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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25 

MC: 안녕하십니까, 제 11 회 서울디지털포럼 2014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started again. The 11
th

 Seoul Digital Forum 2014. 

이번 세션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는다. 

The keyword of this session is belief. The belief.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말 같을 것을 타고 

달리는 코믹한 광고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You probably know the comical advertisement named ‘People of Delivery’ 

which shows a guy rides a horse on the Goguryeo mural. 

이게 국내 주문음식 배달업계 대표 주자입니다만 스마트폰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입니다. 

The company leads the national delivery industry,  

but actually it’s a Smartphone application, ‘People of Delivery’, too. 

김봉진 대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President Kim made this. 

김봉진 대표라는 분은 나 자신을, 내 안에 숨어있는 능력을 믿는 분입니다. 

President Kim is the person who believes himself and his potential ability. 

과연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n, Let us listen what he’s giving us about.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give him a big applause. 

00:08:2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건데요. 

Creative people have a feature.  

It is they have confidence.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창의적인 자신감에 대하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So today, the subject I’d like to talk about is the creative confidence. 

저는 내년에 마흔이 되는데요, 그런데 빡빡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다니니까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I’m turning to 40 next year.  



                             

But, you know, I have a hair shaved and grow a beard. 

My neighbor women give me a strange look and asked, 

“한나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봐요. 

“Hanna’s dad, what do you do?”  

They asked me a lot like this way.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Then, I’m saying. “I do… well…”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을 벌긴 버는 건가?”  

When I wander around my neighborhood,  

people say, “Does he even make money?”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야, 혹은 

사진작가.”  

They say such a thing,  

but sometimes they say 

“He would do something creative, or maybe he’s a photographer.” 

 

다행히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백수는 아니기 때문에 서게 됐겠죠.  

Fortunately, I’m here now because I’m not unemployed. 

 

얼마 전에 저희가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옥외광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Recently, we made an advertisement, an outdoor advertising.  

It became a hot issue online. 

 

페이스북에 공유한지 단 하루 만에 ‘좋아요’가 9000 개가 눌려졌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900 개 

이상, 공유가 500 개 이상이 됐습니다.  

Only a day after we shared it on Facebook,  

it had nearly 9000 likes and more than 900 comments. 

It had been shared more than 500 times via facebook.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별로 대단하지 않나요?  

Isn’t it surprising? Isn’t it wonderful? 

 

이런 

00:09:37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 면요, 바로 이런 광고였어요. 

What the advertisement was... 

Like this.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Go on a diet using Photoshop” 

 

또 이런 것도 있었죠 

And there was another thing.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 공감하시나요?  

“Gaining weight is not a sin.” Do you agree? 

 

제가 오늘 티셔츠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I am wearing T-shirt like this now. 

 

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And there was also an advertisement like this.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  

“Kyung hee, you are the most beautiful when you eat. 

 

이 광고를 만들었더니 수많은 우리 나라에 있는 경희들이 다 태그가 됐어요.  

I made the advertisement, and every ‘Kyung hee’ in Korea was tagged. 

 

김경희, 최경희, 박경희 이런 분들이 다 태그가 되가지고 이 안에서 만났는데,  

Kyung hee Kim, Kyung hee Choi, Kyung hee Park…they were all tagged, and met there. 

 

저는 이런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은 광고의 광고주입니다.  

I am not the person who makes such advertisements. 

Actually, I am an advertiser of the advertisements.  

 

저희 회사는 아까 소개 드린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As introduced before, my company makes and runs a service called ‘People of Delivery’. 

 

배달의 민족은 내 주변에 있는 치킨집이나, 중국집을 쉽게 찾아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People of Delivery’ is the service  

which makes us find chicken restaurants or Chinese restaurants near our home and 

place some orders easily. 

제작년에는 국무총리상도 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누적 다운로드 1000 만도 돌파했습니다. 

It got the Prime minister prize two years ago,  

and passed the ten million of accumulated downloads lately.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When I made this service,  

the name of this service was very interesting.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밝은 산의 후예라는 의미가 있지만, 

In fact, this name which is called ‘People of Delivery’ means that  

we are the descendants of bright mountains.  

또 우리가 자장면이나 치킨 또 모듯 것들을 배달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재미있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희화화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Sometimes, we call ourselves people of delivery for fun,  

because we can live by delivering black-bean-sauce noodles, chickens or anything we 

want in this country. 

언어적인 유희가 있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I thought that it’s very funny words with a play of language. 

00:10:52 

IT 기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비스이긴 하지만,  

It is just an IT-based smartphone application, but, 

사람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즐거움을 통해서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I wanted to expand its brand for people through the funny enjoyment. 

그래서 이런 머그컵도 만들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맛 나는 맥심 커피”도 만들어 보게 됐고요,  

So, I made these mugs as well.  

“Starbucks-flavoured Maxim coffee”. 

16G 짜리 USB 도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And I practically made a 16GB USB. 

실제로 다 만든 제품들이에요.  

All things I’ve just said are the products that I made seriously. 

그리고 이런 에코백도 만들었습니다, “넌 나의 든든한 백.”  

Also, I’ve made these eco-bags, “You are my reassuring bag”  

그리고 안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And eye patches, too. 

이거는 대학생용으로 만든 파일첩이에요.  

This is a file carrier for university students. (I love you, professor.)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던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서 제품을 계속 재미있게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I used to make some products with the features of a play of language I’ve just said. 

이건 또 양말입니다.  

And this is socks.  

 

오늘 또 제가 신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발이라고 되어있죠.  

I’m wearing them, you can see ‘right foot’ here. 

그리고 부채도 만들어 보고요,  

And a wooden fan. 

이건 신용카드 케이스에요. 

case for credit cards. 

“덮어놓고 긁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것도 있고,  

“Using without question makes you poor” 

이거는 “까먹지 말자” 포스트잇이에요.  

It’s “DO NOT FORGET” post-it. 

“우리엄마 생일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says, “When is mom’s birthday?” 

이거는 볼펜인데요, 볼펜엔 이렇게 적혀있어요  

This pen has saying,  

잘 안보이시겠지만 “나도 언젠가 쓸 데가 있겠지”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고요,  

“I will be used someday” 



                             

이거는 돗자리인데요, “앉으면 내 땅”이라는 돗자리에요.  

It’s a mat named “THIS IS MY AREA.” 

이 제품은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미지로 만들어 본거에요. 

It’s not finished yet, just for the checking the image. 

“살뺄라면 국물은 양보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참 고소한 김”도 있습니다. 

“WANNA BE THIN? GIVE SOUP FOR OTHERS” and “WELL-FLAVORED DRIED 

LAVER” 

이거는 “이런 요물”이라는 물이에요. 

It’s “YOU, WICKED” 

00:12:25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서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We’re making products and forming out identity. 

저는 어릴 때부터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포스터를 굉장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As majoring in design for a long time, I’ve always eagered to make a poster.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터는 그런데 대부분 영어로 돼있잖아요,  

But, as you know, most of the famous posters are written in English. 

굉장히 멋있는 타이포그래피처럼.  

As if they are great typography. 

한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 영어포스터에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What if it was written in Korean, with more meanings. 

옛날에 우리 런던 보이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The meaningless words like ‘london boy’ were popular in old times. 

,  

그래서 우리도 한글로 만들어본, 재미있는 포스터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더니 

So, I thought why we don’t make posters, written in Korean, and then, started.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Young people really liked it. 

 

이건 이제 “연애 중이면 좋겠다”라는 포스터고요, 

And, this is a poster “I’M DATING, wish I could be”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라” 

Elder people usually said “Just be healthy”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겠습니다”라는 포스터고요. 

It’s a poster written “OKAY, I’LL JUST BE HEALTHY” 

“헐” 이런 포스터도 있고요. 

There’s another poster. “OMG” 

이거는 SNS 에 이런 포스터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십니까 라고 아이디어 공모를 냈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When I asked people to get their own posters in Social Network Services, I got this idea.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데,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줘”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WALLS HAVE EARS, AND WOODS HAVE EARS. 

BUT THERE ARE NO EARS TO LISTEN MY WORDS.” 

“청소를 안 하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I got this, too. “UNLESS YOU CLEAN THE ROOM, THE NEW UNIVERSE WILL 

BE BORN” 

00:13:30 

여러분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작업 물들이 계속 쌓여 작년에 코리안디자인어워드에서 

아이덴티티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Although you may not believe it, by piling these results up,  

we were awarded the Korean Design Award in the identity field last year 

이 상은 작년에 모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작업을 통틀어서 하나가 선정이 되는데요, 

The prize awarded one company among every brand’s identity work,  

including large companies. 

그걸로 배달의 민족이 선정되었습니다. 

‘People of Delivery’ was selected for that.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You can give me an applause. Thank you.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까 

Then, when people made these, how did they do it and what kind of ambience were they 

in? 

 

창의적 자신감은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How is the creative confidence made from? Imagine how it does. 

 

그러면 혹시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Then, perhaps is it atmosphere like this? 

 

굉장히 자유롭고, 널 부러져서, 권위적이지 않고,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을 할거 같은?  

Totally free, sprawled out, not authoritative... working and coming up with ideas in 

such atmosphere?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Actually it is how we work in my company.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거냐면요,  

What’s really important here is…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조직인 IDEO 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회의를 할 때는 제 3 자가 그 

회의 석 상에 들어갔을 때 누가 보스인지 모르게 하라”. 

IDEO, the most creative organization in the world, said that in creative meetings, a 

third party should not recognize who is boss when he enters a meeting room. 

 

동감하시나요?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보스인지 모르겠죠.  

Do you agree? You don’t know who is boss in this picture. 

 

사실은 무릎 꿇고 있는 저 친구에요. 

In fact, the person who is kneeling is a boss. 



                             

 

양말 벗고 누워있는 친구들이 인턴들이에요.  

The people who are lying without socks on are interns. 

 

이 친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 합니다. 

They have meetings together, and talking together. 

 

이건 또 디자인 실이 아이디어회의를 하는 장면들이에요.  

These are scenes of a design department holding think sessions.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게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죠. 

They are having a meeting creating an extremely free and funny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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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창의성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발휘되는가?  

Then creativity can be only unleashed in such a free atmosphere?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것 이상의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As you all know, there is something more than this.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인데요.  

It is a confidence that comes from childlike innocence. 

 

이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면요,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오늘은 저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떤거냐면요,  

I am not here just to talk about these things. What I want to say is... 

 

우리 모두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제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We all have constraints when we proceed work or when we carry out projects. Right? 

 

돈에 제약이 있고요, 리소스, 인력에 대한 제약도 있고요, 시간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We have the constraints of money, resource, manpower, and we also have a time 

restriction.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더 좋은 작업 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합니다.  

We always say like this, “If I had more time, I could make better products.”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But, you know it’s not true, don’t you? 

‘돈이 정말 풍부하게 무한정으로 나한테 주어졌다면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닌 걸 아시죠,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make more wonderful products…”,  

And you know it’s not.  

여러분들?  

Ladies and gentlemen? 



                             

진정으로 창의적인 작업 물은 사실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We are talking, “really creative products are the things which have been made in spite 

of various constraints.” 

제약은 반대로 창의성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Sometimes, constraints arouse creativity reversely.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Do you agree with this?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요,  

Do you know how we call this? 

창의적 제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We call it, “The creative constraints” 

00:16:04 

제약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제약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Constraints are made by external factors, but, 

‘스스로 제약을 만들어내고 그 제약을 이겨냄으로써 창의성을 일깨울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we formulate and implement the hypothesis, ‘we make constraints for ourselves and by 

overcoming these constraints, we can find enlightenment of creativity.’ 

디자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쉽지만 어려운 디자인이 뭐냐 하면요, 명함 디자인이에요. 

Do you know which design is the most difficult and easy-hard in design areas?  

It’s the card design.  

이미 포맷이 너무 많이 정해져 있고요, 사이즈가 제약이 있고,  

There are so many formats settled already, and the size has constraints.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Also, we have to contain so much information.  

저희가 만든 명함인데요.  

This is a card we’ve made. 

저희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We thought the other way.  

 

‘그러면 명함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I want to make creative business cards.” 

명함은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고 이름만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And put only name in, because “business card is a card for name” 

그랬더니 저의 명함을 받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죠. 

People who received my business cards were surprised.  

강남 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국회에 출마하는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만 

They misunderstand me as a worker in Gangnam station or candidate for the election. 

그래도 다들 이 명함을 보고선 창의적이란 생각을 가지고 저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Anyway, they soon get familiar with us and think that our business cards ar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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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훈련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잡지 광고에요.  

One more training is with the magazine.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 매거진에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Once, we got the opportunity to make an ad on “MONTHLY DESIGN” 

월간 디자인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그래픽으로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Numbers of Korean designers are producing ads using the greatest graphic on that 

magazine.  

우리도 그 정도의 그래픽은 할 수는 있지만,  

We could to the similar level of graphic technique, 

우리가 그렇게 한들 얼마나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but it won’t make any difference.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So, we made an idea the other way. 

이 안에서 우리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How could we convey our message? 

그래서 잡아본 게 이미지를 다 들어내고 카피 하나로 한번 광고를 해보자. 

We decided not to use image, but to use texts only. 

그래서 이렇게 광고 시안을 잡아서 담당자에게 보냈더니 담당자가 깜짝 놀란 거에요.  

When we sent our draft to the working-staff, he was shocked,  

시안 맞냐고, 최종파일 맞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런 말이 왔어요.  

and asked for double-check for our draft.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잡지 테러 캠페인’이라고 부르자고 하고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So we call this project ‘TERRORIST ACT CAMPAIGN FOR MAGAZINE’ and made 

some ads. 

‘ 

디자인 잡지에는 디자이너들이 보기 때문에 “잘 먹고 한 디자인이 때깔도 좋다”이런 것도 해봤고요, 

For design magazine, because it’s published for designers,  

we made “YOU CAN MAKE GOOD DESIGN WHEN YOU EAT WELL.” 

이거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거는 (박수) 네 감사합니다. 

It is “YOU DO IT FOR EATING”. (Applause) Thank you. 

이거는 국회의원들만 보는 잡지에요. 

It’s a magazine which congressman read. 

정말 회사가 큰일 날 뻔 했어요. 

My company was in embarrassed position. 

이건 여성중앙이에요.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젤 이뻐”. 

It’s a Central Women magazine. “KYUNGHEE, YOU ARE MOST BEAUTIFUL 

WHEN YOU EAT.” 

아까 나왔던 그 카피는 이 잡지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The copy which was shown before was made through this advertisement. 

.  

이거는 굿모닝 팝스에서 “치킨 X 췌킨 O”인거죠. 

This is in Good morning pops magazine. “NO CHIKIN(Korean sound), YES 

CHICKEN.” 

여기서 제약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약이 있는데요. 

As I said earlier, there are limits we made by ourselves. 

일단은 광고를 저희가 광고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언제 하겠다고 입금을 시키고요, 

First, even though we’re an advertiser, we announce when we’re going to advertise and 

pay them. 

아이디어도 없는 상태에서 입금시키고 그 날짜까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We pay them first without any ideas, and squeeze ideas by the date. 

 

그리고 두 번째 제약은 뭐가 있냐 면요  

And, there is second limit. 

 

잡지는 모두 타깃이 있어요. 

Every magazine has a target. 

여자가 보거나 디자이너가 보거나 어떤 남자들만 보는 마초성있는 남자들만 보거나 이런 타깃이 있는데, 

For women, for designers, for men who are macho. 

그 타깃에 맞춰서 배달 음식에 관련된 카피를 뽑아낸다. 

We write the copy about delivery food for the target. 

이걸 2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는데, 

We’ve done this for 2years, and kept training. 

다음 거 보시죠. 

Here’s the next th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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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 21”복날은 간다”,  

A magazine Cine21 “Canicular days were passed”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발자들만 보는 잡지죠.  

This is a Microsoftware, a magazine mainly for developers. 

 

개발자 “먹을 땐 개발자도 안 건드린다".  

Developers. “Don’t even bother developers when they eat.” 

 

이건 월간 윤종신이에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먹던 치킨”  

This is a Monthly Project Yoon Jong Shin. “First fried chicken after we took off school 

uniform.”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건 객석에, 이건 좀 어려웠어요,  

Can you remember this? This is a Monthly Gaeksuk. It was quite difficult.  

 

객석을 어떻게 풀어낼까. “오리지널 내한치킨”으로 풀어봤습니다. 

How can we express the Monthly Gaeksuk? “Original visit Korea chicken”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이건 웨딩 잡지에요.  

“Go on a diet using Photoshop” This is a wedding magazine.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 하시죠? 

I think many of you sympathize, Right? 

 



                             

그러면은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예전에 저하고 일했던 친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요즘에 디자인 진짜 쉽게 한다, 어떻게 디자인을 이렇게 막 하니”이런 얘기를 하지만  

When I design such things, 

people, all of my former colleagues say,  

“Recently, you produce designs so easily.  

How can you design in such a sloppy way?” 

 

사실은 저는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화가가 한 분 계셨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티치아노라는 화가에요.  

In fact, there was an artist whom I liked very much. 

The artist is Tiziano lived in the renaissance period. 

 

이 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티치아노가 귀족에게 그림 한 점을 의뢰를 받아요. 

I love his story. A nobleman asked Tiziano to create a painting.  

 

그래서 단 10 일 만에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보내드립니다.  

So he finished magnificent painting in only 10 days, and sent it. 

 

그리고 가격을 청구했는데, 당시에 엄청난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요,  

And he asked the nobleman to pay massive amounts of money at that time. 

 

수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귀족이 완전 화가 납니다. 

Maybe tens of millions of won. And the nobleman totally pissed off. 

 

“아니, 10 일 동안 그린 그림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거액을 청구를 하다니, 완전 사기꾼, 나쁜 X” 이렇게 

화를 내죠.  

The nobleman got mad and said,  

“He charged that amount of money for a painting completed in 10 days!  

What a swinder, bad guy!”  

 

티치아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iziano says like this. 

"왜 당신은 제가 10 일 동안 그린 그림만 생각하고,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30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보지 않는군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said, “You just think about my picture only,  

but you don’t know that I needed 30 years to master it.” 

창의성도 수련과 훈련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This is the story that creativity should be based on training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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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 년 전, 7 년 전에 훈련했던 방식이에요.  

It is my training method I did 6 or 7 years ago. 

제가 네이버 오픈캐스트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Naver opencast service had been made, 

저는 그 안에서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와 영상들을 하루에 8 개씩 모아서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and with this service,  

I published 8 websites and video clips on-line per a day  

that can make other designers inspired day after day.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Anyway, after doing this, the designers around me often say like this to me,  

“you think, how long will you be supposed to work on it?”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So, I’d like to refuse to yield. 

‘한 세 달을 해보자.’  

‘Okay, I will work for 3months first’ 

세달 정도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After the 3 months, a lot of things to do had appeared.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때도 있고요,  

Sometime, I went to the emergency room because my child was sick, 

회사에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도 생기고요,  

and some works to do about company were occurred,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술을 마셔야 할 일도 생기고요.  

 

sometimes, I had a drink because my intimate friends came to see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더니,  

In spite of these things, I worked day after day without a break for 3 months, 

이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and then, I got the power to do it continually. 

이거를 어느 정도로 했냐 면요,  

If you ask me how long I have done this.. 

755 일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것을 해 봤습니다.  

I’ve done it day after day without a break for 755 days. 

그랬더니 저에게 얻어진 건 돈도 아니었고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As a result, what I’ve got was not money, and honor was not, too. 

 

여러분들 이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It’s not popular. Nobody knows it. 

그렇죠? 

Isn’t it? 

명예도 없죠, 이걸 했다고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I didn’t get anything. There was nothing. No honor, no money.  

하지만 제가 얻었던 거는 아주 밀도 높은 작은 자신감들이었습니다. 

What I earned was tiny pieces of confidence with high density. 

나 스스로 뭔가 계속 해낼 수 있겠다,  

The belief that I can do something by myself, 

외적 보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was gained when I achieved something with untiring effort, not by the extrinsic rewards.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The business idea of ‘descendants of delivery’ was born there. 



                             

755 일 동안 다른 친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이트와 영상을 제가 계속 모았으니 

During the time I spent to search and gather the inspiring site addresses and video clips,  

제가 얼마나 스스로 트렌드에 민감해졌겠어요. 

I became hypersensitive to trends. 

그래서 아이폰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Then I thought ‘As i phone and smart phone being popular,  

‘이런 서비스가 생길 수 있겠구나’해서 만든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services like ‘descendants of delivery’ would work out!’ and ma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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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러분도 간단하게 한 번 시험해 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I want you to this simple test.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달력이에요. 모두 이런 탁상 달력들이 있으시죠?  

You must have a calendar. 

이 탁상달력을 제가 가볍게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This is what I made.  

달력을 하루를 지우는 것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루를 지우고 하루를 지웁니다. 

It’s easy to make ‘X’ everyday, like this. 

그런데 이 달력을 지울 때 제약을 걸어보는 거에요.  

Let’s place a limitation here. 

그날 하루에 한 칸씩만 지워야 돼요 

Everyday has one chance to make “X”. 

 

.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상이나 이런걸 바라지 않고 스스로 그냥 하는 거에요 

And, you just do without any rewards and something from other people. 

. 그러면 여러분들, 몇 일정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Then guys, how many days do you think you can do that? 

한 세 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May you be able to do it for 3months? 

그러면은 세 달 동안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en, if you do this every day for 3month, what would you get? 

아까 말씀 드렸던 밀도 높은 아주 작은 자신감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You may get tiny confidences of high density as I said earlier. 

그걸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You may get inspirations which you can do others through the experience. 

. 만약에 삼 개월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은, 

If there is nothing for 3 months work, 

삼 개월을 더 해보시면 뭔가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I guess you will get something if you do 3months more. 

,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Okay, Let me give you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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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I told you the ‘Creative confidence’ at first.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Creative people have a confidence. 



                             

그럼 그 자신감은 첫 번째로 그 자신감은 무엇이냐 면요, 

The first part of confidence is 

 

어린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에요. 이거는 겁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Childlike innocence. It is the confidence without fear. 

 

이거는 발상을 할 때 탁 하고 나오는 자신감이죠.  

It comes out when you get ideas.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Secondly, even if you have a marvellous idea, 

you cannot make creative thing without putting it into practice.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련을 통해 쌓은 자신감이에요.  

So the confidence acquired from practice is also important. 

 

이 자신감은 겁을 이겨내는 자신감입니다.  

The confidence is a confidence that overcomes fears.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 I recommend you to try these things.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Here are the keywords.  

제약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일깨워줄 수도 있습니다.  

Constraints can unleash your creativity. 

 

이 제약을 스스로 한 번 만들어서 한번씩 계속 해 보세요, 꾸준하게. 

Make the constraints by yourself, and keep doing it. Continuously.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창의성을 깨울 수 있고요.  

Then you can develop your creativity on your own. 

 

두 번째는 자발적 동기에요.  

The second thing is a self-motivation. 

 

우리는 외적 보상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We are so used to do something for external rewards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오르면 게임기를 사주겠다,  

since we were young.  Like, “If your grades were improved, you would get a game 

machine.”  



                             

회사에 오면 KPI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or, in company, “If you accomplished any goals, you would get a bonus.”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By these things, we’ve been moved to this day. 

외적 보상은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But, external rewards decrease the creativity. 

스스로 자발적인 목표에 의해서 동기를 발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we should be self-motivated and make our goals for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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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소한 실천인데요,  

And, I want to talk about ‘trivial practice’. 

이 사소한 실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쌓게 되는 것에요.  

This ‘trivial practice’ is accumulated by doing something steadily. 

사소한 실천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사소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이것을 꾸준히 했을 때 그 안에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 ‘Trivial practice’ is,  

even if these things are very meaningless and minor,  

the meanings are inside of themselves, only when you are steady.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일, 아주 꼭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lways concentrate on important things or what you have to do, 

아주 사소한 것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sometimes, you can pass over very trivial things, but, 

사소한 것을 끊임없이 매일 매일 한다라는 거는 의식 저편 밑바닥까지 부터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you must always think it over from the bottom beyond the consciousness 

that you should do trivial things day after day.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달력을 하루씩 지우는 것, 너무나 사소하지만 이것을 해냈을 때 큰 의미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The limitation on calendar, though it’s trivial,  

would give you big sense of accomplishment.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작은 성공들이 되고요, 

These tiny efforts become tiny success. 

이 작은 성공들이 아주 밀도가 땅땅한 경험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These tiny successes become experience points of high density. 

이 근육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보다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nally, it will lead you to be creative than ever. 

오늘 이 SDF 의 큰 대주제인 혁신적 지혜란, 

The big theme of SDF, “innovative wisdom”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창의적 자신감이 기본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ands on the basis of creative confidence. 

어떻게,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today.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끗, 감사합니다. 

It’s all for now. THE END. Thanks a 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