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견- 1) 창의적인 생각을 위한 3가지

Think different = Dissatisfaction + Question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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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정답은 없다. 그 답이 있다면 세상에
창의적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과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은 흔히 타고난다고
이야기 한다. 인간의 창의성을 100으로 할 때, 90%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온 성장과정에서
결정지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공부는 좀 못해도 두뇌가 말랑말랑하고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는 잘 하지만 창의성보다는 암기력이나 분석력에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10%다. 이 10%는 훈련에 의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사람
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Think dissatisfaction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다. 기존의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다. 기존의 광고를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Think Differrent’를 주장하며 세
상의 미치광이에게 건배를 제안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창의적인 사람들은 분명 기존의 것
에, 기존의 룰에, 기존의 제품에, 기존의 광고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다.
Think question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한 부류는 불만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그 불만의 이유를 애써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제품은 왜 이렇게 밖에 만들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제품이 맘에 안들까’, ‘나는 왜 이 광고가 별 느낌이 없을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질문이 많다는 이야기처럼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애같다. 아인시타인의 웃는 모습은 얼마나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같은가. 수염만 없으면 영낙없
는 개구장이 소년같다. 질문이 많으려면 일단 불만이 많아야 하고, 그 불만에 대하여 끝없는 의문
을 던질줄 아는 사람들이다.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들, 거기에서 창의성의 싹은 자라는 것이다.
Think solution
중요한 것은 불만이 그저 불만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 불만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창의성이란 정답이 없는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이보
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향해 끝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 생각의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불만이 있고 의문이 있더라도
그 고민의 과정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컴퓨터를 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스티브 잡스로 하여금 퍼스널 컴퓨터시대를
열게 하였고, ‘왜 기존의 MP3는 기계만 팔지 음원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아이팟과 아
이튠을 생각하게 하였다. ‘왜 핸드폰을 사면 제조사에서 기계안에 담아놓은 컨텐츠만 이용해야 하
는걸까?’라는 의문이 앱으로 대표되는 아이폰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개척한 퍼스
널컴퓨터시대조차 부정하고 ‘왜 사람들은 컴퓨터를 손바닥에 들고 다닐 수는 업을까?’라는 의문에
서 지금의 아이패드를 탄생시킨 것이다.
Think different
잡스는 늘 기존의 세상, 기존의 제품에 불만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밤
을 샜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직원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쫓아냈다.
그러한 잡스의 DNA가 오늘 애플을 만들고 인류의 통신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은 것이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5년만 더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잡스에겐 안된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한국의 IT산업, .아니 한국의 삼성전자는 아마 잡스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졌을 지도 모
른다. 소니의 신세로 전락했을 지도 모른다. 하드웨어의 시대에선 디지털의 물결을 타고 삼성전자
가 소니를 이길 수 있었지만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에선 도저히 애플을 따라잡
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창의성은 하드웨어의 삼성 대 소프트웨어의 애플이라는 기업문화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답이 안나온다. 삼성을 움직이는 사람들, 삼성에 입사하는 대한민국 엘리트들,
즉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창의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대한민국의 기업문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교육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가장 잘 담아낸 애플의 기업광고 카피이다.
‘미치광이에게 경배를.
부적응자, 반역자, 말썽꾸러기, 사각구멍에 박힌 둥근 못,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 그들은 규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 현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략) 당신은 그들을 찬미하거나 헐뜯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들
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사람들이 그들을 미쳤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천재를

본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nk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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