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ifesto컨버전스 convergence는 전문화, 분업화를 핵심 가치로 추구했던 

산업사회에서 21세기의 정보지식사회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개념이며, 미래 창조사회의 필수불가결한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즉, 서로 다른 분야의 것을 결합하여 더 큰 효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단순 융합의 개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 산업 및 학문분야에서는 그 동안 

관심 밖에 있던 타 분야들과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디자인은 아름다움(美)과 쓰임새(用) 즉,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서 

출발했고, 인간·산업·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자의 

시각에서 보다 아름답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컨버전스라는 개념은 그러한 디자이너들에게 더욱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이고 융합에 기반한 

창조활동은 기존 인간의 삶과 환경 전반에 걸친 질서를 혁신하는 본질적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만큼 신중한 책임의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본 저널에서는 창조적 컨버전스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미래의 창조적 

컨버전스는 어떻게 정의되고 진화되어가야 할 것인지 모색한다.

 선언문

Convergence is the newly brought up concept that drew attention as the

industrial society valuing specialization shifted to the informational intelligenc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t has become the indispensible core value of

the future creative society. In other words, the concept itself is shifting from

convergence of different fields for a larger benefit to convergence for the

creation of new values that has not existed before. Therefore, in all industry and

academic fields, people are discover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of other fields that has not been at the center

of their attention. Also, they are trying hard to support talented individuals.

Especially, design has started from the value of aesthetics and usefulness,

that is, convergence of art and science, and played role of creating new and

beautiful values with the integrator’s perspective that crosses areas of human,

industry and technology back and forth. Therefore, concept of convergence

will provide the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for those designers to create

new and innovative values with free access between different fields. However,

these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integration and convergence will bring

essential changes that make innovation on existing order of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In that degree, it will require a careful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is journal, we are going to look in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eative

convergence and how the creative convergence of the future will be defined

and be evol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