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vergence’ origins from the digital convergence which was all 

about consolid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o a single 

device. Now, as boundaries of each zone have gradually collapsed, we 

are moving towards the social phenomenon of fusion and integration. 

Recently, the subject of focus has shifted to ‘how to converge’ rather 

than ‘what to converge’. ‘Creative convergence’ can be a significant 

solution of how to converge. Because creation is all about making 

something new and useful, through creative convergence, we can be 

privileged with new benefits that were not possible to experience 

before. Creation is pursuing new values freed from existing order or 

values. So, good result cannot be created when we are captured by 

inertia of thinking. Anyone can know what ‘Creative Convergence’ is, 

but executing it could be a different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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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2

'컨버전스(convergence)'는 하나의 기기나 서비스에 모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의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에서  시작하여  점차  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융합(fusion) 또는 통합(integration)되는 

사회현상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엇을 컨버전스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컨버전스 할 것인가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창조적 

컨버전스(creat ive convergence)'란  어떻게  컨버전스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창조적 

컨버전스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창조는 기존의 가치나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므로 생각의 관성에 

사로 잡혀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창조적 

컨버전스란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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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we can ask what makes creative convergence possible? Lately, 

word ‘Consilience’ attracts more public attention than ‘Convergence’. 

The idea is to have frequent and clos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identities with each subject valuing their own definition. It has evolved 

from initial convergence in which we have neglected the original core 

values by only focusing on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zones. 

True convergence is visualized when new values are created from col-

laboration of different unique values. For instance, take a look at the 

camera phone where it delivers two functions from a camera and a 

phone. This is not the complex convergence of two features; rather, it 

congregates two functions to create a video call function. Especially, 

a digital game which allows family conversation is the perfect ex-

ample of ‘creative convergence’. In this case, because two conflicting 

values break the existing order to make a new and meaningful value, it 

becomes creative.

Futures are always drawn from the basis of hopeful scenarios. Hope-

ful future is promise of better life and convergence becomes a critical 

method when seeking for them. Depending on how we define a better 

그렇다면  창조적  컨버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 컨버전스 대신 통섭(通涉)이라는 용어가 

주목 받고 있다. 서로 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도 서로 

왕래를 빈번하고 밀접하게 함으로써 통합에 이른다는 

것인데, 경계 허물기에만 집중하여 원래의 핵심가치를 

잃게 되었던 초기 컨버전스의 결과에 대한 반성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각각의 고유 가치가 합쳐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진정한 컨버전스라 말 할 수 있겠다. 전화기와 

사진기의 기능이 합쳐진 카메라폰의 경우를 보자. 이 것은 

통화와 촬영의 복합기능의 컨버전스가 아닌, 사진기의 촬영 

기능을 전화기의 통화 기능과 결합하여 영상통화 기능을 

만들어  낸  컨버전스이다.  특히  디지털게임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게임기로 녹여낸 사례는 창조적 

컨버전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여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롭고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냈으므로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늘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희망적인 

미래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며, 컨버전스는 보나 

나은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보다 나은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컨버전스의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디자인의 해석 또한 

중요하다. 그간 디자인은 양극단을 향해 진화해 왔다. 

한편은 더 많은 것이 더 나은 삶으로 통한다는 논리로 

산업소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매년 새로운 모델로 

갈아 입고 더 나은 성능과 기능이 새로운 삶을 보장한다고 

유혹한다.  한편으로는  더  적게  더  오래  갖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윤리적 디자인 담론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90년대 얼터너티브(alternative) 

디자인 운동의 기수가 된 Droog 디자인그룹의 메세지는 

창조적 컨버전스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를  솜씨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웃과  나눠쓰는 

공구나 더 가까이 앉도록 유도하는 벤치, 대량생산된 

물건들을 조형적 오브제로 승화시키는 솜씨까지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컨버전스 사회에서 디자인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 동안 창조의 대상이었던 조형의 세계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대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예술의 세계에서 일상의 세계로 디자인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자인 

교육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디자인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술대학에서 독립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공학 또는 디자인학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공감을 가져왔다. 또한 디자인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리서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태도 역시 

도전 받고 있다. 이제는 디자인의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고 

문제해결  방법  자체를  탐구하는  융복합  학문으로써 

통합적인 디자인 교육이 요청되는 시대이다. 인간의 본질과 

욕구, 사회적 관계와 소통, 도구와 환경 등 삶을 이루는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앞으로 디자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이며, 창조적인 

컨버전스의 대상이 될 것이다.

standard of life, the aspect of convergence differs; so interpretation of 

design on them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We have evolved 

towards both extremes and have contributed on expanding industrial 

consumption with the notion of ‘the more the better’. Every year, we 

are lured by flourishing numbers of new models with better features 

and functions which say they guarantee great life. On the other hand, 

some insists fewer but solid long life products will guarantee a mean-

ingful life. This idea has contributed and helped to expand the ethical 

design discourse. Droog design group, the rider of 90’s alternative de-

sign movements, proposes suggestive message on future of creative 

convergence. They are intelligently presenting how design suggests 

new life from our everyday life. Their output includes tools to share 

with neighbors, bench which encourages sitting closer, to objects that 

turned from mass produced products. They are very skillful in suggest-

ing new design directions.

In this new convergence era, design faces a new turning point. We 

should not be tied to the previous formative design which was the 

subject of creation, rather we should accept new subject of creation 

which is the way of life. In other words, there needs to be a recon-

struction of design identity from an artistic world to a world of every-

day life. Design education also needs to be reconstructed. For a long 

time, attempts for the design education to be independent from the art 

school have been made. Discussions about the design education need-

ing to be dealt by engineering and design department are brought out. 

In addition, the approach that the design can be achieved by scientific 

approach and research is being challenged. There needs to be a new 

integrated design education that regulates and investigates the design 

problems. Creating sustainable and ethical values in our ecosystem 

which contains human nature, needs, social relationship, communica-

tion, tools, and environment, is the essence of the future design chal-

lenges and this will be the target of ‘creative conver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