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삼성전자를 나와 현재 혁신촉매자inno+catalyst 로 일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의 가치 혁신에 필요한 힘으로 혼돈수용력은 어떤 뜻인가요? 

혼돈수용력은 “내가 모르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분석력, 논리력, 지식습득력은 

정답이 있는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상황 수용 능력’positive capability라면 

혼돈수용력은 답을 찾아나가는 혼란 속에서 그 상황을 수용하는  
‘부정적 상황을 수용하는 심리적 능력’negative capability예요. 

스타트업의 혁신은 여태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것인 만큼, 전례가 없고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맞는 지 틀린 지 알 길이 없는데 걸어가야 하죠. 

혼돈 상태를 수용하지 못하면 시행착오가 주는 스트레스에 무너지기 쉽죠.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소신을 바탕으로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혼란스러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그 자신감이 창의적 역량을 만들어 냅니다. 

결론이 없어도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역량이 

많은 프로젝트에서, 특히 혁신 프로젝트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나의 혼돈 수용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혼돈 수용력을 체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친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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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캐털리스트 김동준 대표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 창업으로 가치 혁신하기 

“창업을 하려면 분석력, 효율성 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수용하는 혼돈수용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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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까? 이해하려고 한다면, 혼돈수용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와 이노캐털리스트로서 일할 때 혼돈수용력을 어떻게 발휘하셨나요? 

2005년 보르도 TV라는 LCD 평판 TV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목표가 100만 대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그당시 PDP TV 글로벌 전체 판매 대수가 300만 대에서 4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TV 모델 하나가 100만대를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업부가 살아남으려면 100만대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그 간극을 매꾸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찾기 시작하는 거죠. 

가구점을 가든, TV 판매 현장을 가든 정답이 있을 것이라 믿는 거에요. 

어떻게 해야 100만 대를 팔 수 있을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혼돈수용력입니다. 

———


스타트업의 혁신은 여태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것인 만큼,  

전례가 없고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맞는 지 틀린 지 알 길이 없는데 걸어가야 하죠.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소신을 바탕으로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려운 분들께  

저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Q. 혼돈 수용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경청(ACTIVE LISTENING)이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화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온갖 정열을 바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을 읽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하구나 느끼는 역량이죠. 

특히 혁신적 가치를 열고 싶다면 

현재 고객이 아닌 사람, 비고객에게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물건을 쓰지 않는 이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비고객에 대한 공감력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면, 

현재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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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업의 창업가에게 필요한 가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주로 우리가 하는 혁신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공정 과정의 효율을 꾀하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같은 값으로 팔더라도 이윤이 증가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에 집중하다보면 우리 정신이 피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가치 혁신은 

고객 가치, 기업 가치, 사회, 내가 생각하는 가치 간 공통분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일반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가치 혁신이 일어나면 고객도 창업가도 사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행복이 기업과 사회로 반사되어 오는 가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Q. 이전의 프로젝에서 혼돈수용력을 발휘해 깨달은 

     Dos&Don’ts가 있다면 한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전 프로젝트의 경험을 보자면 예를 들어 LCD TV에 관심 없는 비고객을 고객화 하냐는 것이 과제였는데요, 

디지털은 제품 그 자체는 네모박스이고, 작동하기 전에는 그 실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품 그 자체로 직관적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없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 넣어줘야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좋다고 느끼기 어려우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손에 쥘 때까지요. 그런데 주로 실패하는 스타트업은 

‘고객은 아직 상품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디지털 솔루션을 받아들일 때의 구체적인 상황 감각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엔지니어는 이것을 모릅니다. 

감각의 단계를 열지 못해서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케터, 디자이너등 모두가 협업해야 합니다. 

Q. 이번 강연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디지털 기술로 스타트업하는 분들 

경쟁 시장이 아닌 나만의 시장을 열고 싶은 분들 

하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려운 분들께 저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동준대표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스콜레 스타트업 창업력  http://www.schole.ac/landing/startup_do_d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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