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ivity — 창의력  
Brainstorming practice I — 브레인 스토밍 연습 I  

 

Creativity can be learned. The biggest mistake for beginners is trying to keep all of your ideas in your head.  

You are going to practise listing a large number of ideas in order to improve your creative skills: 

 

창의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위한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당신 머리에 머금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  
 
• Your ability to generate a large number of ideas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 할 수있는 능력  
 

• Your ability to suspend judgement until after your idea is recorded (many people kill good ideas in their mind) 
아이디어가 기록 될 때까지 판단을 멈추게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죽인다)  
 

• Your ability to intentionally seek out unusual or specific ideas related to a topic 
주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찾는 능력  

 

Your chosen topic:      sports  movies  music  games  fashion  animals   

선택한 주제 :     스포츠  영화   음악   게임   패션   동물  

When you are finished, please count the number of ideas you generated: _________________ 

작성이 끝나면 생성 한 아이디어의 수를 계산하십시오.  



 

Creativity can be learned. The biggest mistake for beginners is trying to keep all of your ideas in your head.  

You are going to practise listing a large number of ideas in order to improve your creative skills: 

 

창의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위한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당신 머리에 머금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  
 
• Your ability to generate a large number of ideas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 할 수있는 능력  
• Your ability to suspend judgement until after your idea is recorded 

아이디어가 기록 될 때까지 판단을 멈추게하는 능력  
• Your ability to intentionally seek out unusual or specific ideas related to a topic 

주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찾는 능력  
 
Your chosen topic:     things that make you different than others   things that irritate you    things you love  
선택한 주제 :    너와 다른 것보다 다른 것들     너를 짜증나게하는 것들    네가 좋아하는 것들  

When you are finished, please count the number of ideas you generated: _________________ 
작성이 끝나면 생성 한 아이디어의 수를 계산하십시오.  
 
After counting, please draw a circle or rectangle around your most interesting ideas.  
집계 후에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주위에 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Creativity — 창의력  
Brainstorming practice II — 브레인 스토밍 연습 II  



Creativity — 창의력  
Web mapping practice — 웹 매핑 연습  
 
Creativity can be learned. You are going to improve the following skills by practising web mapping: 
창의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웹 매핑을 연습하면 다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Your ability to generate a large number of ideas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 할 수있는 능력  
 

• Your ability to suspend judgement until after your idea is recorded 
아이디어가 기록 될 때까지 판단을 멈추게하는 능력  
 

• Your ability to intentionally seek out unusual or specific ideas related to a topic 
주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찾는 능력  
 

• Your ability to let one idea lead to another 
한 아이디어로 다른 아이디어로 이끌 수있는 능력  

 
Your chosen topic:     events that have shaped you    possibilities of the future    ways people interact  
선택한 주제 :    당신을 형성 한 사건    미래의 가능성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  

When you are finished, please count the number of ideas you generated: _________________ 
작성이 끝나면 생성 한 아이디어의 수를 계산하십시오.  
 
After counting, please draw a circle or rectangle around your most interesting ideas.  
집계 후에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주위에 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Creativity — 창의력  
Visual idea generation — 시각적 아이디어 창출  
Creativity can be learned. The biggest mistake for beginners is trying to keep all of your ideas in your head.  
You are going to do quick idea sketches in order to improve your creative skills: 
창의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위한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당신 머리에 머금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창의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빠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것입니다.  
 
• Your ability to generate a large number of ideas and suspend judgement until after your idea is recorded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아이디어가 기록 될 때까지 판단을 중지하는 능력  
• Your ability to intentionally seek out unusual or specific ideas and let one idea lead to another 

비정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찾아 내고 한 아이디어로 다른 아이디어로 인도 할 수있는 능력  
• Your ability to find interesting visual variations on a theme 

테마에서 흥미로운 시각적 변형을 찾는 능력  
 
Your chosen topic:     na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games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 
선택한 주제 :    자연   스포츠   과학 기술      게임   기타 :  

When you are finished, please count the number of ideas you generated: _________________ 
작성이 끝나면 생성 한 아이디어의 수를 계산하십시오.  
 
After counting, please draw a circle or rectangle around your most interesting ideas.  
집계 후에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주위에 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Creativity — 창의력  
Unpacking an event — 이벤트 포장 풀기  

 
Creativity can be learned. The biggest mistake for beginners is trying to keep all of your ideas in your head.  
창의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위한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당신 머리에 머금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You are going to visualize an event in order to improve your creative skills: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벤트를 시각화하려고합니다.  
 
• Your ability to generate a large number of ideas and suspend judgement until after your idea is recorded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아이디어가 기록 될 때까지 판단을 중지하는 능력  
• Your ability to intentionally seek out unusual or specific ideas and let one idea lead to another 

비정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찾아 내고 한 아이디어로 다른 아이디어로 인도 할 수있는 능력  
• Your ability to visually develop a story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발전시킬 수있는 능력  
 

Your chosen event/선택한 이벤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 people are there? What are they like? How can you show this?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뭘 좋아하니?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What led up this? What kind of conflict is occurring? Is there suspense, a turning point, or complication? 
무엇이 이것을 이끌어 냈습니까? 어떤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서스펜스, 전환점 또는 합병증이 있습니까?  
 

 

 

What is the meaning or moral behind the event? 
이 행사의 의미 또는 도덕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Describe the setting, atmosphere, and mood of the event. 
이벤트의 분위기, 분위기 및 분위기를 설명하십시오.  
 

 

 

What symbols or metaphors will help communicate the event’s significance? 
어떤 상징이나 은유가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Who or what is observing the event? What kinds of unusual points of view can help illustrate the event? 
이벤트를 누가 또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특별한 관점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What do you want the viewers to think and feel about this event? 
시청자가이 이벤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기를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