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ten thousand years, the pace of creative convergence has paral-

leled the slow shift of cultures and the drift of human geography. This 

began to change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explosive force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followed by mass production and now 

the knowledge economy have changed the ways in which we work, as 

well as the ways we communicate, This has had powerful cultural ef-

fects. These effects pose great challenges to creatures that live in the 

bodies and think with the brains that human beings evolved for hunting 

and gathering. 

For designers, cultural convergence means adapting a wide range of 

tools and process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design research, 

cultural convergence requires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the world 

around us to understand the problems we address with the tools and 

processes we design, and it means working on a scale we have never 

before at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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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만년 동안 창조적 융합의 속도는 문화의 변화와 

인문 지리학의 흐름과 문화의 느린 변화와 유사해왔다. 

이러한 융합의 속도는 19세기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 2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원동력에 따른 대량생산과 현재의 

지식기반 경제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은 물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것은 강력한 문화적 

영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은 신체를 가지고 사냥과 

수확을 통해 진화한 뇌로 생각하는 인류의 창조물들에게 

광대한 도전들을 야기한다.

디자이너들에게 문화적 융합은 이러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도구와 과정의 폭넓은 범위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연구에서 문화적 융합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도구와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주변 영역들의 다학제적 연구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규모로 

켄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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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rgence of cultures in time and space make this an extraor-

dinary era. Human times have always been extraordinary for those 

who face the challenges each era brings – what defines our era is the 

understanding of our presence in a world defined by the sciences and 

politics of the artificial. This moment is a factor in cultural conver-

gence and the consequences we face at this time are a result.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공간에서의  문화적  융합은  이러한  특수한  시대를 

만들었다. 인류의 시대들은 각 시대가 초래하는 도전들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특별했다.  우리의  시대를 

정의하는 것은 과학과 정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정의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은 문화적 융합의 요인이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영향들은 그에 대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