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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인 사카이 고이치로가 경영학

의 대가 피터 드러커를 인터뷰해 쓴 책 ‘영

의 거짓과 진실’을 읽다가 블로그 운영에 

접목할 만한 내용을 꽤 발견했습니다. 필

자는 이 책의 몇몇 부분을 발췌·인용해 블

로그 운영에 도움이 될 팁을 생각해 봤습

니다. 각 인용문의 마지막에 누가 한 말인

지 남겨 놓았습니다. 

건강이 키워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

니다. 두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유’라

는 키워드가 유행할 때 두유라는 이름이 

붙은 관련 상품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카이 에이코

→ 블로그의 주제를 하나로 잡되 그 분

야에 대한 세부항목을 넓게 가져가는 것

을 추천합니다. 제 블로그의 경우 블로그 

주제는 ‘블로그 운영 팁’이지만 좋은 웹 

사이트나 모니터 요원을 소개해 블로거에

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올리기도 합니

다. 또 무료 아이콘을 소개하기도 하고 블

로그 운영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

지요. 블로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분야에 

대해 깊숙이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으로 넓혀 가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시장 컨설팅회사 ‘붐 플래닝’의 사장 나

카무라 야스코는 여고생들의 입소문 서

클인 ‘일본 스캣 클럽’을 조직하고 여고

생 대상의 상품 개발을 하고 있었다. 1988

년에 지금의 회사를 설립해 여고생의 감

성으로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을 

시작했다. 한 회사가 신규 상품을 개발할 

때 붐 플래닝에 의뢰해 그 상품이 잘 팔릴

지 어떨지를 조사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

이 참 독특하고 기발하다. 여고생들이 그 

회사 회의실에 모여 대상 상품을 직접 보

고 평가한다. “짜증나!” “이런 걸 누가 사

니?” “웃기네 정말!” 이런 거침없는 비평

을 늘어놓는다. -사카이 고이치로

→ 블로그를 운영하는 여고생, 여대생, 

주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 요원의 운영

과 매우 흡사합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가이 가와사키가 ‘The Art of the Start’

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

다. “남자는 근본적인 유전적 결함을 갖

고 있습니다. 킬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서 무엇인가를 죽이고 파괴하려는 유전적

인 결함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 여자한

테 물으세요. 남자한테 묻느라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인지 요새 모니터 

요원 모집 요강에 남자들은 지원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

업 입장에서는  여고생 입소문 서클을 직

접 운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혁신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새로운 발명품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

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위대한 혁신을 연구하면 전혀 새

로운 것이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개발되

어 있는 기술이나 알고 있던 지식들을 유

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때로는 전혀 엉뚱

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할 때 항상 새로

운 것으로만 채워갈 수 있을까요. 포스트 

소재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기 블로그의 주제와 같은 외국 블로그를 

찾아 그들의 글에서 좋은 소재를 얻을 수

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워블로거’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세

요.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글을 창

조하기보다 뉴스거리나 자료를 가지고 변

형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는 자동차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

과 같은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효과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정보 변혁이라

는 점에서 보면 인쇄기술이 발명된 시대

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대단한 정보가 컴퓨터 속에 들어있

지 않을까 최면에 걸려 컴퓨터에 들어있

지 않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영

자가 많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 블로그에 모든 것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컴퓨터를 하지 않을 때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자가 블로그를 1

년 넘게 운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진정한 프로 블로거는 블로그를 하지 않

는 시간이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블로

그를 운영하는 데 모든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블로그는 취미나 특기의 일부

로 남겨두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

랍니다. 연애, 독서, 학업, 여행, 친구, 가

족 등 우리 주변에는 블로그보다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커의 지혜로 블로그 운영하라

Biz Blogosphere

 Zet    블로거

필자(본명 장두현)는 정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블로그 컨설팅 및 강의를 하고 있는 전업 블로거다. 초보 블로거를 위한 블로그 개설 방법에서부터 기업 블로그 운영 노하우 등

을 담은 블로그 ‘블로거팁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bloggertip.com



DBR은 기존 국내 매거진과 확실히 다릅니다.

高純度 경영 콘텐츠 

기존 시사 경제지의 잡식성 콘텐츠를 지양합니다. 기업경영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현장형 콘텐츠 

DBR은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케이스와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립니다.

MBA 출신의 제작진 

고급 콘텐츠 제작을 위해 경영학 박사, MBA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차별적인 맨파워로 한발 앞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생한 해외 콘텐츠 

DBR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맥킨지쿼털리와 전재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튼스쿨 IMD INSEAD 등 14개 해외 기관의 콘텐츠도 DBR 지면에 소개됩니다. 

국내 최초의 경영지식 통합 솔루션 

매거진은 물론 프리미엄 온라인 사이트, e-mail 뉴스레터,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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