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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처럼 비파괴적 혁신하라"

신은진 기자

입력 : 2018.01.12 03:00

블루오션 창시자 김위찬 교수
 

201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교도소의 넘치는 재소자들과 높은 재범률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 마련을 국가블루오션전략회의에 의뢰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초로 군사기지의 유휴지에 경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지었다. 기존 교도소에 비해 건설비는 85%, 운영비는 58% 저렴하다. 또 재소자들이 가족과 정기적으

로 만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가족 숙박시설까지 제공했다. 이곳 경범죄자의 재범률은 90% 감소했다.
 

▲ 김위찬 인시아드 교수는“블루오션 시프트는 가치와 비용이 서로 상충관계라는 기존 이론의 틀

을 뛰어넘어,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비파괴적인 창조를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든 기업·단체·정부의

전략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2005년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블루오션'이라는 고유명사를 알린 김위찬 유럽경영대학원(INSEAD)

석좌교수는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저비용으로 경범죄자와 그들의 가족, 사회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며 "가치와 비용이 서로 상충 관계라는 기존 이론을 뛰어넘는 블루오션 시프트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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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최근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실전 매뉴얼을 담은 두 번째 책 '블루오션 시프트' 홍보차 방한했다. 기존의 경쟁

자가 득실대는 시장(레드오션)에서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는 메시지는 기존 책과 동일하지만, 이번 책

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블루오션 시프트는 경쟁과 파괴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존 경영학 이론과 달리 창조와 비파괴적 혁신을 강조한다. "세서

미 스트리트는 기존의 유아교육시장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대체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전에는 미미했던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개념)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화이자 제약의 비아그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블루오션 시프트'를 잘 하고 있는 대표기업으로 닌텐도를 꼽았다. 김 교수는 "닌텐도는 고화질의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 마니아층을 공략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다르게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용 게임기 '위'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엔 홈 비디오 게임과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계를 없앤 스위

치를 출시해 좋은 성과를 내고 '2017년 최고의 IT기기'로 선정되는 등 끊임없이 블루오션 시프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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