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카콜라의 성공처럼 누가 먼저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창조적 융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컨셉의 결합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새롭고 낯선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비자’라고 하는 ‘대중’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있다. 단순히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참고로 했던 ‘소비자의 

니즈’가 아니라 파편처럼 흩어져 강력한 파워로 다가오는 그들만의 

목소리가 곧 디자인 컨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이너나 기업의 

입장에서  융합되어야하고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나 움직임에 착안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제품화하여야 

한다는 간단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명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1인 100색의 시대로 돌입한 지금, ‘창조적 융합 ’이라는 

키워드는 그리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첫 1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컨셉은 어쩌면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왜냐하면 21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으며,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성공한 사례들을 이미 여러 

Like Coca-Cola Company’s success, it could be an issue that who 

is taking the first action, but ‘Creative Convergence’ combines all 

concepts together and creates new and unfamiliar designs. On the 

other side, there is an important point that ‘The Public’, in other word 

‘Consumers’, needs to be the basis of all designs. Other than simple 

‘consumer needs’ that past designers referred to, we need to focus on 

the powerful individual voices which will be turned into the design 

concept. Thus, design concepts need to be driven through voices and 

actions of public rather than standpoints of designers or companies.

In the era of ‘hundred colors for one person’ that we just entered, 

‘Creative Convergence’ is not a new keyword what we are unfamiliar, 

but for us already have lived for decade of 21th century, this concept 

is indispensible. We have not found a definition of the design that rep-

resents 21th century yet. However, we have some cases in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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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that succeeded by following and listening voices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we need to find the clue of future design in public and 

this will quick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dividuals want things that are extemporary and rapid but at the 

same time, they desire designs which are aged, reliable, have familiar 

cultural code, moral and have public values. Through convergence of 

these values, creativity will be manifested and we call this as ‘Creative 

Convergence’. Also, in society, like gatherings of red devils and people 

in candle assemblies, self made groups and non government commu-

nities will be expanding it’s power. We need system of design which 

fulfills demands and needs of organizations and this will help them 

develop extensively even though it takes time. 

It is basic human instinct to solve problem as simple as possible on 

complicated problems. Finally, because design is for human, it should 

be focused on human-beings.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중에게서 

미래 디자인을 위한 단초를 찾아야만하고 그것만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오히려 쉽고 빠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  개개인은  더욱  즉흥적이며,  신속한  것을  원하는  동시에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것 ,  익숙하고  친근한  문화적인  코드들, 

도덕적이며 공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한다. 

이러한 가치들의 융합에서 창의성이 발현되어야 하며, 그것이 ‘Creative 

Convergence(창조적 융합)’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붉은 

악마나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NGO 등의 비정부 기관 또는 동호회 성격의 소규모 

그룹조직 등)들의 힘이 앞으로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러한 조직들의 

움직임과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풀어가려는 경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결국, 디자인은 인간(human-being)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결국 디자인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