의 최고 경영진은 외부에 도움을 청할 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를 활용하고

그러나 상당수의 최고 경영자들은 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기는 커녕 임박한 미래를 예상

참조). 대략 절반은 고객 피드백 및 시장 조사를 참조하고 경쟁사 동향도 살피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 무엇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절반만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또한 전혀 다른

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남아프리카 은행의 CMO는 말합니다.

수입원이 되어 줄 뿐 아니라

시각을 만날 수 있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관산업이나 소셜 미디어에 주목하는 최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이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Thought Leader)들입니다(그림 13

경영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뜻밖입니다.

“미래에는 고객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이는 2단계로
구성됩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크라

비즈니스 파트너도 중요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에코시스템 내의 협력관계에 있는 구성원들

우드 소싱, 인지 기술은 두 단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예지 분석, 처방 분석, 그리고

은 함께 힘을 합쳐 경쟁하고 있으나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인식을

시뮬레이션은 “if-then” 탐구에서 더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최고 경영진이 브레인스토밍 및

집대성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미래의 트렌드 및 기술 그리고 이를 십분 활용할 방법을 연구

예지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면 단지 절반만이 시뮬레이션 또는 처방 분석을 이용

한다면 모든 파트너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Zhu Bin, 중국 GuangDong Create
Environment & Technology Co. CEO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또는 인지 컴퓨팅을 활용하는 경영자 수는 더 적
었습니다(그림 12 참조). 대다수는 여전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물론 에코시스템의 실효성은 가장 약한 구성원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즈니스파트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에코시스템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관점을 반영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한다면 내부 지식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림 12
전통적 방식
최고 경영진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80%
브레인스토밍

63%
예측 분석

51%
시뮬레이션

55%

업계 전문가들
51%

고객 피드백

50%

시장 조사 업체 및 분석가

처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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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소싱

13%
인지 컴퓨팅

한정된 자원에 의존합니다.

29%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사이트
일반 미디어

최고 경영진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39%

인접 업종의 회사

23%

제한적 범위

47%

경쟁업체

46%

그림 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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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UN 프로그램인 Global Pulse의 성공 사례를 예로

요컨대 선구자 그룹은 표면뿐 아니라 측면까지 조명하므로 미래의 트렌드를 더 정확하게

“최대 과제는 과거를 다루면서

들어보겠습니다. Global Pulse는 소셜 미디어,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Egocentric)이 아닌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의 (Eco-

미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분석하여 실업, 물가 인상, 질병, 기타 징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를 찾아내고 파트너가

centric) 관점을 받아들여 고객과 상생관계에 있는 파트너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토대로 여러

새는 집을 보수하면서 태양

제공하는 정보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사업자인 Orange가 코트디부와르의

관점에서 환경을 조명합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정밀한 분석 기법을 통해 인사이

전지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사용자 5백만 명의 통화 기록을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했을 때 조사 팀은 통화 위치

트를 찾습니다.

같습니다.”

데이터를 참조하여 통근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프라를 조금 변경하면 코트디

Rob Briggs, 영국 Aviva Insurance CHRO

부와르 최대 도시인 아비장의 평균 통근 시간을 단축하여 어린이들이 더 수월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오염도 줄일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9
60%

여러 출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수많은 변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남아프리카 은행의 CMO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IBM은
Watson Analytics를 사용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문제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답변을 분석하였고, 33가지의 변수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3대 동인으로 기술적 변화, 지정학적 문제, 시장 요인을 꼽았습니다.

42%

49%

그림 14

54%

고객의 중요성

22%

22%

더 많음

선구자 그룹은 경쟁사보다 고객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더 많음

█ 선구자 그룹
█ 후발 그룹

미래를 예의주시하는 선구자 그룹

고객 피드백

경쟁업체

이번 연구에서 선구자 그룹의 상당수는 넓은 시야를 지닐 때의 이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자를 지켜보면서도 고객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림 14 참조).

47%

2/3 이상이 새로운 트렌드 파악에 예지 분석도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선구자 그룹은 미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시장 후발 기업들이
모바일 솔루션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선구자 그룹은 이러
한 기술을 이미 구현했기 때문에 인지 컴퓨팅, 첨단 제조 기술, 새로운 에너지원 및 솔루션

30%

38%

24%
더 많음

28%

24%

25%
더 많음

20%

40%

기꺼이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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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출발
선구자 그룹은 “큰 도박이 될 수 있는”
신기술에 더 주력합니다.

더 많음

█ 선구자 그룹

분야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그림 15 참조). 즉 이미 그들은 다음 세대에서의 거대 수익
원을 찾는 중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지만 투자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에

그림 15

█ 후발 그룹
인지 컴퓨팅

첨단 제조 기술

새로운 에너지원
및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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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조언
인지(Cognitive) 기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파트너로
부터 얻은 실시간 데이터를 예측 및 인지 분석 기술로 탐구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what-if” 시나리오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결과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전문가를 육성하십시오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예측 전문가 팀을 조직하십시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률
추론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통계적 이상치를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우수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으며 팀 단위로 일하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가능
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10 팀원을 신기술 조사 및 시장을 센싱하는 담당자로 임명하는 것을

주요 이니셔티브 3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고려해보십시오.

상생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관찰해 보십시오
상생 관계에 있는 각 기업의 역량을 평가해 보십시오. 귀하는 해당 기업의 모든 담당자와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자산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기술력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까? 상생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을 잘 활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맞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제 기업의 성패는 그 기업이 속한 에코시스템의
종합적인 역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미래를 읽고 대비하는 능력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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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제품에서
토탈 솔루션으로 변화하면서

주요 이니셔티브 2

주요 이니셔티브 3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두 모델 모두 동종 산업 및 타업종과의 협업에 특히 유익합니다. 또한 두 모델 모두 유연성

최고 경영자들은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향후 활동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경영진이

도전자의 대표 기업)는 하나의 앱에 불과하지만 그 시가총액이 모든 렌터카 회사의 시가

기술을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지만 비용 절감의 기회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그림 16

총액을 합한 것 보다 높습니다.”라고 미국 렌터카 회사 CMO는 언급합니다.

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외부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있으나 고객은 정확히 무엇을

가치사슬에서 이익 실현 단계로
(회사에서 고객으로)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Frans van Houten, 네덜란드 Royal Philips
CEO

이는 제품 혁신보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기대할까요? 우리는 아직 모르고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도전자들이 충분히 강해졌다는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12 “우버(디지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우리나 경쟁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업계의 바깥에서

참조). 응답자 대다수는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의 관점에서 자사의 운영 모
델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까지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고 경영진의 4/5는

또한 최고 경영진은 디지털 도전자가 지닌 파급 효과의 기존 시장에서 파괴적 변화가 가장

대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방성” 및 “플랫폼”에

큰 것이라고 여겼던 분야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게다가

기반한 차별화된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그림 17 참조).11

아직 디지털 자이언트(Digital Giant)를 상대한 적이 없고 앵클 바이터의 타겟이 아니더라도

Apple 또는 Amazon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Scott C. Campbell, 미국 American National
Insurance Company 멀티플 라인 총괄
부사장 겸 CMO

그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81%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49%
75%

68%

67%

41%
62%
31%

30%

26%

25%

그림 16

그림 17

기술요인

비즈니스 모델

최고 경영진은 대개 기술을 비용 절감보다는

최고 경영진은 무엇보다도 개방성 및 플랫폼

부가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28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품

강력한

마케팅 및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인

개방형

및 서비스

고객 관계

영업 효율성

보다 경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협업

개발

구축

향상

완성

유통

플랫폼

가치 제공

프리미엄

레이저 &

(Freemium)

블레이드

롱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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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도하려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 관련 작업에
대한 원칙, 선행사례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마치 시장의 귀퉁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ebra Hall, 뉴질랜드 Rose & Thorne 디렉터

주요 이니셔티브 3

주요 이니셔티브 3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위한 공간 확보

적극적인 외부 탐색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 프랑스 영농

많은 최고 경영진이 지나치게 경직된 시각으로 자신의 선택 사항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

조합의 COO는 밝혔듯이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은 큰 변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새로운

니다. 가치사슬의 가장 윗 단계로 이동하려는 경영진이 다수이고, 반대 방향인 고객에 주목

모델을 테스트하는 경우 학습할 만한 다른 기업의 실패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한 폴란드

하는 경영진은 드뭅니다. 그러나 가치사슬의 하위 단계로 이동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금융 서비스 기관의 COO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토마토 페이스트를 생산하는 모닝 스타(Morning Star)는 공급
과정의 문제를 겪게 되자 직접 토마토를 재배하고 수확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맛을

시기상조인 비즈니스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기존의 수익원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는 변종을 생산하면서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3

“개개인의 창의성 및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익창출 효과’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Natascia Radice, 아랍에미리트연합
TEDxDubai CMO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명공학 기업의 CFO는 “최대 과제는 수익성입니다. 그 모델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 침투의 가능성이 충분합니까?”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가치사슬의 하위 단계로의 이동은 앵클 바이터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을 공략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

다른 최고 경영진은 기존의 기업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의 어려움을

(Airbnb)가 있으며 이들은 경비가 넉넉하지 않아 기꺼이 거실 바닥에서도 잘 의향이 있는

토로합니다. “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검증해야 합니다.”라고 한 인도 재벌기업의 CIO는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숙소 리스트에 29개의 성도 포함될 정도로 성장

말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단기적 성과를 원할 때가 많으며 단기적 성과주의의 문제가 없더

했습니다.14 가치사슬의 하위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 디지털 도전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새를

라도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려는 조직의 관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려할 만한 것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가지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

는 성공적인 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면 일반적인 조직 환경에서 벗어나 테스트 해봐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우버“와 같은 새로운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수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며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없는 듯합니다.

발전시키고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확신이 들 때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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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빠르게 앞서 나가는 선구자 그룹

이번 연구의 선구자 그룹은 이 사실에 매우 공감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공략

하지만 여기서도 선구자 그룹과 후발 그룹의 전략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선구자 그

하는 자가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 시스템과 같이 결정적 변수가

룹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38%는 이미 개방형 비즈니스

될 만한 기술에 투자하고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더욱 보강할 생각입니다(그림 19 참조).

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고객과 만나는 관문을 지배

모델을, 27%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발그룹의 29%가 개발형
비즈니스 모델을, 20%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구자 그룹은

다시 말해 선구자 그룹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 즉 최고 중의 최고를 원하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새로운 오퍼링을 시작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시장을 공략하는 데

데 매진하고 있으며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파트너도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그림 18 참조).

후발 그룹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자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존
자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최초’가 되는 것을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의 “성능(혹은 용량)”이 2년마다 2배로 증가
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15 선구자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그 의미를 잘 알고
70%

있습니다. 시장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진출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56%

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구자로서의 위험
부담을 후발 그룹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최초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우위를 지키지 못해

64%

25%
더 많음

69%

51%

25%
더 많음

59%

17%
더 많음

도중에 사라진 사례가 많습니다. 1997년에 출시되어 최초로 대중화에 성공했던 MP3 플레

외향 지향적인 선구자 그룹
선구자 그룹은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줄 기능에
더욱 주력합니다.
█ 선구자 그룹

이어인 새한 앰피맨을 기억하십니까?16 디지털 경제에서는 최고가 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매출 모델 변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림 19

타깃 고객 유형 또는

파트너십 검토

█ 후발 그룹

세그먼트 재평가

80%
41%

그림 18
최초목표
선구자 그룹 대부분은 시장의 선구자가 되길
원합니다.

95%
더 많음

█ 선구자 그룹
█ 후발 그룹

가장 먼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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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니셔티브 3

주요 이니셔티브 1

IBM의 제언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십시오
기존의 장점에 집중하고 당장의 경쟁자를 학습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들의 행보를 똑같이
따르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고객 및 에코시스템의 다른 구성원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십시오. 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크게 관련 없는 산업 내 기업 사례도 주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십시오.

최고의 테스트를 위한 엄선된 고객 그룹 활용하십시오
기존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오퍼링을 구상하고 시험할 수 있는 혁신

CEO 과제
Scope, Scale, Speed

센터를 마련하십시오. 더불어 혁신 센터에서는 적절한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넓은 지식과 열정이 가득한 엄선된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다수의 사용자보다 이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를 버리는데 주저하
지 마십시오. 새로운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단순히 그저 ‘좋은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들고 그 순간을 장악하십시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크게
배팅 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최근의 혁신이 용도 폐기되곤 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선구자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장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수한 브랜드 이름 및 자금력을 갖췄고
모든 기술 및 마케팅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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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팅을 줄이고 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싶습니다.”
Anders Thulin, 스웨덴 Ericsson Group 그룹
비즈니스 우수성 및 공동 기능 책임자 겸 CIO

CEO 과제

CEO 과제

Scope, Scale, Speed

Scope

유사 산업의 새로운 경쟁자 또는 디지털 신흥 세력이 기존 주자에게 도전하면서 경쟁 환경은
대변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이들 도전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솔루션, 그 밖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부문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성 업체의 기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은행의 CFO가 말한 대로 이들은 “기존

선구자 그룹은 더 미래 지향적이고 관련 산업 내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활동 무대를 정의하되 비연속적인 변화의 시대에 선택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둡니다. 또한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된 더 큰 에코시스템의 일원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
에코시스템 덕분에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이언트들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눈에 잘 띄는 위협이라면 아무
관련이 없던 산업으로부터 나타난 새로운 경쟁자 및 앵클 바이터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위협
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모르는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기업”에서
비롯됩니다. 수많은 앵클 바이터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NBC에서 선정한

Scale
선구자 그룹은 잠재적 위험과 이익이 모두 큰 새로운 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자신의
경쟁 우위를 지키고 전문성을 확대할 필요성도 인식합니다. 경제적 이익의 가장 큰 몫이
소수의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최상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세계에서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 50개사가 공동으로 비공개 기업
투자 시장에서 확보한 자금은 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17
다수의 기성 업체는 새로운 경쟁자를 막아내는 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선구자 그룹은 이미 3대 과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Speed
선구자 그룹은 민첩성과 실험 정신이 강하며 더 자신감 있게 앞장섭니다.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경우, 기술의 진화 속도 및 경쟁자에 앞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완주합니다.

요컨대 선구자 그룹은 어떤 종류의 공격에도 더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역전시켜 새로운 도전자의 영역을 공략하는 데도 뛰어납니다.

이 선구자 그룹으로부터 귀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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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소개

이러한 분석으로 시장에서 평판이 높고 재무 실적이 우수한 소그룹이 선정되었으며 바로

IBM은 2015년 1월 ~ 6월, 약 6개월에 걸쳐 70여 개국, 21개 업종의 기업 최고 경영진
5,2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집단은 CEO 818명, CFO 643명,

이번 연구의 선구자 그룹(Torchbearer)입니다(그림 20 참조).이 엘리트 그룹을 대개는 재무
실적이 훨씬 저조한 후발 그룹과 비교하여 선구자 그룹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CHRO 601명 CIO 1,805명, CMO 723명, COO 65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무별 또는
지역별 응답자 수의 차이에 따른 과다 표본집단 문제를 바로잡고자 순위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주는 통계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기술적 통계, 다변량 방법론 등 여러 기법을

34%

사용하여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42%

24%

평균 레벨

혁신의 선구자

후발 그룹

이번 분석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차별화된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20
선구자(Torchbearer) 그룹
선구자 그룹은 평판과 재무 실적이 우수합니다.

모든 응답자에게 2가지 차원, 즉 해당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및 지난 3년간의
※ 선구자 그룹

재무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업계에서 기업의 위치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0%┃혁신 선도 그룹

1차 카테고리에서 첫번째부터 세번째로 랭크된 기업을 후발 그룹(Market Follower), 네번째로
랭크된 기업을 시장 평균 그룹(Market Peer), 다섯번째로 랭크된 혁신 선도 그룹(Leading
Innovator)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2차 카테고리에서 1위 ~ 3위를 두 번째 재무 실적 하위

20% ┃혁신 선도 그룹 중 실적 우수 그룹

2%

우수 그룹

5%
우수 그룹

20%

5% ┃전체 모집단 중 선구자 그룹

%

우수 그룹

그룹(Financial Underperformers), 4위를 평균 그룹(Peer Performers), 5위를 우수 그룹
(Financial Outperformers)으로 분류했습니다. 2009년 ~ 2014년의 매출 및 이익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2가지 객관적 재무 평가 척도와 응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2번째 기준에 따라
응답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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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명

21 개

70 여개 국

최고 경영진

업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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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IBM 기업가치 연구소 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bv@us.ibm.com으로 문의하십시오.
트위터를 통해 @IBMIBV를 팔로우하십시오. 전체 연구 카탈로그를 보거나 월간 뉴스레터를 구독
하려면 ibm.com/iibv를 방문하십시오. iOS 또는 Android 앱스토어에서 무료 “IBM IBV“ 앱을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하여 IBM 기업가치 연구소 최고 경영진 보고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함께할 최고의 파트너
IBM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 전문 연구와 기술을 접목시켜 시시각각

8 Peterson, Steve, Mark Bedeman, Daria Godunova. “Shifting transport paradigms: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3D printing on the global transportation industry.”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2014
년 9월.
9 Lohr, Steve. “Searching Big Data for ‘Digital Smoke Signals.’” The New York Times. 2013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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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llers, Barbara 외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 Drivers of Prediction Accuracy in World
Politic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2015. Vol. 21, No. 1, pp. 1–14, http://www.apa.
org/pubs/journals/releases/xap-0000040.pdf

변화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고객이 차별화된 이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가치 창출 및 확보를 위해 외부 대리인과 체계적으로 협업합
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고 각 거래에 수수

IBM 기업가치 연구소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는 IBM 기업가치 연구소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개발하여 경영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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