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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합에 의한 공예 창작의 가능성
20세기 후반 산업시대가 막을 내리고, 디지털 시대로 전화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감성존중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예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상과 실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이 성큼 다가온 오늘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온 공예는 미래시대를 위한 창의적인 해답
을 내놓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에 공예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현대사회의 대표적
인 트렌드인 융합과의 창발적 조우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예와 이질적인 것들과의 융합을 시도한 창작의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융합을 창작의 요소로 활용하려는 공예가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영감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장에서는 오늘날의 공예와 한국공예의 현황을 설명했고, 3장
에서는 공예에서 융합의 의미와 공예의 창작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융합공예의 특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현대공예에서 보이는 융합의 현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융합
공예의 작용 영역과 잠재적 가능성을 통해 21세기 공예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공예, 융합, 창작, 기술적 융합, 3D프린터 
Abstract  The Possibilities in Craft Creation through Convergence
The late 20th century  saw the industrial period end only to transform into the digital era where people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craft because it a field that respects emotion as the essential valu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side effect that people have created. Today a new world - where the virtual and the real 
co-exis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 has suddenly approached us and the future of craft is faced with 
a new situation as it needs to present a new creative solution as a tool that is necessary for human way of 
life - a tool that has been a necessity throughout history and the evolution of life. As a result for a continued 
development, craft attempts to establish a new paradigm through current trends represented by our modern 
society, which is the emergence of creative development through convergence. This study presents creative 
experiments attempt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craft with other heterogeneous tendencies connected to the 
field.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nable makers to acquire a more creative way of thinking at the same 
time as inspiring them and suggesting new creative possibilities in order to develop their work through 
creative convergence. In Chapter 2, the study investigates on the current status of craft in general, and 
compares it with what is taking place in Korea; in Chapter 3 the significance of convergence in craft and the 
process of creating is addressed through case studies. Lastly in Chapter 4, with the basis on analytical case 
studies, the attribute and the potential of convergence in the field of craft is observed. By analyzing different 
phenomena presented through attempts to converge in contemporary craft, it has been possible to view the 
future of the 21st century craft through assessments on what is active and what is as yet hidden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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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정보화, 자동

화가보편화된 3차산업혁명에이어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가상과 실제 세계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까이 다가온 오늘날 각 분야에서 많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서 인간의 삶과 함께해온 공예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의 맞고 있다. 쓰임에 본

질적 기반을 두고 있는 공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있다. 오늘날이러한공예를둘러싸고있는제조및

제작, 교육, 지원환경의변화는공예로하여금미래를위

한 창의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했

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공예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현상을공예의근본적인역할및위치에대해통

합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고, 한국 공예 현황을 통해 지금

공예가할수있는것, 그리고요구되는것이무엇인지를

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예분야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융합이 갖는 가

능성을 통해 21세기 한국 공예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 공예
2.1 오늘날의 공예
공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

식과태도가반영되어있다. 최공호는 “우리가매일쓰는

물건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예

술품이 될 때, 그때야 말로 균형 잡힌 생활이 이루어진

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예는 우리 삶의 중심에

서존재의기반이되어인간생활깊숙이자리잡고있는

가치로서 문화의 기초가 된다. 이는 공예가 한국적인 요

소를 가장 많이 담은 문화적 상징물로서 중요한 문화콘

텐츠이다[1].

오늘날공예는다수의영역에걸쳐있기때문에, 개념

이나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는수많은맥락에서쉽게접할수있는분

야다. 숙련된 도공이 만든 그릇뿐 아니라 집 인테리어의

소품을 통해 만날 수 있고, 작가의 대형작품에서부터 아

마추어들의 창작물이 될 수도 있으며, 유명 디자이너의

소량 생산품에서부터 신소재로 작업하는 혁신 연구가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예는 인간의 건강

한 삶, 예술적 향유 경험을 풍성하게 만든다.

전통적 형태에서 현대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

태로 등장하는 공예창작과 수공예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취미공예의 소규모 공방에

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공예를 창작하고 있는 하이테크

연구실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예에 대한 관심

을갖고탐구, 구매, 이용, 창작하고있다[Fig 1]. 이는 공

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예 본질과

기술에대한재조명이이루어지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

그 결과, 공예인들에게는 공예의 창작과 더불어 공예와

관련된다양한분야에걸쳐활동할수있는기회가부여

되고 있다[2].

[Fig. 1] (L) Handicraft (R) Unfold Digital Work 

현대공예는 실용적 도구에 부가된 미적 가치라는 고

전적인 개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공예

적 창출은, 한 사회의 지적∙문화적 양상을 반영하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21세기 공예는 인간이 창조한 물건 이

상으로서의 개념으로, 문화∙경제∙사회 등 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2 한국공예의 현황
공예의오랜역사와전통을이어온한국공예의전성

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높은 예술성을 구가한

고려시대라고할수있다. 또한그후이어진조선시대에

는 유교이념에 기반한 독자적인 공예문화를 숙성시키면

서공예의다양한기법과기술이발전해왔다. 특히고려

와조선시대에걸친한국공예의기술과예술성은세계적

으로도높은평가를받기에이르지만, 산업화, 정보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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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전과는상반되게현대한국사회의공예는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6.25전쟁이후본격적으로현대화가진행됨에따라사

람들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다. 공예에서도 산업화와 양

산화가이루어져일정부분발전을 이룩하기도하였으나,

IMF(Internation Money Fund) 경제위기등연이어발생

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호전의 롤러코스트 같은 상황은

한국공예의발전을더디게하였다. 한국공예산업의 2015

년 총매출액은 3조 5,534억원으로조사되었다[3] [Fig 2].

[Fig. 2] Industrial Scale of Korean Craft Business 
2015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특히공방작가, 예술가의아트마켓에서이루어지는경

제활동영역이나출판또는디자인등과연관된공예영

역이포함할경우매출액과종사자의수는더커질것으

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공예의 공방 및 산업체는 지역

별로는 서울, 인천/경기지역에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해

당하는 49.9%가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4]. IMF 외환위

기 이후 생겨난 신생공방의 비중이 14.4%로 등 시기의

경기체감에 비해 창업율이 높았다. 또한, 공공부분과 민

간부분에서 매년 1,000건 이상의 공예 관련 전시와 행사

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한국공예는다음세가지상황에직면해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 둘째,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의변환에따른의식변화, 마지막으로디지털화,

자동화, 기계화에따른생활환경변화이다. 경제성장과는

반대로 한국에서 공예의 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예의 종사자 가운데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 종사

자중 74.4%를차지하고있다[5]. 현장에서종사자들의고

령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취업의식의 변화로 공예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기피현상은 공예의 인재부족현상으

로이어지고있다. 이와같이공예의어려움과함께, 한국

에서는 생활양식의 변화, 저가 생활용품의 보급 등으로

인해 공예에 대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정보와 이해는

불필요해지고, 편리성과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생활구조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세대가 낮아질수록 전통

적인 문화와 생활에 대한 체험과 지식이 부족해짐에 따

라한국공예가갖는진정한가치에대한이해가부족해

지고 있다.

한국 공예의 어려운 현재상황 속에서도, 공예는 심미

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 고

급소비재등다른산업과의결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

치와고용을창출할수있는 ‘미래형고부가가치산업’으

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공예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다양한전시, 페어등을통해입증되고있다. 그러나공예

관련교육과사업발전에대한정부의지원체계는턱없이

부족하며 공예 관련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에 문화 산업으로서 공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공예의재료, 기술, 개념, 교육등에대한융합

의적용을통해한국공예의새로운발전가능성을모색하

고 제시한다.

3. 공예와 융합
3.1 한국공예의 재건을 위한 방향: 융합
오늘날한국적요소를가장많이담고있는, 한국의정

체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한

국공예의 재건의 가능성을 융합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한국공예는해방직후근대화의물결속에서디자인이

라는 낯선 개념과 순수미술 사이에 혼재하며 입지에 어

려움을겪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선도하는지능정

보사회에서의혁신적변화속에서한국공예는전통적가

치관을 소중히 하며, 창의성으로 시대적 감각에 부응하

는 공예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제 공예

는지난날의단순히작가나생산업체의소산물이아니라,

세계지역화 현상 속에서 우리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이다. 한국공예의

발전을위해서는개방적자세에기반한이질적이고새로

운것들과의창의적융합이요구된다. 또한, 학계의융합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국공예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54

수 있는 차세대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현대사회는 많은 것들이 합쳐지고, 서로의

영역을넘나들면서다양함과새로움을만들어내는융합

현상은 이제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대표하고, 함축하는

것이상의문화현상이되었다. 즉, 두 가지이상의요소나

특징들이 섞여 새로운 형태나 양식을 만들어 내는 융합

현상은현시대사회, 문화, 예술에나타나는일반적인특

징이며, 미래사회의 진보를 예견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6]. 이러한상황은공예분야에도커다란영향을끼칠것

으로예상되며, 공예문화나산업, 표현, 기술등지금까지

와는 사뭇 다른 융합현상을 통해 새로운 공예창출의 발

생을 촉진하고 있다. 3D프린터,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3D레이저가공기등의 새로운도구

들과의기술적융합은공예창작의새로운영역및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

3.2 공예와 융합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오늘날에

는정치, 문화, 기술등전통적인경계가사라지면서다른

분야를배제하고특정분야만을설명할수없다”고말했

다[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융합

(Convergence)의 사전적의미를 ‘다른종류의것이녹아

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문, 과학, 예

술, 기술등각각의분야들을결합하고통합할뿐만아니

라 응용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칭해

융합이라고 한다. 융합은교차, 섞임, 침투, 융해 등의 결

합의논리를근간으로설명된다. 이논리는동질(同質)과

동종(同種)의 경우보다는 이질(異質)과 이종(異種)의 경

우에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8]. 융합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점차 우리의 미래가 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고있다. 예술과과학은수백년동안독자적으로발전되

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이 인간에게 단지 노동력을

공급하는단계를넘어즐거움과만족을주는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면서 예술과 과학이 조우를 했다. 인간의 삶

의질을높이기위해공통의목표를갖고있는예술과과

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은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

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의 돌

파구는 하나의 섹터나 단일한 기술이 아닌 융합에서 찾

아야 한다고 했다[9].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새로운표현을지향하던예술

은 창작을 위한 방법으로서 융합 개념을 적극 수용했다.

이런 융합에 대한 예술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결과물의 증가했다. 공예 또한 이러한 상

황을 이해하고 미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감지

하고 있지만, 공예에서 융합을 시대적 담론으로써 이해

하고, 개념자체를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학문적 연구는

아직부족한실정이다. 이는수공성, 전통성, 그리고장인

정신이 강조되어온 공예에서 융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써 상대적으로 신선하고, 여전히 적용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3 융합공예의 사례분석
공예의일반적인특성에서나타나듯이창의적인결합

및 융합이 가능한 분야이다. 공예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

타나고 있는 융합의 현상을 특징적으로 구분해 ‘공예에

서 융합’의 사례로 분석한다. 사례분석의 3가지 특징은

박중원의 ‘하이브리드의방법적접근’에서소개되었던융

합의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첫째 우연적(Accidental)

사례로서 특별한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새로운것이창출되는것이다. 둘째, 서로다른문

화들의 개념, 재료, 기술 등이 상호 교류하고, 결합하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문화적

(Cultural)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Technological)

사례이다. 과학의발전에따라등장한재료, 기술들이융

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

첫째, 학문과 도덕이 이른바 필연성을 추구하는 미래

적형태라면예술은눈앞의우연성을관찰하는현재적인

형태이다[10]. 역사적으로 공예가들은 제작과정에서 우

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창조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표현으로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점토

를주원료로사용하는도자공예의제작과정에서서로상

이한 색(Color)을 지니고 있는 점토들이 우연한 섞임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리문(Mableware) 기법이라알려진이 기법은중국당

나라(618-907) 시기에 등장했으며,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935-1392)에 나타나기시작했다. 이기법은공예가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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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재료의 성질 및 제작 상황에 따

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기술 및 장비의 발달은 현대도

예에서연리문기법의다양하고정확한표현을창출하고

있다[Fig 3]. 우연적 현상에 의한 융합 효과는 현대도예

의 창의적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Fig. 3] Yeollimun Lidded Bowl, Yeollimun Bowl

둘째, 공예는한민족의전통과미적가치에근거한활

동으로서민족적요소를가장많이담고있는, 한국의정

체성을가장확실히보여줄수있는콘텐츠이다. 이런특

성을갖고있는공예는서로다른문화사이의교류를통

해 발생했던 단순 모방의 단계를 넘어, 형이상학적(정신

적), 형이하학적(물리적) 융합으로 발전해왔다[11]. 인류

역사에서나타난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융합의사례는

오랜 시간동안의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사고에 대한

개방적 자세의 수용과 적용, 그리고 섞임의 과정을 통해

제시되어왔다. 이슬람의지배를받았던스페인은이슬람

외 로마, 기독교, 유대 등 다양한 동·서문화가 융합된 스

페인만의독창적인건축문화를형성했다. 동양과서양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존재를 의미하는 추상적 특징들을

서로 다른 문화에서의 조형적 표현요소(형태, 색, 장식)

로 융합을 통한 창의적 조형으로 표현했다[Fig 4].

[Fig. 4] Alhambra, Palace in Granada, Spain CTRLZAK, 
<Dinner Plate>, 2010

마지막으로기술적사례이다. 공예는역사적으로정신

적측면보다는기술의측면에서인식되면서인간의삶에

존재해왔다. 공예는앞서제시했듯한민족의문화, 종교,

철학, 기술, 그리고지리적환경에따라다양한것들을만

들어왔다.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도구류, 도구나 기물에

미술적 장식을 가한 것, 조형적 아름다움을 가지는 광의

의도구를만드는인간의활동모두는각각그시대의배

경을가진공예라고할수있으며, 그것들이보여주는완

성도는 제작한 문화권의 공예의 수준을 보여준다. 20세

기 후반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산업시대의

모더니즘이가져온부작용을극복하기위해인간감성에

기반한 하이터치(Hi-Touch)의 집약체로서 공예의 본질

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12]. 하이터치란 하이테크

(Hi-Tech)에 대응하는 높은 수준의 감성을 의미하는 용

어로,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하

이테크가 발달하면 할수록 하이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

했다[13]. 디지털 기술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대두되

며, 새로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제작환경을 비롯

한 공예전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공예와 기술

의 융합에 의한 창작은 단순제작의 차원을 넘어 창작의

개념, 존재, 방법, 소비, 유통등의변하는물론인간의사

고와 가치관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이성과 감성을

창작의요소로활용하려는공예가에게새로운창작의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예와기술의융합은예술, 공예, 디자인의영역과가

치들을 넘나들고, 섞이면서 새로운 미적 표현을 창출하

고있다. 이것의가능성은첫째, 디지털제작도구와기법

을 통해 재료, 구조, 표현 등에서 새로운 조형의 창출이

가능하고. 둘째, 공예와기술의융합을통한수준높은감

성(Hi-Touch)의 창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예와

기술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은 새로운 융합 방법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Fig 5].

[Fig. 5] Michael Eden, Wedgwoodn't tureen, 2010, 
Gareth Neal, Vessel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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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공예의 특성과 가능성
4.1 융합공예의 특성
융합은 공예의 창조적 도구로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을제시하고있다. 21세기공예는더이상쓰임, 만드

는 기술, 재료적 특성과 같은 전통적인 기법에 치우치지

않고, 융합적표현과기술그리고혼합된재료, 산업과의

협력등을추구하고있다[14]. 수공성과장인정신으로대

표되는공예의전통적특성은융합이라는새로운개념과

의조우를통해공예작가와사용자모두에게새로운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공예에 대한 특

성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융합은 전통적인 학문과 문화영역들 간의 구분

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타자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켰다. 이질적인 것들 간의 접촉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어, 결국 그것들의 고유한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즉, 단일성은 다양성으로, 다양성은 다양성의 혼합

으로 급속히 변화한다.

둘째, 공예에서 융합은 제작과정의 혁신을 통해 새로

운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을 통

한 다양한 실험이 공예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기

존과 확연히 달라진 형태, 재료, 표현 등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를 적

극 수용하고 있다.

셋째, 전통과현재의매체(재료, 기술, 방법등)간의결

합은창작의방식으로현대공예에서적극활용되고있다.

전통과현대의매체간의다름에대한포용적이해를바

탕으로한적극적상호작용은새로운창작으로표출되었

다. 공예에서 전통적 제작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작업을

신기술과의융합을통해새로운형식의창작으로만들어

내고 있다.

4.2 융합공예의 가능성
재료의 물성, 수공성, 지역성을 중시하는 공예에서융

합의 정신적, 물리적 적용은 단순히 이질적인 것들 간의

섞임의의미를넘어공예의창작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

창작의 발전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정보

혁명과스마트혁명을거치면서사회, 문화, 예술의패러

다임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시

각적인감각이아니라지각, 인지, 이해, 해석하는관점에

서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15].

공예는 전통성, 수공성, 그리고 장인정신을 본질로 규정

짓고 공예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오랜 시간에

서 축적된 공예만의 지식과 경험은 21세기에 행해지고

있는공예의새로운도전에대한장애물로여겨진다. 즉,

사회문화적화두로떠오른융합의적용은공예에게는일

종의모험이라고할수있다. 공예가전통적인인식의체

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작의 분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타자와의 융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현대공예는 단기적

성과에치중하기보다는장기적안목을가지고다양한분

야, 기술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질

적인 것들 간의 융합과정에서 지식, 경험의 영역은 물론

이고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은 확장 될 것이다.

또한, 공예는다양한지식, 경험의축적과정을통해상

식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문제나 한계를 주어진 환경

과재료를창의적활용해최선의해결책을찾을수있는

브리콜뢰르(Bricoleur)형 인재(브리꼴라주(Bricolage)를

몸으로 보여주는 손재주꾼, 활용 가능한 도구 및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즉석에서 임기응변력을 발취하여 위기상

황을능수능란하게탈출하는사람)[16]가 필요하다. 그들

은 공예에서 전통적인 제작과정을 넘어 기존의 혹은 새

로운개념, 재료, 기술들과의융합을시도하고, 다양한분

야의인재들과의협업을통해융합의과정에서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새

로운 융합표현의 지속적인 창출가능성을 높여준다.

5. Conclusion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융합과 같은 개념의 발전에 근거가 되었고, 이는 시대를

대표하는 것 이상의 문화현상이 되었다. 융합은 시대의

트렌드로써 미래의 진보를 예측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물성, 수공성, 전통성, 장인정신에기반한

공예가발전하기위해융합에대한진진한논의가필요한

근거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공예에서 새로움의

창출을중요가치로두고있는융합의적용은과감한패

러다임의전환을의미한다. 융합공예를현대사회의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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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아니라하나의장르로진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것들간의섞임을통해새로운것에대한무한한상상과

실현을가능케하는융합은공예분야에서새로운창출의

가능성을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예에서 융

합의시도는타(他)에 대한획일성의지양과다양성의존

중을통해다른것에대한무한한접촉을허용하고, 변화

를 수용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창조를 위한 새로운 아이

디어와방법을창출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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