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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mera no more
BY MICHAEL E. RAYNOR AND HEATHER A. GRAY
> ILLUSTRATION BY ANTHONY FREDA

우리는 혁신에 성공한 수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접하곤 한다. 그러나,

혁신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끌어내는 기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왜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여섯 명의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여섯 명의 맹인은 각각 한 마리의

코끼리를 사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만져본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하여

이야기한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코끼리를 설명하던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모두 같은 동물을 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은 다양한 시각의 조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혁신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맹인들이

모두 같은 동물을 샀다는 것을 깨닫는 반면,

우리는 혁신에 있어 각기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혁신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키메라(그리스 신화 속 괴물)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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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혁신을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용어로 정의해야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각기 다른 동물이 아닌 같은 동물의 부분들을

맞추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권한으로 혁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

Michael Porter는 전략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의 트레이드오프라 정의한 바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략과 혁신을 정의하고자 한다: 전략은 당신이 이용하는 트레이드오프인 반면,

혁신은 당신이 깨뜨리는(파괴하는) 트레이드오프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4개의 경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4개 사례는 다음의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상기의 사례들은 무엇이 혁신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중요성을 나타내준다.

경쟁자의 차별화에 기반한 공격을 중요한 트레이드오프의 파괴로 인지한다면 당신은 과도하

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정한 혁신가를 단지 차별화를 시도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실

수를 범한다면, 그 결과는 수십 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기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성공적 혁신을 위한 방안 중 일부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업계의 한계영역을 정의하는 트레

이드오프들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도, 즉 혁신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혁신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약

요인(Constraints)의 파괴”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듯 하다. 상기의 각 사례에서 만약 이러한

정의가 세워져 있었더라면 각각의 시장 기회·위협에 대한 비용/성과 구조를 파악하여 충분한 

기존의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들(LCC)에 

대응하기 위해 LCC 

사업부문을 만들었음.

혁신

(트레이드오프의 파괴)

차별화

(트레이드오프의 활용)

차별화

(한계비용분석)

혁신

(자율성 및 신규활동)

경쟁 기회·위협의 근간

경쟁 기회·위협에 대한 기업의 대응

Intel은 AMD의 저가 칩

(Chip)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자율적인

Celeron 사업부문을 

개시하였음. 

대형 양조회사들은 

소규모 양조회사들에게

수제 맥주(Craft beer)로

대응하였음.

기존의 자문회사들은 

e-컨설팅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자율적인 

사업부문들을 

개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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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가지고 혁신과 차별화 중

더욱 효과가 클 대응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 연구가들에게는 우리의 정의가

해당 영역에 보다 일관성을 부여하고

현재의 정의 논쟁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혁신할 것인지의

실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실질적

관리자들에게는 우리의 정의가

그들이 받는 조언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요소들을 식별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의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가 코끼리의 부분들을 가지고 코끼리를 합성

하고자 할 때에야 비로서 혁신이 더 이상 괴물의 형상이 아닐 것이다. 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