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Ways of Creativity: 
Keeping Traditions Alive?

Adhi NUGRAHA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자카르타에서 태어났다. 인도네시아의 반둥 

공과 대학(ITB)에서 산업디자이너로서 교육을 받은 후, 1992년과 1994년 사이에는 

독일의 디자인 회사 바벨디자인(Babel Design)에서 일했다. 그는1995년 핀란드 헬싱키 

미술 디자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그는 ITB 디자인 학과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관심 영역은 공예와 개발, 디자인에서의 문화적 측면 등을 포함한다. 

강의 활동 외에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소규모의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에서 공예와 디자인영역의 상을 받아왔다. 그는 현재 국립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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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platform the creativity should be based on? Ethically, our intention in search-
ing the essence of creativity that will fit to Asian societies should be primary aimed to 
encourage a richness of diversity of Asian cultures. As shown in nature, diversity gives 
strength, and it is vital for sustaining the eco-system of our planet. Therefore, having 
prosperous in diversity is the most elegant way to achieve the betterment quality of 
lives and sustainability of Asian cultures, of our globe. Certainly, Asia is not monocul-
ture, and it is just being in diversity that makes it is potential and strong. Dealing with 
this issue, this paper proposes that we have to go back to our root, to re-discover our 
culture and our tradition, and to take lessons from our ancient wisdom. Accordingly, 
the TCISM model is introduced as a tool to deal with those aims. It shows how to 
transfer various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for the uses of our contemporary 
lives; how creativity can potentially contribute in this process?  

Why Looking Back to Tradition?

The concept of ‘tradition’ in this paper describes all kinds of old ways and habits, such 
as established method, practice, belief and custom that had been usually used for gen-
erations. I also use the word tradition to be associated with oldness, static, past time, 
pre-industrial, indigenous, aborigine, and primitive; which a contrast with a word ‘mo-
dernity’ that expresses dynamic, hi-tech, industrial, newness, present, and progressive.

창조성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야 하는가? 윤리적으로, 아시아 사회에 맞는 창조성의 본질을 찾
으려는 우리의 의도는 먼저 아시아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연에서 볼 수 있듯 다양성은 힘을 주고,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
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문화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세계

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이다. 확실히 아시아는 단일 문화

가 아니며, 문화를 잠재적이고 강력하게 만드는 다양성의 형태로 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
해 본 논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로 되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재발견하며 우
리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TCISM 모델이 이 목표

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써 소개된다. 이 모델은 다양한 전통적 지식과 관습을 어떻게 우리

의 현대적 삶에 맞게 변환할 수 있을 지를 보여준다: 잠재적으로 창조성은 이 과정에서 어떻

게 기여할 수 있을까?

왜 전통을 돌아봐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 ‘전통’의 개념은 몇 세대에 걸쳐서 사용되어 온 정립된 방법, 관행, 믿음과 관습과 
같이 모든 종류의 오래된 방법과 습관을 나타낸다. 나는 또한 전통이라는 단어를 ‘오래된 것, 
정체된 것, 과거, 산업화 이전, 토착의, 원주민 그리고 원시적인’ 등의 단어와 관련 지어 사용

한다. 이것은 역동적인, 첨단 기술, 산업의, 새로움, 현재, 그리고 진보를 상징하는 단어 “현대

성”과 대비되는 것이다.

Jules Henry (1963)는 “인류에 반하는 문화 (Culture Against Man)”에서 원시사회와 현대 
사회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원시문화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생산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 물건을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규칙이다. 반면에, 현대적 역동

의 결과로 현대문화는 소유에 대한 최고 한도가 부족하다. Henry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
회의 가장 명백한 차이는 원시문화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고정된 만큼의 욕구를 생산하는 
반면,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불만족을 야기하는 욕구의 무한함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토착 지식과 관습에서 우리가 종종 수 천 년의 종합적인 지혜와 관습의 경험이 통합

되어 있는 미와 기능, 물리적 목적과 이상적인 목적, 경제적 결정과 생태적인 결정 사이의 조
화로운 균형을 발견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사회 인류학자인 Michael Howes (1980)는 지역

화된 생태계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와 능력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토착 지식과 관습이 종종 
사람들의 삶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경쟁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몇몇 연구는 또한 토착적인 관습의 대부분이 자연 법칙에 따라 기능한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Janine M. Benyus (2002)가 언급했듯 사냥, 수렵, 고기잡이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문화에

서는 생산품과 그 생산품의 근원을 존중하는 행동 체계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낭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

In “Culture Against Man” Jules Henry (1963) illustrates the essential different between 
the primitive and modern worlds. In primitive culture, as a rule, one does not produce 
what is not needed, thus objects are made in the quantity and at time required. On the 
contrary, resulted by contemporary dynamics, modern culture lacks of property ceil-
ing.  In Henry’s view, the most obvious gap between these two cultures is that while 
the primitive culture produces a fix bundle of wants that resulting stability, the modern 
culture creates infinity of wants that resulting restlessness.

Unsurprisingly, in traditional indigenous knowledge and practices we often find un-
doubtedly harmonious balance between aesthetic and function, physical and ideo-
logical purpose, economic and ecological decision, embodying thousands of years of 
collective wisdom and practice experience. Michael Howes (1980), a social anthropolo-
gist, notes that various indigenous knowledge and practices often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for sustainable improvements of people’s life, concerning to their ability and 
empirical understanding of localized eco-systems. 

Some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the majority of indigenous practices tend to func-
tion and suite with natural law. Cultures that depend directly on hunting, gathering, 
and fishing, as Janine M. Benyus (2002) notes, tend to work out codes of behavior that 
honor both product and source. It is considered strictly taboo, for example, to kill ani-
mals more than what you need, or to waste any part of an animal. In nature, as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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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is waste, and thing uses only the energy it needs.    

Aborigine people know, nature grows according to very stable laws and patterns, and 
nature is always right. Today, we –super modern men- in some extent have gone too 
far separated from nature and its law. As consequences, we often have to pay it with 
degraded environment and other serious problems. According to this issue, this paper 
proposes that we need to look back and take the lesson from the old wisdom that often 
takes nature as their master model. Fortunately, the number of such awareness toward 
tradition is growing, and this is likely just the beginning.        

The factors why ‘tradition’ receives many great concerns are varied. First, tradition 
has become a tool by many nations to create identity as a ‘counter-culture’ against the 
dominant culture or globalization. As Brynjulf Alver (1992) says, “Giving tradition a 
new life became a national pursuit…everywhere in local society today there is a strong 
need to state one’s identity”. Next factor is related to a concern of the lost of ‘valuable 
knowledge’. Most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such as craft- are embodied in 
individuals as tacit knowledge. As Peter Dormer (1997) argues, if knowledgeable peo-
ple fail to pass on their tacit knowledge then that knowledge will disappear; to redis-
cover that lost knowledge, will hard and time consuming. 

Finally, the strongest factor why worthwhile preserving tradition is that most traditions 

한다. 자연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며, 물건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이 법칙이다.   

원시 사람들은 자연이 매우 안정적인 법칙과 양상에 따라서 자라나고, 자연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즉 현대의 인류는 어느 정도 자연과 자연 법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염된 환경과 다른 심각한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

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본 논문은 자연을 완벽한 모델로 생각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다
시 돌아보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행히 전통에 대한 이러

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다.

전통이 굉장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로, 전통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 다른 지배

적인 문화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항 문화’로써 정체성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Brynjulf Alver (1992)는 “전통에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오
늘날 지역적 사회의 어디에서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요인은 ‘가치 있는 지식’의 손실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 공예와 같은 대부분의 전통

적 지식과 관습은 무형의 지식으로써 개개인에 통합되어 있다. Peter Dormer (1997)가 주장

한 것처럼 만약 지식 있는 사람들이 무언의 지식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사라질 것
이며 사라진 지식을 재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을 보전하는 강력한 이유는 대부분의 전통이 자연 법칙과 조화롭

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많은 전통적 관습에 
상당한 여지를 준다. 

work harmoniously with natural law. These characteristics give many traditional prac-
tices a great spot both from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s point of view. 

Locality, Diversity, and Creativity

The majority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operate usually in local environ-
ment, use local (natural) material, technique, and expert, and serve for local communi-
ty uses. McDonough and Braungart (2002) say: “All sustainability is local”. For them, 
to be sustainable, human systems and industries should be connected to local material 
and energy flows -with lo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forces- to local customs, 
needs, and tastes, from the level of molecule to the level of the region itself. 

Undoubtedly, using local source brings stability. When monetary crisis that followed 
by long economic crisis in 1997 hit Indonesia and most Southeast Asian countries, 
businesses –most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use local sources have proven 
enduring to survive, while others that strongly depended on foreign sources, such as 
raw material, expert, and capital, have largely collapsed.        

It is ‘locality’ too that makes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by nature, continue 
in maintaining diversity. The advantage of being diverse, it makes life stronger and 

The strongest factor why worthwhile 

preserving tradition is that most traditions work 

harmoniously with natural law. 

These characteristics give many traditional 

practices a great spot both from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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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cDonough and Braungart (2002) illustrate, that in nature biodiversity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in supporting sustainability of the ecosystem; not 
‘monoculture’ that results in weakness. Homogeneity makes the ecosystem less stable, 
less able to cope with natural catastrophe and disease, less able to stay healthy and to 
evolve over time. So, the more diversity, the more productive functions are performed. 
Accordingly, Hundertwasser, an Austrian painter, architect and ecologist expresses that 
the more different things there are, the richer the world. It approaches paradise: many 
different things living next to each other. For him, “The earthly paradise we found will 
eventually become hell as the variety of life shrinks” (Rand, 1991) 

Therefore, it is incorrect, for instance, to produce one type of product, system, or ide-
ology that should fit for all people, cultures, and places; simply because it is against the 
natural law. It kills diversity. 

How should then creativity work in Asian way? Should it be based on convergence? Or 
minimalism as commonly applied in the modern West? Maybe not. One of the unde-
niable Asian ways of creativity probably is that they like to decorate everything. This 
habit seems not aimed only for demonstrating the aesthetic capacity, but for express-
ing creativity in constructing identity as well; to differentiate one self with the other, 
because in some points they don’t like the sameness. Asian people like, by nature, to 
show and create diversity.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화가, 건축가이자 생태학자인 Hundertwasse는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할수록, 세계가 더 풍요로워진다고 표현한다. 많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낙원에 근접한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지상 낙원은 생체의 다양성이 줄어듦에 따라 결
국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Rand, 1991).

그러므로 모든 사람, 문화, 장소에 어울리는 한 가지 유형의 상품, 시스템, 이데올로기를 생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
형의 생산은 다양성을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창조성은 아시아적 방식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융합에 근거해야 하는가? 혹
은 현대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미니멀리즘에 근거해야 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창조성의 아시아적 방식 중의 하나는 아시아인들이 모든 것을 장식하기 좋아

한다는 사실이다. 이 관습은 미적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

화하기 위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창조성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왜냐

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람들은 본래 다
양성을 보여주고 창조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사람들은 대중교통시설을 장식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In many Asian countries, for instance, people keep showing their talent through deco-
rating public transport facilities. It is quite hard to find two tricycles (trishaws), or two 
angkots (Indonesian most common mini-bus public transport), or two Philippine’s 
jipneys, buses, or boats, which are very identical. These vehicles are standard made in 
the manufacture, but once they are launched, the owner will put personal marks. These 
can be some additions of components, body-modifications, or decorations with new 
colors, letters, graphics, or figures. The result is the diversity, colorful, and personally 
reshaped of tricycles, angkots, jipneys, boats, and buses. 

Architecture is another example. In Indonesia, most developers build usually stand-
ard and similar-mass-fabricated thousand of single houses in certain real estate. After 
several years inhabited, the real estate usually turns to be a ‘Disney Park’ like. Why? 
Because each house owner has reshaped the house according to her/his own taste and 
preferences. Year after year, the used standard houses are juggled into a great diversity 
with variety of fences, styles, sizes, colors, ornaments, and gardens. Certainly, this habit 
to reshape and decorate thing appears also in many means of Asian cultures, exis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rtifacts, such as industrial products, electronic 
goods, furniture, and interior elements. The love for diversity of many Asian people 
turns the uniformity of industrial products into variety.

     

지역성,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

대부분의 전통적 지식과 관습은 대체로 지역 환경의 맥락에서 작동하고, 지역적(천연) 재료,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사용 목적을 충족시킨다. McDonough와 Braungart 
(2002)은 말한다: “모든 지속가능성이 지역적인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 가능하

기 위해서 인간의 체계와 산업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원동력을 바탕으로 분자적인 
수준에서 지역 그 자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재료와 에너지 흐름, 관습, 필요, 그리고 
취향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지역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안정성을 가져온다. 1997년에 오랜 경제 위기에 
이어 통화 위기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주로 중소 규모의 기업들)는 살아남을 수 있는 끈기를 증명한 반면, 원자재, 수출, 자본과 같
은 외국 자본에 주로 의지한 기업들은 대부분 붕괴됐다.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이 그 본성대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역성”이다. 
다양성의 이점은 생활을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McDonough 와 Braungart 
(2002)는 자연에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약함을 야기하

는 ‘단일문화’가 아닌 ‘생체다양성’이라고 언급했다. 단일성만 존재하면 생태계는 덜 안정적이

고, 자연재해와 질병에 약하게 대처하게 되고, 시간에 따라 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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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매우 동일한 두 개의 삼륜 오토바이, 혹은 앙꼿(인도네시아의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

통 시설인 미니버스), 혹은 필리핀의 지프니1(jipney), 버스, 보트를 찾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다. 이런 운송수단들은 제조회사에서 표준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일단 이것을 구입하고 나면 
소유주는 개인적인 표시를 더할 것이다. 이것은 부품을 더하는 것, 차체를 변형하는 것 혹은 
새로운 색, 글자, 그래픽, 그림으로 운송수단을 꾸미는 것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 결과

는 다양성, 다채롭고 개인적인 특색을 띈 삼륜 오토바이, 앙꼿, 지프니, 보트, 버스가 된다. 

건축에서 또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대체로 특정

한 토지에 대량으로 제작된 수 천 개의 표준적이고 유사한 집을 세운다. 거주한 지 몇 년이 지
나면, 이 지역들은 “디즈니 공원”과 비슷하게 바뀐다. 이유는? 각각의 집주인들이 자신의 선
호와 취향에 맞게 집을 고치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면, 한 때 표준적이었던 집들은 다채로

운 펜스와 스타일·크기·색·장식품·정원을 갖춘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지역으로 마술처럼 바뀐

다. 확실히 물체를 다시 만들고 장식하는 습관은 아시아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인간과 산업제품, 전자제품, 인테리어 요소와 같은 인공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다양성에 대
한 많은 아시아인들의 애정은 산업제품의 단일성을 다양성으로 변화시킨다. 

Re-inventing Tradition

Why old tradition is forgotten or left behind? The most appropriate answer seems to be 
that it does not fit anymore with the changing society of our modern life where ‘eco-
nomic growth’ is a mainstream. The fitter is the better. The new is increasingly powerful 
and it will replace the old. But does it always work that way? In “The Shock of the Old” 
David Edgerton (2008) argues that modern time in fact has never existed. Time was 
always jumbled up, in the pre-modern era, the post-modern era, and the modern era. 
As cases, the production of books continues to increase, even the key novel technology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electronic computer, has been around for many dec-
ades. Every time ‘retro’ movement appears in many ways: we have witnessed the re-use 
of organic pesticide and organic food, the re-use of natural materials for packaging to 
replace plastics and styrofoam, and the increasing use of bicycle to replace car.

Obviously, the idea behind retro is not always for fashion, because some are really 
based on new awareness and philosophical thinking, which often derived from social, 
cultural or ecological problems. For example, part of the claim of the organic food 
movement is that organic production is less harmful to environment, and more benefi-
cial to animal and human health. 

Retro, or in a more academic term called as ‘re-invention of tradition’ is one way to 

전통의 재창조

왜 오래된 전통은 잊혀지고, 뒤안길에 남겨지는 것일까? 가장 적절한 대답은 전통이 더 이상 
‘경제적 성장’이 주류인 현대의 변화하는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잘 맞는 것이 가
장 좋은 것이다. 새로움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오래된 것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항상 효과적인 것일까? “옛 것의 충격(The Shock of the Old)”에서 David Edgerton 
(2008)은 현대는 사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간은 항상 현대 이전의 시대, 
현대 시대, 현대 이후의 시대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의 주요 첨단 기
술인 컴퓨터가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어왔지만 책의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복고적

인(retro)’ 움직임이 매 순간 많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유기농 살충제와 유기농 음식의 
재사용,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대체하기 위한 천연 재료로의 포장,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자전거 사용의 증가를 목격해왔다. 

명백하게, 복고의 배후에 존재하는 개념이 항상 유행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몇몇 개념들은 실
제로 사회적·문화적 혹은 생태학적 문제로부터 종종 파생된 새로운 인식과 철학적 사고에 근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기농 식품 운동에 대한 일부 주장은 유기농 제품이 환경

에 덜 유해하며,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는 ‘전통의 재창조’라 불리는 복고는 과거를 돌아보고 선조의 지혜로부

One of the undeniable Asian ways of creativity 

probably is that they like to decorate everything. 

This habit seems not aimed only for demonstrating 

the aesthetic capacity, but for expressing 

creativity in constructing identity as well; to 

differentiate one self with the other

1 역주: 지프니(jipney), 

필리핀의 가장 인기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세계 2차 

대전 동안 미군이 남겨둔 

군사용 지프차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요란한 

장식과 꽉 찬 자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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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변환시키는 5가지 기본적인 요소

전통을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예술, 공예,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될 수 있는 
전통의 중요한 요소는 적어도 5가지 존재한다. 이 구성요소는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는 재료(material), 기술(technique), 구조(structure)로 구성된 물리적 카테고리

이며, 두 번째는 아이콘(icon)과 개념(concept)으로 이루어진 비물질적 카테고리이다. 

(1) 재료: 전통적인 물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원재료를 포함한다. 항상 그러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자원은 천연자원이다. 나무, 대나무, 점토, 석재, 
고무, 유리나 금속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천연 섬유소, 짚, 잎, 뿌리, 등 나무 줄기, 코코넛 껍
질, 그리고 석재와 같은 몇몇 재료들은 지역적 배경과 강하게 연결된다. 이들 중 몇몇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오직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매우 지역적인 재료들이다. 이상

하게도, 다양한 전통적 재료들은 인간의 감각에 강한 인상을 준다: 그을린 대나무 바구니의 
향과 그것을 만지는 촉감은 우리 기억 속에서 오래 지속된다. 

(2) 기술: 모든 종류의 생산기술,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방식, 과정, 기술, 도구 그리고 시
설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 지식을 포함한다. 무형의 지식인 전통적인 기술지식은 그 관습의 생
명력을 유지함으로만 생존할 수 있다. 만약 전통적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하는 사람-예술가나 장인-이 죽자마자 그 지식은 사라지게 된다. 불행하게도, 전통적

tion in the right track, rather than re-inventing it in years later.   

Five Fundamental Components for Transforming Tradition

How to transform tradition? There are at least five significant components of tradition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new products, such as art, craft, and design. These com-
ponents are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first, physical category consists of material, 
technique, and structure, and second, immaterial category consists of icon and con-
cept.

(1) Material; covers all kinds of raw material that used to construct traditional objects. 
In general most traditional materials are classified -but not always- as natural material. 
They can be wood, bamboo, clay, stone, rubber, glass or metal. Some materials, such 
as natural fiber, rice straw, leaf, root, rattan, coconut shell, and stone might be strongly 
associated with locale. Many of them are quite specific –very local- available only in 
certain area that found nowhere else. Strangely, various traditional materials often give 
a strong impression to human senses: the smell and the touch feeling of smoked bam-
boo basket often stay lasting in our memory.     

(2) Technique; consists of any kind of traditional technical knowledge, such as produc-

터 귀중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접근은 오염되지 않
고, 천연자원에 대해 비착취적이며, 지역 문화와 잘 어울리는 기술의 개념으로 제안되는 ‘대안

적 기술’의 개념과 유사하다. Clarke (1974)이 말한 것처럼 “대안적 기술은 전통적인 지식을 
본질적으로 현대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무시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

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과거 3세기 동안 얻어진 과학적 기술의 재 적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합성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한 후에 유기농 농작이

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재창조했다. 전통적으로 산업화 이전의 농업은 작물들을 유기농 살충

제로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은 DDT와 같은 살충제가 널리 사용된 1940년대에 변화하였다. 
1960년대에 몇몇 연구는 합성 살충제의 사용이 생태계의 장애를 야기하고 농작물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유기농적 그리고 생물학적 농작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재발견되었고 오늘날의 지식과 도구와 함께 재적용되었다.

그러한 합성 살충제 사용의 실패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거대하다. 국제연합 환
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과 WHO는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농업에 종사

하는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살충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해를 입으며, 그 중 18,000명이 죽는

다고 추정하였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하다: 전통을 후에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올바른 궤도에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 

solve a problem by looking back to the past, and taking valuable lessons from ancient 
wisdom. This approach is quite similar with the idea of ‘Alternative Technology’ that 
recommends a concept of technology, which is non-polluting, non-exploitive of natural 
resources, and suited with local cultures. Alternative technology, as Clarke (1974) says, 
“Is not to apply the traditional knowledge essentially in a primitive way, thus ignoring 
the utility of modern scientific knowledge”. In other words, it does not seek to re-apply 
the scientific knowledge acquired over the past three centuries but instead to put it to 
use in a novel way.    

As an example, we re-invented the old traditional way of organic farming after facing 
serious problems using synthetic pesticides. Traditionally, agriculture in pre-industrial-
ization used to maintain the plants with organic pesticides. The method was changed 
when synthetic pesticides in the 1940s like DDT were widely used. In the 1960s some 
studies founded that the use of synthetic pesticides has caused disorder of ecosystem, 
poisoning foods and human health. Afterward, traditional way of organic and biologi-
cal farming has been re-discovered and re-applied with today’s knowledge and tools.

The cost our society has to pay caused by that failure invention is enormous.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and WHO estimates that each year, 3 million workers in 
agriculture in the developing world experience severe poisoning from pesticides, and 
about 18.000 of whom die. The lesson we can learn: we better keep transforming tr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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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강한 아시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작은 규모에서 보면 아시아의 각 국가, 지역, 
문화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종종 다른 지역, 나라, 문화와 차별화

하기 위한 아이콘이나 정체성으로 사용된다. 펜다 곰은 중국의 아이콘이며, 지프니(jipney)는 
마닐라의 아이콘이다. 

(5) 개념: 단순한 물체나 형태를 넘어 존재하는, 가장 잘 소멸되지 않는 숨겨진 요인이다. 이 숨
겨진 요인은 주로 지역의 관습, 신념, 특성, 이데올로기, 문화와 같이 질적으로 가장 잘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을 다룬다. 숨겨진 요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체계와 인공품은 지역적 
관습, 규범, 문화에 적합할 때만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혹은 지역적 문화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작용하는 문화의 새로운 적용은 지속할 수 
없는 결과만 야기할 뿐 이다. 

인 전문기술의 손실로 인해 종종 관련된 도구가 사라지곤 한다. 만약 자바(Java)에서 여전히 
손으로 그려지는 전통적인 바틱(batik)을 만드는 공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칸팅

(canting)’은 생산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칸팅은 섬유에 그림을 그리는 ‘펜’으로 나
무 손잡이가 달린 작은 놋쇠 물병이다) 운이 좋다면 이 칸팅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관광객 
상품으로라도 명맥을 유지할 지 모른다.  

전통적인 도구는 특별하다. 한 측면에서, 특정한 전통 도구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향상되거나 
혹은 진보된 형태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많은 전자 동력의 수공구들이 장인의 전통 도구들

을 대체해 왔다. 다른 면에서, 매우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다
양한 전통 도구들은 별다른 발전 없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전통적인 나무 조각 칼
들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3) 구조: 크기, 전체적인 형태, 형상과 모형 같은 사물의 물리적 속성과 구조를 포괄한다. 전
통적인 물체의 형태는 종종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새로운 예술, 장식품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
곤 한다. 오늘날의 도예가들은 옛날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새로운 차 주전자를 끊임없

이 만들어낸다. 

(4) 아이콘: 자연, 장식, 색, 신화, 사람들 그리고 공예품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지역적 이
미지가 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불교의 절이나 힌두 사원, 논, 국수와 중국냄비는 일

tion technique, the way of making or producing thing, process, skill, tools and other 
facilities. As a tacit knowledge, traditional technical skill will survive only by keeping the 
practice alive. If not handed out to other people, it will disappear as soon as the person 
who does the work–the artist or the craftsman–die. Unfortunately, the lost of traditional 
technical skill often bring also the related tools to the grave. If the process of making tra-
ditional batik in Java that still drawn by hand were fully vanished, no more ‘canting’ were 
produced and developed (canting is a small brass jug with wooden handle used as a ‘pen’ 
for drawing the fabric). If lucky, this canting would end up probably as a tourist gift. 

Traditional tools are special. In one side, particular traditional tools are continuously 
developed, improved or substituted by the advanced one. For instance, many electric 
powered hand tools have altered craftsman’s traditional tools. In other side, various tra-
ditional tools that have very specific function and had reached their peak of perfection 
will stay as they were, without any significant development. Traditional woodcarving 
chisels are sorts of this category.

(3) Structure; covers the performance and physical property of the object, such as size, 
gestalt, form and shape. The shape of traditional objects seems quite often to become in-
spiration for artists and designers for making new object of art, craft, and design. Today, 
ceramic artists continuously produce new teapots that often inspired from the old design.    

(4) Icon; can be any form of local images emerged from nature, ornamentation, color, 
myth, people, and artifacts. In some point, Buddhist and Hindus temples, rice field, 
noodle and wok seem to be sorts of strong Asian images. In a smaller scale, each Asian 
country, each region, each culture has its own specific images, which often used as an 
icon or identity to distinguish with others. Panda seems to be one of China’s icons, 
while jipney belongs to Manila. 

(5) Concept; is a hidden factor that exists beyond mere objects and forms, which is 
most durable for being extinguished. This hidden factor deals mostly with things that 
can be optimally measured qualitatively, such as local custom, belief, characteristic, ide-
ology, and culture. The role of hidden factor is vital. New system and new artifac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sustain societies, only if they can suite with the local custom, 
norm, and culture. In other words, any new application that operates without any cor-
relation with traditional or local culture will result in un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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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ransformation of Tradition Works?
 
Let take the transformation of bamboo as a simple case. Bamboo is one of the tradi-
tional materials,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most Asian cultures. Certainly, many 
traditional utensils made of bamboo have vanished from daily use. Thankfully, in the 
hand of visionary artists and skillful craftsmen various type of old baskets have been 
transformed into new shape often with new functions. Some new bamboo products of 
particular culture signify the consistency of using traditional methods by reflecting the 
beauty of the handmade. Others have applied new techniques in production, some-
times combined with high technology processing, which makes them compatible with 
contemporary aesthetic. In this case, transforming tradition means to bridge tradition 
with modernity, with new technology and lifestyles. It keeps the tradition alive.  

During my research I have developed a model for showing how creativity can be 
employed in various places of transformation of tradition process (see figure 1). The 
model, named as TCISM – abbreviation from Technique, Concept, Icon, Structure, 
and Material – illustrates how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producing new products. In this TCISM model, tradition and modernity operate met-
aphorically as molecules, which consist of five atoms that represent the five fundamen-
tal components: technique, concept, icon, structure, and material. Thus, two colors are 
used to differentiate the atoms in both molecules that have similar names: tradition in 

문화의 변형이 어떻게 작동할까?

대나무의 변형을 간단한 예로 들어보자. 대나

무는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와 분리될 수 없
는 전통 재료 중의 하나이다. 명백하게, 대나무

로 만들어진 많은 전통 용기들이 일상 생활에

서 사라졌다. 감사하게도, 다양한 유형의 오래

된 바구니들이 공상적인 예술가나 숙련된 장인

의 손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춘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다. 특정한 문화의 몇몇 새로운 대나

무 상품들은 수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반영하

는 전통적인 방법을   일관적으로 사용한다. 어
떤 이들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발전된 기술과

정과 결합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였고, 대나

무 상품들을 동시대의 미적 개념과 조화를 이
룰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예처럼 전통의 변
형은 전통과 현대성, 새로운 기술과 생활양식 
사이의 연결을 꾀한다. 전통의 변형은 전통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준다. 

The model, named as TCISM – 

abbreviation from Technique, 

Concept, Icon, Structure, and Material 

– illustrates how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producing new products. In this 

TCISM model, tradition and modernity 

operate metaphorically as molecules, 

which consist of five atoms that 

represent the five fundamental 

components: technique, concept, 

icon, structure, and material.

그림 1.

TCISM 모델; 전통과 현대성의 상호접속. 전통과 현대성 모두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T), 개념(C), 아이콘(I), 구조(S), 재료(M)

—

Figure 1

TCISM model; illustrates the interconnec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Both tradition and modernity 

consist of 5 components: Technique (T), Concept (C), Icon (I), Structure (S), and Material (M).

전통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기능과 형태의 대나무와 도자기

디자인: Chairin Hayati, Ahadiat Joedawinata

—

New shapes of bamboo and ceramic objects, inspired from traditional form, for new functions.

Designed by Chairin Hayati and Ahadiat Joedawi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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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동안에 나는 전통적 과정의 변형이 일어나는 다양한 장소에서 창조성이 어떻게 사
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림 1을 보라). Technique(기술), Concept(개념), 
Icon(아이콘), Structure(구조), Material(재료)의 약자를 따 TCISM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델은 전통과 현대성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TCISM 모델

에서 전통과 현대성은 5가지 근본적인 구성요소-기술, 개념, 아이콘, 구조, 재료-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원자로 구성된 분자로써 상징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양쪽 분자에서 유사한 이름

을 가진 원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색깔이 사용된다. 전통은 흰색, 현대성은 검은색으

로 표시된다.
두 개의 분자는 생산의 규모를 상징하는 원뿔 모양의 축을 오르내릴 수 있다. 위로 올라갈수

록 더 적은 양의 생산을 가지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큰 생산규모를 지닌다. 예를 들어 뿔의 
꼭지점은 단 한 가지 혹은 소수의 아이템을 나타내지만, 가장 밑바닥은 가장 많은 양의 생산

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산능력 체계는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자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적은 양의 생산은 독립적인 예술가, 기능공, 디자이너 혹은 작업장의 예술이나 공예와 
어울리는 반면, 대량 생산은 회사와 같은 생산업자와 어울린다.
 
TCISM모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전통의 분자를 현대성의 분자와 통합하는 것부터 시
작해보자. 두 분자의 원자들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고 늘어나고 서
로를 끌어당긴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과정 동안, 원자들은 또한 최적의 안정성을 위한 알맞

white color, and modernity in black. 

Both molecules can move up and down through a conical shaped axel, which repre-
sents the volume of production. The more up, the lesser the production has, and the 
more down, the more volume the production has. As an extreme, the cone’s peak 
points to only one-single, or a few numbers of items, while the very bottom surface 
shows the most quantity number of production. Accordingly, this scheme of the pro-
duction capacity correlates also with the type of the actor who produces the object. For 
instances, a few volume of production suites with independent artist, craftsman, de-
signer, or studio art and craft, while the mass volume of production fits with industrial 
like firms.        

How to use TCISM model? Let start with integrating the molecule of tradition with 
the molecule modernity. Imagine that the atoms of two molecules will move freely in 
the rotation, stretch and pull each others, to build a new structure. During the process, 
they also move up and down in the conical axel finding the right place for most stabil-
ity. The process completes when both molecules tradition and modernity have disap-
peared, replaced by a new molecule with new atom structure, located in a perfect place 
of the axel (see figure 2). This new molecule reflects a new object – it can be art, craft, 
or design – resulted from the integr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a blend of the old 
and the new.  

 TCISM model works best for two main functions. First, it functions as a tool for ana-
lyzing the content of tradition in some product, and secondly, it functions as a tool for 
creating a new-tradition’s based-product. 

First Function: Analyzing Existing Product 
We can almost take any kind of object or product, then explore it using TCISM model 
to find out which part of product that contains tradition. Generally, the component 
of tradition may be reflected through the use of traditional material, technique, im-
age, and shape, or through particular culture and norm, which are unseen. Yet in such 
sophisticated global products, like electronic goods, we may luckily find some clue. In 
this case, the tradition-ness may be not clearly appear as material or technique, but it 
may be hidden somewhere else as immaterial factor.    

I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Japanese Object-Making”, Kazuhiko Egawa (1966) 
argues, though many traditions seem to have disappeared from Japan, there still con-
tinue something, beyond just materialization. They are simplicity, functionality, and 
spiritualization that exist in the culture, which become the fundamental element of 
Japanese object making. Egawa notes, “Technical tradition may certainly have vanished 
from the surface of Japanese life, but tradition in the sense of these fundamental aes-
thetic elements still survive in the creative activities of modern Japan” (Egawa 1966, 
62). 

그림 2.

전통의 변환 과정 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샘플. 이것은 새로운 기술 처리 사용(T)으로 

오래된 재료와 새 재료(M), 오래된 기능(S)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결과물이다. 

이것은 대량 생산으로 제조, 생산됨을 의미한다.

—

Figure 2

An example of a new condition after the process transformation of tradition has finished. 

The result is a new product that containing combination of the old and new material (M), 

old function (S), with using new technical processing (T). It is meant to be produced by 

manufacture for a mass numbers of production.

“그릇”

재료: 코코넛 껍질, 소나무, 고무, 금속 체인. 

디자인: Adhi Nugraha

—

“Container”. 

Material: coconut shell, pine, rubber, and metal chain. 

Designed by Adhi Nugr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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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소를 찾기 위해 원뿔 형 축 상에서 아래 위로 움직인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 분자와 현대

성의 분자가 사라지고, 축의 완벽한 위치에 자리잡은 새로운 원자 구조를 가진 새로운 분자로 
대체되었을 때 완성된다 (그림 2). 이 새로운 분자는 현대성과 전통의 결합, 옛 것과 새 것의 
혼합에서 생겨난 새로운 물체(예술, 공예 혹은 디자인)를 반영한다. 

TCISM 모델은 두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가장 잘 작동한다. 첫째, 제품의 전통적 내용을 분
석하는 도구로써 기능한다. 둘째, 새로운 전통에 기반한 상품을 창조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첫 번째 기능: 존재하는 물건을 분석하기

우리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 혹은 상품을 선택해, 그 상품의 어떤 부분이 전통을 담고 있는

지 TCISM모델을 이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의 요소는 전통적 재료, 기술, 
이미지, 모양의 사용을 통해, 혹은 보이지 않는 특정한 문화나 규범을 통해서 반영될 수도 있
다. 전자제품과 같은 복잡하고 세계적인 물건에서도 우리는 운이 좋게 몇몇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전통적 특성은 재료나 기술만큼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물질적인 요소로써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 

Kazuhiko Egawa (1966)는 “일본 제품 제조의 기본적인 요소(The Fundamental Elements 
of Japanese Object-Making)”에서 일본에서 많은 전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단
순한 물질화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무언가는 바로 일본 제품 제

Second Function: Producing New Product 
By mixing the five components of tradition with other five of modernity, we can pro-
duce a rich variation of new products. For instances, we can use traditional material 
with applying new technique, or using new material operated by old technique and 
tools, or using the combination of old and new materials that inspired by ancient 
shape, and processed by new technology. Since there are ten factors that can be used 
for constructing a new object, undoubtedly, this approach will achieve in richly prob-
abilities with abundant results. 

The following cases show how this TCISM model works. Figure 3.1 illustrates how 
new objects are built by combining traditional material with new technique and new 
function. The aim of “Coconization” project is to re-designed traditional utensils made 
of coconut shell, such as cup, bowl, scoop, and other kitchenware. Many of these tradi-
tional products have disappeared from daily use, replaced by mass industrial products 
that usually made of plastics. Coconization gives a traditional material -coconut shell- 
a new life. 

Java Cutlery in figure 3.2 shows the next case of such approach where ‘hidden factor’ 
is a center. This cutlery set is aimed to symbolize the value, function and the eating 
culture of Indonesia. Its shape and form language show the important role of the right 

그림 3.

전통에 대한 다른 관점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새로운 물건들의 샘플

—

Figure 3

Samples of new objects inspired from different aspects of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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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 단순성, 기능성 그리고 정신성이다. Egawa 는 “기술적인 전통은 일
본 생활의 표면에서는 확실히 사라졌을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미적 요소로의 전통은 여전히 
현대 일본의 창조적인 활동에서 살아있다” 고 주장했다 (Egawa 1966, 62).

두 번째 기능: 새로운 제품 생산하기

우리는 전통의 다섯 가지 요소와 현대의 다섯 가지 요소를 혼합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통적인 재료를 만드는데 새로운 기술을 적용

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전통적인 기술과 도구를 사용해 작업하거나, 혹은 고대의 모양에서 영
감을 얻어 새로운 재료와 전통적인 재료를 혼합하여 새로운 기술로 작업할 수 있다.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접
근은 풍부한 결과를 창출하는 충분한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TCISM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3.1은 전통적인 재료

와 새로운 기술·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Coconization’ 프로젝트의 목표는 컵, 공기, 국자 그리고 다른 주방용품과 같이 코코넛 껍
질로 만든 전통적 가정용품을 재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물품 중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일상 생활에서 쓰이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량 산업 물품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Coconization은 전통적인 재료-코코넛 껍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림 3.2의 자바의 식탁용 날붙이(나이프, 포크, 스푼 등)은 ‘숨겨진 요인’이 중심이 되는 접근

hand in society, and show also the function: a knife is not used in while eating, instead, 
people use spoon on the right hand, and fork on the left.  

Wok cooking set (figure 3.3) represents other approach that inspired by the image, 
shape, and function of a traditional wok. It uses both traditional and new materials 
(wood, bamboo, and bimetal stainless steel-aluminum), and new production tech-
niques. The set is aimed to serve a typically Asian way of cooking that suits the con-
temporary life style.

The last example is batik painting. In Indonesia, the number of old way of making 
–hand drawing- traditional batik has gradually declined, replaced by printing tech-
nique. Various contemporary batik paintings created by artists reflect a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material and technique into pieces of art. This new use of 
batik seems happen also in the fashion world. Hand drawing traditional batik one day 
might be vanished, but the skill, the tools continue to live, transformed in new forms 
and purposes. 

Basically, this TCISM model is aimed mainly for creating new products. However 
-with some exceptions- it may work also for creating new systems. For instance, the 
old system of sharing objects that was often practiced in primitive societies has recently 
been re-applied to modern life, such as sharing equipments and devices for work, and 

의 예를 보여준다. 이런 식탁용 날붙이 세트는 인도네시아의 가치, 기능, 섭식 문화를 상징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세트의 모양과 형태 언어는 사회에서 오른손의 중요한 역할과 
그 기능을 보여준다. 칼은 먹는 동안은 사용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스푼을, 왼
손으로 포크를 사용한다. 

중국 요리용 팬 세트(그림 3.3)는 전통적인 중국 요리용 팬의 이미지, 모양, 기능에 의해 영감

을 받은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이것은 전통적인 재료와 새로운 재료(나무, 대나무, 바이메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그리고 새로운 생산 기술을 사용한다. 이 세트는 현대적인 생활 양식

에 맞는 아시아의 전형적인 요리 방식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예는 바틱(batik) 그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인 바틱을 예전 방식(손으로 그리

기)으로 만드는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쇄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예술가에 의해

서 만들어진 다양한 현대적인 바틱 그림들은 전통적인 재료와 기술이 예술의 형태로 성공적

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바틱의 새로운 사용은 패션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손으로 그려진 전통적인 바틱은 어느 날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기술과 도구는 계속해서 살아

남아 새로운 형태와 목적으로 변형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TCISM은 주로 새로운 상품을 창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예외

가 있는데, 이 모델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원시 사회에서 종종 
행해졌던 물건을 나누는 방식들은 작업을 위해 기구와 장비를 공유하거나 교통문제에 대한 

sharing car as an alternative solution of transportation problem. This ancient wisdom 
of flexible ownership banks on ecological concern in reducing too many material 
goods: instead of to own, it is better to share products or services. 

Conclusion

Nature is the best model. Things that work in nature have been improving through 
evolutions in a million of years. To be sustainable, human should learn how things 
work in nature, as practiced by many indigenous societies. As a law, nature uses local 
resources and relies on diversity. The richer locale, the more great diversity is achieved, 
the more strong life is performed. Modern society should mirror to various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because they habitually suite with natural law.  

In constructing the “Asian-ness”, to be creative means to support Asian local poten-
tialities that will enrich the diversity of Asian culture. In other words, we need to 
rediscover what we have, and to explore and develop wisely our own resources. What 
invention and innovation we can creatively do dealing with our potential local materi-
als, our local techniques, and our local knowledge without inconsistency with natural 
law? Definitely, some natural materials have been roughly exploited, yet some are un-
explored, while various knowledge have been lost or forgotten. Asian societie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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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해결책으로 자동차를 나누어 타는 것처럼 현대적인 생활에서도 다시 적용되고 있
다. 유연한 소유권에 대한 선조의 지혜들은 너무 많은 물건들을 감소시키려는 생태학적인 관
심에 근거한다; 소유하는 것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이 더 낫다. 

결론

자연은 최적의 모델이다. 자연에서 물체들은 수 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 개선되어왔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토착 사회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물체들이 자연에서 어
떻게 기능한지를 배워야만 한다. 자연이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성에 의존하는 것은 일
종의 법칙이다. 배경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많은 다양성이 달성되고, 더 강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은 선천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대적

인 사회는 다양한 전통적 지식과 관습을 반영해야만 한다.

아시아적 특성을 구성할 때,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

는 아시아의 지역적 잠재력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고유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연 법칙에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잠재적인 지역적 재료, 기술, 지식으로 우리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과 혁신은 무엇일까? 확실히, 많은 지식들이 잊혀지거나 사라진 반면, 몇몇 천연 재료들은 
거칠게 사용되었고, 몇몇은 아직 탐구되지 않았다. 아시아 사회들은 자신의 고유한 환경의 이

not become strangers in their own surroundings, become unfamiliar with their own 
sources, their own knowledge, and their own tradition. 

To preserve tradition means to continuously develop it! This paper proposes TCISM 
model, used as a guide for keeping the tradition up dated, through transformation 
process of its five fundamental components (Technique, Concept, Icon, Structure, and 
Material) into new objects and systems. As long as some components of tradition –or 
at least one of them- are continuing transformed in the creation of new artifacts or new 
systems, a part of our tradition will be kept alive. It keeps us also going in the right 
track. Thus since we keep transforming our tradition, we probably need no longer ac-
tion of ‘re-inventing tradition’ that often very costly and time consuming.

Creative innovation based on Asian tradition’s root is worth-fundamental; it is the 
most elegant and natural way, not only for producing functional products with en-
vironmental and economic goals, but also for stating artistic expression, representing 
Asian identities and cultures, and sustaining Asian societies. The existence of various 
new products inspired from Asian traditions is intended to enrich diversity, which 
might heal the sad feeling caused by uniformity and global sameness expression of 
mass-industrialized products. The role of actors from different fields that work on 
transforming tradition is vital. They contribute to keep various Asian traditions alive, 
make them available for our contemporary lives as well as for the future.  

방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고유한 자원, 지식 그리고 전통을 생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전통을 보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전통의 5가지 
기본 요소(기술, 개념, 아이콘, 구조, 재료)를 새로운 물체나 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전
통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시키는 지침으로 사용되는 TCISM 모델을 제안하였다. 전통의 몇몇 
구성요소 혹은 적어도 하나라도 새로운 공예품이나 체계로 계속해서 변환되는 한, 우리 전통

은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경로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전통을 계속해서 변환한다면 종종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소비적인 ‘전통의 재창조’가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이다. 

아시아 전통의 뿌리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혁신은 가치-근본적이다; 이것은 환경적 그리고 경
제적 목표를 지닌 기능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예술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아시아

의 정체성과 문화를 표현하며 아시아의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명쾌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아시아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상품의 출현은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대량 산업화된 상품의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표현과 단일성에 
의해서 유발된 슬픈 감정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들은 다양한 아시아 전통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전통

을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대적인 삶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Creative innovation based on Asian tradition’s root is 

worth-fundamental; it is the most elegant and natural 

way, not only for producing functional products wi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goals, but also for stating 

artistic expression, representing Asian identities and 

cultures, and sustaining Asian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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