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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is the ability to imagine or invent 
something new. 

It is not the ability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but rather the ability to generate new ideas by 
combining or changing what already exists. 

that (X)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While some creative ideas are astonishing and 
brilliant, others are just simple and practical ideas 
that no one seems to have thought of before. 

Believe it or not, everyone has the ability to be very 
creative.
 
Here's a quiz. Shown below is the Roman numeral 
seven. 

By adding only one single line, turn it into eight. Of 
course, this is pretty easy. 

All you have to do is add a vertical line to the right of 
to add

the VII to create an eight: VIII. 

Want  something a little more challenging? Shown 
do you want

below is the Roman numeral nine.   
도치

 
By adding only a single line, how can you turn it into 
a six?

If you think carefully, you may get one possible 
answer below.

창의적 사고란 무엇인가?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거나 발명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
려 이미 존재하는 것을 결합하거나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놀랍고 뛰어난 반면, 어
떤 것들은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저 단순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이다.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은 매우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퀴즈가 있다. 아래에 보여지는 것은 로마 숫자 
7(VII)이다. 

단 하나의 선을 추가해서, 그것을 8이 되게 해 보아
라.물론, 이것은 꽤 쉽다. 

8, VIII을 만들기 위해 VII의 오른쪽에 수직선 하나
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좀 더 도전적인 것을 원하는가? 아래에 보여지는 
것은 로마 숫자 9(IX)이다.
 

단 하나의 선을 추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6(VI)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아래의 가능한 
답 하나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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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 a horizontal line through the center, turn it 
around, and then cover the bottom. This gives you 

덮 어 라

the Roman numeral VI.

But if you're thinking "something different", you might 
put an "S" in front of the IX to create "SIX". 

If you did this, you've taken the IX out of the context 
of Roman numerals and put it into the context of 
Arabic numerals spelled out in English.

Many people believe that creative thinking is a 
special gift, possessed by only a few people. 

This is not always true. 

As the Roman numeral examples show, creative 
thinking sometimes needs no special gift or creative 
talent, and anyone can generate new ideas. 

However, many of us tend to lock our thinking into 
what we already know. 

To develop our creative thinking skills, we need to 
stop thinking "more of the same" and try to look at 
the things from a new perspective with an open 
mind. 

This way, we can be more creative.

번역

가운데를 가로질러 수평선 하나를 긋고, 회전시킨 
후, 아래쪽을 가려라. 이렇게 하면 로마 숫자 6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SIX’
를 만들기 위해 IX의 앞에 ‘S’를 놓을지도 모른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로마 숫자
의 문맥에서 IX를 끄집어내서 영어로 철자화된 아
라비아 숫자의 문맥에 그것을 넣었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가 겨우 몇몇 사람들만
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로마 숫자의 예가 보여 주듯이, 창의적 사고는 때때
로 특별한 재능이나 창의적인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
고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중 상당수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가 이
미 알고 있는 것에 가두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창의적 사고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우리
는 ‘좀 더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편
견 없이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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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abi Alarm

How would you wake a deaf pers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if there were a fire? 

How about releasing a cloud of wasabi? This is not 
a joke. 

Japanese researchers have recently come up with 
the wasabi alarm system. 

For their unique invention they received the 2011 Ig 
Nobel Prize, which honors achievements that "first 
make people laugh and then make them think."

"People with hearing difficulties may fail to wake up 
with sirens. 

Thus, another way of communication is necessary to 
save their lives," said Makoto Imai. 

"The wasabi alarm uses a stinging smell to stimulate 
people's noses."

와사비 경보기

 만약 화재가 난다면 여러분은 한밤중에 어떻게 청
각 장애인을 깨울 것인가? 

와사비 연기를 방출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농담
이 아니다. 

일본의 연구원들은 최근에 와사비 경보 장치를 생
각해 냈다. 

그들은 그 특이한 발명품으로 2011 Ig 노벨상을 받
았는데, 그것은 ‘먼저 사람들을 웃게 하고 나서 생
각하게 만드는’ 업적을 치하한다.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이렌으로는 깨
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Makoto lmai가 
말했다. 

“와사비 경보기는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기 위해 찌
르는 듯한 냄새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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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researchers tried hundreds of smells, 
including rotten eggs, before they ended up 

그 리 고 나 서

deciding on wasabi, the famous Japanese 
seasoning. 

The alarm works quite simply. 

When smoke from a fire is detected, the wasabi is 
released, irritating the noses of people. 

The system was tested on sleeping people with 
normal hearing and no hearing. 

In the test, the device woke nearly everyone within 
two and a half minutes. 

Further 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ideal intensity of wasabi. 

The right intensity would wake people but not hurt 
their eyes.
 
The wasabi alarm is not just an award winner. 

People are taking it seriously and trying to use it in 
real life. 

It has already been offered to guests with hearing 
difficulties in one hotel in Nagoya. 

It may also work well in noisy environments. 

Can you think of any other situations where this 
alarm could be useful?

번역

일본의 연구원들은 썩은 달걀을 포함하여 수백 가
지의 냄새를 시험한 후에, 마침내 일본의 유명한 양
념인 와사비로 결정했다. 

그 경보기는 매우 간단하게 작동한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감지되면, 와사비가 방출되어 
사람들의 코를 자극한다. 

그 장치는 수면 중인 정상인들과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실험되었다. 

이 실험에서, 그 장치는 2분 30초 이내에 거의 모
든 실험자들을 깨웠다. 

추가 실험은 와사비의 이상적인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적절한 강도는 사람들의 눈을 다치게 하지 않고 깨
울 수 있다.

 
와사비 경보기는 단순히 수상작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나고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청각 장애가 있
는 손님들에게 이미 제공된 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경보기가 유용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생각해 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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