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ive Convergence in Multidisciplinary and Multicultural Context

Creative Convergence, as we interpret the term, refers to novel knowledge and manifestations of 

creativity that are created when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disciplinary episte-

mologies are brought together.  Global industry has shown an increasing demand for professionals 

that are able to successfully operate across disciplinary boundaries, and academia has responded 

to the call by creating models for inter-, cross-, and multidisciplinary degree courses by integrating 

different fields of study. 

The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Program (IDBM) in Helsinki, Finland, running since 

1995, is one of the pioneering examples of a multidisciplinar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

search establishments. It has operated as a crosscutting initiative between three leading Finnish 

universities: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HS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TAIK), and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TKK).

Almost 600 hundred students have gone through the IDBM Program, of which 67 international students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을 대표하는 67명의 국제 학생들, 그리고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다양한 핀란드와 외국 회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토 

공예섬유대학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사례와 같은 합동 활동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외 대학들과 함께 밀접한 협업을 양성해왔다.

IDBM은 다학제 연구팀의 전문가들을 교육해왔으며 그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국제적 디자인 집중 비지니스의 운영과 시행,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관하여 디자인 

운영에서의 전략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IDBM을 이끌고 있는 세 곳의 대학들은 

Aalto 대학교라는 새로운 구조로 힘을 합치기로 결정하여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2010년에 새롭게 시작될 M.Sc.(IDBM)은 더 형식화되고 전혀 

다른 구조이며 산업과 배움의 목적을 지원하는 연구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도적인 아이디어는 학생 교류와 합동 연구 활동을 통해 국제적 협업을 

증가시킨다.

헬싱키와 아시아 간의 합동 연구 활동과 학생 교류를 통해 증가되는 협업을 

포함하여 우리 미래의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리는 창조적 융합을 주요 주제로 

본다. 서로 다른 문화와 다학제적 관점의 체계적인 통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비판적으로 중요하다. 즉, IDBM은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해 혁신을 

공존하고 교류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학문의 분야가 요구되는 창조적 

융합에 대한 깊은 전문 기술과 이해의 위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여러 전문 분야와 다문화 배경의 창조적 융합

우리가 전문용어의 뜻으로 이해하는 창조적 융합은, 새로운 지식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학문적 인식론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창조되는 창의성의 

발현들을 지시한다. 세계 산업은 성공적으로 학제적인 경계를 넘나들며 교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요구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학계는 여러 다른 연구 

분야의 통합을 통한 상호-, 교차-, 그리고 다학제적 학위 과정을 위한 모델 제작에 

응해왔다.

1995년 이래로 운영되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의 IDBM 국제 디자인 비지니스 운영 

프로그램은 다학제·다문화적 교육과 연구 설립의 선구적 사례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헬싱키 경제경영 대학(HSE),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TAIK), 그리고 

헬싱키 기술대학(TKK), 이 세 곳의 핀란드 대학들 사이에서 이끌어져 독창력이 

교차되며 운영되어 왔다.

6백여명의 학생들이 IDBM 프로그램을 통과해왔다. 그 중 26개국(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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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26 nationalities (Korea, China, Japan and India well represented), and over 150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with various Finnish and foreign companies. The Program has nurtured close 

collaboration with several universities abroad, including joint activities for instance with Kyoto Insti-

tute of Technology and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aSSIST).

IDBM has educated professionals in multidisciplinary teams and providing them with a strategic 

view into design management and, more precisely, management of international design-intensive 

businesses, operations, and NPD. IDBM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as the three leading uni-

versities behind the Program have decided to join forces and merge into a new structure, the Aalto 

University. IDBM is currently developing a more formalized structure, a distinct new M.Sc. (IDBM) 

to start in 2010, and a research program that supports industry and learning aims. A leading idea is 

also to increa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rough student exchange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In developing our future activities, including increased collaboration through joint research activi-

ties and student exchange between Helsinki and Asia, we see creative convergence as a key topic. 

Systemic integration of different cultural and disciplinary views is critically important in our in-

creasingly complex world. That being said, IDBM also recognizes the great value of deep expertise 

and understands that creative convergence requires that different disciplines continue to co-exist 

and cross-fertilize innovation through different perspec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