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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트팟(스마트 전기압력솥)과 어떻게 공감이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있는지 

 

지난 자본주의가 탐욕과 이기심에 기초한다는 주장을 찾기 위해서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약의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제약회사의 일화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주장이 자명한 사실처럼 보일 것이다. “자본주의자는 탐욕스럽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금, 정부의 경쟁 규제 등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정실 

자본주의자(crony capitalists)들과 소비자의 절실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자본을 축적하는 

기업가들과 혼동한 것이다. 

Instant Pot(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압력전기솥)의 인기는 기업가들이 

어떻게 이타적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Instant Pot 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을 

것이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인지 알 것이다. 

기존 방식의 홍보 없이 Instant Pot 은 Amazon Prime day 에 215,000 개 판매를 기록하며 

Amazon 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Bloomberg Magazine 은 이를 “마법의 냄비”라 

부른다. 

Instant Pot 의 성공과 경이로움 

21 세기에 걸맞게 Instant Pot 은 전기찜솥(slow cooker)압력솥의 기능을 결합시켰다. 

우리는 보통 두 개의 Instant Pot 을 부엌 조리대에 올려 두고 사용한다. 

곡물과 콩으로 만든 음식이 우리 집 주식이다. 압력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음식은 

지체됐다. 솥의 탄 부분을 벅벅 긁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었다. Instant Pot 구매 전 



우리는 이러한 불만이 집에서 요리하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Instant Pot 의 발명가 Robert 

Wang 박사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다. 

캐나다로 이민간 중국 이주자이자,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Wang 박사는 

2008 년에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 됐다. 350,000 달러의 예금과 다른 두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Double Insight 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익을 낼지, 손실을 낼지는 아무도 

몰랐다. 18 개월 후 Instant Pot 은 발명되었다. 

Wnag은 그의 발명품을 끊임 없이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는 39,000개에 달하는 모든 

Amazon 고객상품 후기를 읽어보았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

기 위해 사용자 후기에 의존한다. 광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업 성공을 

상품 개발과 고객지원의 덕이라 생각한다. 

 

Wnag은 모든 성공적인 기업가들의 법칙을 따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

자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바로 이게 그 법칙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또 

다른 주방기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 쉽고 더 짧은 시간에 건강한 집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Wang 박사도 돈을 벌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

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였다. 모두가 득을 보는 경우이다. 

 

자본주의자 대 정실 자본주의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정실” 자본주의자들이다. 정실 자본주의자들은 정부의 강압을 이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매하고 싶지 않은 것을 구매하도록 한다. 에탄올 가솔린이 좋은 예이다. 

도대체 누가 이걸 원하겠는가? 에탄올은 소비자와 환경 모두에게 해롭다. 정부 권력 

하에서는 정실 자본주의자인 에탄올 생산자가 이득을 보고 그 외 사람들은 모두 손실을 

본다.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소비자와 공감한다. 정실 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신경을 쓴다. 

그의 저서 Wired to Care 에서 사업전략 고문인 Dev Patnaik 은 혁신의 영업 비밀은 

공감이라고 했다. 성공은 그들의 협의 사항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쓰는 데에 있다고 했다. 



스티브 잡스는 다음 구절로 유명했다. “대부분의 시간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들의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 이 구절에 스티브 잡스의 거만함이 보인다면 다시 

읽어보아라. 

BuildDirect 의 CEO Jeff Booth 는 “공감의 최상급 표현은 소비자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먼저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Wang 박사는 사업 성공의 공공연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공감이다. 탐욕이 아닌 

공감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본주의자들이 탐욕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이 인정을 

베푼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은 정치인들이 자본을 

재배분하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감은 동정의 관문이다.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기업가들이 정확하게 포착할 때, 그 수요를 만족시키려는 행동이 

가능하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Wang 박사의 발명품은 많은 혜택들을 제공했고 건강식을 

준비하는 희생을 줄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Wang 은 그의 시간과 돈을 전 직장과 

알지도 못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정치적 조력자들을 등에 업고 이득을 보려는 정실 자본주의자와 다르게 기업가들은 

대중들에게 전세계에서 들여놓은 신선한 음식과 더 좋은 요리기구를 갖춘 재고가 풍부한 

슈퍼마켓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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