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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무너뜨리고 있다.

“복잡성의 증가, 기업 경영에 큰 영향”

급격한 변화와 세계 경제 침체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복잡성의 증가는 단순히

불편한 존재 그 이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능성 없는 기회가 사회에 부각되는

동안 과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위험 요소 및 비용이 발생 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성 증대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KPMG는 산업을 7가지로 나누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을 포함한 세계 22개 개국 1,400명의 CEO 및 CFO를 대상으로 복잡성이

기업 경영에 주는 영향과 그 원인을 조사 했다. 복잡성의 증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지금의 경영자들에게 복잡성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경영자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복잡성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KPMG는 현재의 복잡성 증가에

대해 글로벌 경영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잡성 관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고려사항 중 하나

조사에 참여한 경영자들 중 94%가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고, 무엇보다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경영자들 중 70%는 복잡성 증가가 현재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고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기업이 속한 산업의 복잡성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이 중 복잡성의

증가 정도에 대해 심각한 증가(44%) 또는 매우 심각한 증가(28%)라고 응답해 현재 글로벌 경영자들이 복잡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은 어떠한 형태라도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0% 30%
복잡성 증가는 현재 우리회사가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즉 복잡성이 이제 글 벌 비 니 의 매우 중 한 이슈 부각된 현재 경영자들이 복잡성 관리를 어떻게

94% 6%
복잡성을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성공여부의 중요한 요소이다

Agree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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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잡성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현재, 경영자들이 복잡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회사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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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이 미치는 영향은 이탈리아, 중국, 한국, 남아공화국 등의 경영자들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복잡성의 증가는 지정학적 위치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의증가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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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침체 기간 동안 복잡성의 경험 수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자들 중 33%,

아메리카지역은 32%가 최근 2년 동안 복잡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유럽의 경우 응답자 중 24%만이 심각한 복잡성의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차이를

“복잡성을 미치는
영향은 세계적 현상이나,  
영향의 정도는 지역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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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중국

유럽의 경우 응답자 중 %만이 심각한 복잡성의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경제권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신흥경제권에 있는 경영자들이 성숙된 경제권에 있는

경영자들보다 복잡성 증가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이 매우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영자들은 신흥경제권에서는 약 34%였으나, 선진

경제권에서는 26% 였다.

경제발전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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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증가추세에 대한 향후 전망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경영자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영자들 중에는 24% 였고 아메리카와

유 럽 의 경 영자 들 은 각 각 16%, 9% 정도 만 이 심 각한 증가 를 예 상 했 다 . 또한

신흥경제권에서는 20%, 신흥경제권에서는 13%의 경영자들이 향후 복잡성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상대적으로 신흥경제권이 많이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복잡성의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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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복잡성의증가정도

금융, 기술, 에너지/자원, 제조 및 소비재 등 5대 산업별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복잡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경영자들 중 80%가 복잡성이 증가했다고 밝혀 금융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3% 는 복잡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3% 는 복잡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의 응답자는 향후 2년 동안 이러한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술관련 산업이 금융산업 뒤를 이었다. 기술 관련 산업의 약 75%의 경영자들이 지난 2년

동안 복잡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3%가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절반 이상은 이러한 복잡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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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 제조 및 소비재 산업의 경영자들도 절반 이상이 향후 2년 동안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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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를 분석한 결과, 복잡성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규제(Regulation) 및

태만(Government Oversight),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혁신의 속도(Increased

speed of innovation), 세금정책(Tax policy), 해외확장(Operating in more countries),

M&A(Doing mergers or acquisitions)등으로 요약된다.

복잡성 증가의 원인

복잡성의증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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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0%

63%

71%

세금 정책

혁신 속도

정부의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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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세금 정책 제외)

50%

55%

57%

M&A

해외 확장

세금 정책

복잡성 증가 원인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인별 우선 순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정부의 규제, 정보관리, 정부의 태만 순이고, 유럽은

정부규제, 정보관리 및 해외확장 순이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혁신속도, 정부규제,

해외확장 순으로 나타났다.

“복잡성 증가 원인은
지역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규제 및 태만, 
정보관리,
혁신의 속도 등은
주요요인이다.” 지역별 복잡성 증가 원인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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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정부의태만 빨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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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해외확장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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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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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및 태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영자들 중 71%가 정부의 규제가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의 태만도 복잡성 증가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경영자들이

60%여서 정부의 규제와 태만이 복잡성을 키우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와 태만은 모든 산업에서 복잡성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경영자들 중 70% 이상이 정부의 규제(78%) 및 정부의 태만(73%)이 복잡성

“직원을 교육시키고
인재를 뽑는 것이
복잡성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CFO, Chemicals & 
Pharmaceuticals, 
Switzerland

중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라고 선택한 아메리카와 유럽 경영자들은 각각 73%와

74%였고 아시아 태평양과 신흥 시장의 경영자들은 아메리카와 유럽보다 낮은 65%에 그쳐

아메리카와 유럽의 경영자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복잡성 증가의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국 정부의 규제가 글로벌 불일치 (global inconsistency)를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 중즉, 각국 정부의 규제가 글로벌 불일치 (global inconsistency)를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90%가 각 국가의

정부는 글로벌 규제 환경을 완화시키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

경영자들이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요인으로 정보관리를 선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71%), 아시아 태평양 지역(63%), 유럽(60%) 순으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80%의 경영자들이 정보관리를 선택해 어떤 국가보다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4%의 경영자들이 복잡성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관리를

선택하였는데 정보관리가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인 동시에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조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양질의 정보를 적재적소에 빠르게필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양질의 정보를 적재적소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는 올바른 의사 결정 및 조직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혁신의 속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빠른 기술 혁신을 꼽았다.

65%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영자들이 빠른 혁신 속도라고 대답해 정부의 규제와 어깨를65%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영자들이 빠른 혁신 속도라고 대답해 정부의 규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편 신흥경제권에서는 67%가 빠른 혁신 속도를 꼽아 정부의 규제보다 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경제권에서는 57%의

경영자들만이 빠른 혁신 속도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산업별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절반 이상의 경영자들이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빠른 혁신 속도’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정부규제와 함께 중요한 복잡성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 속도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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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잡성이 주는 가장 큰 과제는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복잡성의 원인은 경제발전에 의해서 혹은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원인들 자체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약 60%의 경영자들이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적인 특징이라고 응답했다.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다음 그림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복잡성: 도전과과제

More risks to 
manage

Deals and 
transactions 

take time

Increased 
cost

Challenges 
created by 
complexity More difficult 

to take 
management 

decisions

Need new 
skills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상기의 다양한 도전과제들 중 다음 3가지 과제를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보고 있다.

More difficult 
to compete

More difficult 
to implement 

change

87

82
79

84

88
84

80

90

100

지역별 복잡성 증가가 주는 도전과제 (%)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 리스크(Risk) 증가

• 비용 증가

•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 증대

66

71

63

51

70
73

55

64

54

56

82

60
69

64

66

40

50

60

70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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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증가 비용증대 신기술의필요정

증가

변화를

실행시키는데에

대한어려움

경쟁력약화 의사결정의

어려움

시간소비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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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증가

리스크 증가는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경영자들 중 84%가 복잡성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리스크를

만들어낸다고 응답하였고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87%의 경영자들이 이에 동의했다. 리스크

증가는 모든 주요 산업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큰 도전과제로 지목되었으며 또한

선진 혹은 신흥경제권 모두에서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복잡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행해왔던 방식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Finance Director, 
Technology, US

비용 증가

리스크 증가는 기업 운용 비용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응답한 글로벌

경영자들 중 78%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영자들 중 88%가 복잡성 증가가 주는

도전과제로 비용증가를 꼽았다. 특히 중국 (93%), 일본 (90%), 인도(86%), 영국 (86%)의

경영자들이 비용 증가가 복잡성이 기업에게 주는 주요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

한편 75%의 응답자들은 복잡성은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빠른 기술혁신 속도가 복잡성을 가중 시킨다고 응답한 국가들의 경영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큰 도전과제라고 응답했다.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브라질(92%), 중국(92%),

일본(90%)으로 많은 경영자들이 큰 도전과제라고 응답했다. 기술산업 부분에서도 80%

경영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복잡성으로 인한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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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우리기업들은 물론 세계의 기업들이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성의 증가가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복잡성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대답하였다. 즉, 복잡성의 증가는 단순히 직면해야 하는 도전이나 장벽이 아닌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10명 중 7명은 복잡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경쟁우위 확보, 새롭고 보다 나은 전략 수립, 신시장으로의 진출,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 창출

복잡성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가?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있는가?

20%

6% 순위 기회분야 응답

1 경쟁우위 확보 73%

2 보다 나은 새로운 전략의 수립 72%

복잡성의 새로운 기회 창출은 대부분의 산업과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4%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3 신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70%

4 회사 조직의 효율성 향상 70%

5 신제품 개발 62%

6 기존 사업의 전략 강화 58%

현재 상황은 복잡성의 새로운 기회 창출은 대부분의 산업과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으나 최근 경제권 및 지역별로 복잡성의 기회창출 효과를 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 경영자의 40%는 복잡성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니즈에

의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덴마크의 경우, 경영자의 60%는 복잡성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22%는 복잡성을 새로운 기회로 보지 않았으며 18%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경영자의 22%도 복잡성의 새로운 기회

“현재 상황은
중·단기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Finance Director, 
C d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경영자의 22%도 복잡성의 새로운 기회

창출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 보았을 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78%)과 아메리카 지역(79%)의 응답자들이

복잡성이주는 기회에 동의하는 비율이 유럽 지역(69%)에 비해 높았다. 특히 신흥 경제권

경영자의 81%가 복잡성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선진 경제권 보다

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지역의 대부분 경영자들은 복잡성은

기업의 보다 나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Consumer Products, 
Mexico

복잡성은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가?

종합
(%)

지역별 (%) 경제권별 (%)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신흥
경제권

선진
경제권

그렇다 74 76 69 78 81 72

아니다 20 21 24 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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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유럽: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시아-태평양: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폴, 대한민국
신흥 경제권: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모르겠다 6 3 7 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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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복잡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경영자들은 복잡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될 것이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복잡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즈니스는 복잡성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행하고 있으나 50% 미만의

경영자들만이 그들이 수행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영자들은 복잡성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보관리의 향상, 사업구조의 개편,

복잡성에 대한 대응방안

신기술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복잡성 해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방안 (%)

방안 종합
금융

서비스
기술

커뮤니
케이션

&
미디어

소비재
화학/
의약

다양한
산업

에너지/
천연자

원

“복잡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행해왔던 방식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Finance Director, 
T h l US

정보관리 향상 84 83 88 85 83 81 82 82

사업 구조의 개편 70 69 78 76 65 67 76 65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의 새로운
시도

53 51 57 44 54 54 58 54

Technology, US

새로운 국가/지역
투자

49 44 60 40 45 58 52 44

규제 또는 공공
정책

46 55 43 47 40 40 40 53

인수합병 45 41 51 36 44 50 48 43

아웃소싱 42 44 50 49 38 39 44 39

40% 이상의 경영자가 선정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업 구조의 개편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선

 인수 합병

 새로운 국가/지역으로의 투자

40% 미만의 경영자가 선정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규제 또는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웃소싱(outsourcing) 전략

 인적 자원 관리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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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향상 및 사업구조의 개편

지역, 사업영역, 경제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경영자의 84%는 정보를 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영자들은 정보관리 개선을 현재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으로 행하는

방안으로 선택하였다. 정보 관리는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복잡성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항상 복잡성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COO, 
Healthcare, Russia)”

또한 응답자의 약 70%는 사업 조직의 개편은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대답했다. 조직 개편은 과거 2년간 복잡성의 현저한 증가를 경험한 회사에게 특히 중요한

방안이다. 경영자의 81%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복잡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술과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의 새로운 시도

신기술의 필요성은 신흥 경제권에서 복잡성에 의해 발생되는 도전으로 간주되며 이는신기술의 필요성은 신흥 경제권에서 복잡성에 의해 발생되는 도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신흥 경제권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자

중 68%는 회사가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을 상당 부분

변경하였고, 51%는 아웃소싱(outsourcing) 전략을 취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인도, 브라질 지역 65% 이상의 경영자들은 현재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력 관리의 변화는 복잡성을 대처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신시장 투자 및 진출

조사에 참여한 경영자들 중 거의 절반 정도가 새로운 국가/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의

당면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약 60%,

유럽은 약 51%, 아메리카 지역은 약 35% 순으로 신시장 투자를 복잡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사업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는 주로 기술(60%)과 화학/의약(58%)

관련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해결 방안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해결 방안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outsourcing)

중국, 일본, 브라질, 아일랜드 지역의 주요 경영자들의 대부분은 회사의 복잡성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웃소싱 전략을 취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잡성의 해결에 있어서

경영자의 42%만이 아웃소싱을 복잡성의 해결책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을 채택한

회사들의 경영자들 중 1/3만이 아웃소싱이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회사 의 자 이 아 이 과적이라 대 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새로운 임무에 대처하거나 섣불리 아웃소싱을 채택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면, 사업의 중복, 반복 및 주도권 문제 발생 등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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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현재의 경영자들은 증가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행 중인 복잡성 해결 방안의 제한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년간 기존과 다른 추가적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설문에 참여한

경영자들의 59%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가 방안을 고려중인 기업은 특정 산업 및 국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와 모든 산업의 경영자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향후 2년 내 현재와 다른 추가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있다면 고려중인 방안은?

순위 추가로 고려중인 방안 응답

1 정보관리의 향상 73%

2 사업구조의 개편 59%

3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변화 45%

4 M&A 43%59%
31%

11%

특히 향후 2년 내 복잡성 해결하기 위해 계획중인 방안으로 경영자의 73%가 정보 관리의

4 M&A 43%

5 새로운 국가/지역 투자 42%

6 아웃소싱 41%

7 정부 규제 및 정책 변화 40%

8 상기 사항 이외의 방안 고려 5%

59%

있다 없다 모르겠다

특히 향후 2년 내 복잡성 해결하기 위해 계획중인 방안으로 경영자의 73%가 정보 관리의

개선을, 경영자의 59%가 사업 구조 일부 또는 전체의 재편을 복잡성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술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대다수인 약 89% 경영자들이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 중 신흥경제권의 경영진들 가운데 약 60%

가량이 인적 자원 관리에 중요한 변화를 가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신흥경제권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문제가 당분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적 자원 관리 문제가 당분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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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들은 복잡성이 회사가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잡성이란 단순히 위험 요소, 비용, 경영 측면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도전 기회로 간주한다. 국가별, 지역별 또는 사업영역별로 복잡성이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경영자들이 복잡성을 다루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몇몇 성공한 경영자들이 속한 회사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광범위한 후속 방안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시사점:  신경영의 도입

이제 경영자들에게 복잡성을 다루는 능력과 리더십은 필수요건인 것이다. 경영자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속한 사업과 산업에 복잡성을 제공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복잡성을 다뤄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복잡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복잡성이
창출하는 기회를
활용하라” (Finance 
Director, Business 
Service, UK)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복잡성을 다룰 때, 지식과 직관적

통찰력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회사가 미래의 복잡성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복잡성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

복잡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함께 산발적인

조치들을 체계적 비즈니스 전략으로 조직화하여 위협 요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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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global research interviewing 1400 senior management 
from 22 countries and 12 industry sectors
50% from Europe and Africa, 29% from Americas and 21% from 
ASPAC 

15%

17%

20%

Financial Services

Diversified Industries

Consumer

Industry sector• 1400 interviews in 22 countries
• 15 minute telephone interviews
• Profile of respondents:

• 40% of the companies have global 
turnover of $1 billion or more

• Senior management interviewed in
cluding CEO’s CFO’s and financial

4%

9%

12%

14%

15%

Communications & Media

Chemicals & Pharmaceuticals

Technology

Energy & Natural Resources

Financial Servicescluding CEO s, CFO s and financial 
directors

•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Octobe
r 2010 and December 2010

• 10 further qualitative follow up intervie
ws conducted to ask about the specifi
c causes and actions taken to addres
s complexity

Other industry sector
s include:

Company global turnover

9%

4%

Other

Communications & Mediap y
•Agriculture
•Transport/logistics
•Business services
•Healthcare
•Education

Job titles

Less than 
$500m, 

16%
$2b and 
above, 
23%

Region

CEO 
/Chief 

Executive
, 19%

Other, 
25%

$500-
$900m, 

44%

$1b -
under $2b, 

17%

Americas, 
21%ASPAC, 

29%

CFO 
/Financial 
Director, 

56%

Europe 
and 

Africa, 
50%

‘Other’ job titles include:

•Strateg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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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director
•HR director
•IT director
•Marketing director



Global turnover by country - Largest companies covered in 
each country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only $500m+ companies where 
interview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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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400 100 50 100 50 100 50 5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50 100 50 50 50

Less than $500 
million (%) 16 62 54 56 34 44 30 60 36 58

$500 - $999 million 
44 42 12 73 8 42 10 38 61 12 28 76 70 20 46 78 42 60 10 62 24 16 70(%) 44 42 12 73 8 42 10 38 61 12 28 76 70 20 46 78 42 60 10 62 24 16 70

$1 billion – under $2 
billion (%) 17 39 2 8 20 22 10 22 13 20 26 10 22 22 20 8 24 15 20 13 14 10 18

$2 billion and above 
(%) 23 19 24 19 18 36 24 40 26 34 2 14 8 28 34 14 34 25 10 25 26 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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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sectors by country
Good balance of different sectors covered in all 22 countries

COU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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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d a

FINANCIAL 
SERVICES 15 15 2 15 16 17 18 12 10 14 14 12 6 10 24 20 8 14 16 13 36 14 18

TECHNOLOGY 12 18 10 4 6 13 14 10 8 14 18 10 4 8 12 10 8 20 12 18 14 10 2

CONSUMER 20 14 16 24 28 14 20 34 23 18 20 30 20 18 26 16 28 18 6 22 10 20 14

ENERGY &
NATURAL
RESOURCES

14 10 22 9 8 15 14 6 15 20 14 20 8 10 10 20 12 14 14 14 10 12 36

CHEMICALS &
PHARMACEUTIC
ALS

9 5 20 2 2 7 10 2 11 16 22 6 16 6 8 6 4 8 14 10 8 16 4

DIVERSIFIED
INDUSTRIES 17 15 12 12 26 11 14 24 23 10 2 10 36 34 10 18 20 20 26 21 6 18 12

COMMUNICATIO
NS & MEDIA 4 3 2 7 6 9 4 4 4 4 6 6 4 2 2 2 2 4 1 2 4 4

AGRICULTURE 2 6 2 4 1 4 2 2 2 4 8 2 2

TRANSPORT 
/LOGISTICS 5 3 10 8 2 7 2 8 3 2 6 6 10 4 6 8 1 2 1 14 2 8

BUSINESS 
SERVICES 1 3 3 2 3 2 4 6

HEALTHCARE 1 9 6 1 2 2 2

EDUCATION 1 5 8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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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1 5 8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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