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적 융합’은 역설적이며 공생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한 

‘창조성’의 본질은 미로여행과 같이 알 수 없는 세계로의 탐험이자 새로

운 경로, 통로, 그리고 그 자취들을 형성하는 기록의 과정을 말한다. 다

시 말하면, 이것은 혁신적인 개념의 진화와 발견을 암시한다. 그러나 아

이러니 하게도 다음의  ‘융합’은 연합과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

문에 ‘창조성’과 ‘융합’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이 반대의 개념이 만나 다른 하나 없이는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신비한 

관계가 생성되며, 이 두 개념들의 결합을 통해 의미 있고 강력한 해답이 

나타난다.

Carl Gustave Jung은 ‘집단 무의식’을 우리의 잠재 의식 안에 존재하는 

이데아 형태로 숨겨진 보편적인 심상으로 보았다. 그는 이런 이데아를 

이해함으로써 정신적인 총체화와 세상과의 연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자기 개성화로 도달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는 ‘집단 의

식’에 대해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 전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현실적 요구와 수요에 주목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해야 

Creative convergence implies a paradoxical and symbiotic relationship. The very na-

ture of creativity is the exploration of the unknown, which can be likened to a laby-

rinthine journey. It is a process of record, which forms many new paths, trails, traces 

and tracks. This suggests openings and ruptures as innovative concepts are evolved, 

discovered and revealed. However, ironically convergence entails a sense of junc-

tion and meeting. Thus “creativity” and “convergence” appear to be diametrically 

opposed. It is in this dichotomy that an alchemic, magical symbiosis occurs. The one 

cannot exist without the other. It is through the connection of these two concepts 

that meaningful and powerful solutions are found.

Carl Gustave Jung referred to the “collective unconscious”; a universality of signs 

and symbols buried in our subconscious in the form of archetypes. The understanding 

of these archetypes he believed could lead to self-individuation that is to psychologi-

cal wholeness and healthy connectedness to the world. It is my contention that today 

we should be looking at a “collective consciousness”. This can be achieved by being 

fully aware and paying attention to the real needs that are universal to soci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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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e. This involves asking reminiscent and profound questions about humanity 

and its challenges. It is through collective convergences and awareness that creativ-

ity and design can be of service to mankind.

 Furthermore these connections should also be made on a personal level involving an 

empathetic holistic approach that sees through barriers of race, gender, religion and 

prejudice and which combines the intellectual, spiritu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 

human being as a living feeling being. It is through empathy that we can truly align 

ourselves with the plight of others and in so doing be motivated for good. It is through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of self-individuation, personal expression and collec-

tive consciousness that meaningful and significant solutions can be used to meet the 

realities of modern existence. These convergences mean that new conversations can 

take place; the artist can sit with the mathematician, the weaver with the architect, 

and so on. These unlikely companions lead to new exchanges, with fresh paths being 

forged and renewed respect for the power of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True 

creative convergence lies in an openness and recognition of the limits and boundar-

ies of others and in that recognition formulates new territories for all.

한다. 그 예로, 인간의 속성과 인성의 도전에 대한 심오하고 깊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집단적 융합과 인지

를 통해 창의성과 디자인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융합은 공감 가능한 총체론의 접근을 가지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여기서 말한 총체론의 접근이란 지적, 정신

적, 신체적 측면을 포함하는 인종, 성별, 종교와 편견의 벽을 통해, 사람

은 인지 가능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이다. 우리

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자신 스스로를 비교하고, 이로 인한 감정이입

을 통해 좋은 것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또한 자기 개

성화와 개인표현 그리고 집단 의식의 역설적인 관계와 더불어 의미 있

고 특별한 해결방안을 통해 근대의 현실을 보도록 도와준다.  마치 이 

융합은 미술가와 수학자, 직공과 건축가의 융합과 같이 교류하면서 새

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동

반자가 되어 개인과 집단을 위해 신선한 길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을 일

으킨다. 이렇듯 진정한 창조적 융합은 타인의 한계 또는 경계를 개방하

고 인식하게 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해답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