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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문화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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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화란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이나 재배였는데,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 B.타일러는 저서《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
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문화란 인류
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의 양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활발한 문화의 보급은 왕성한 교육의 힘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도자문화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재정비가 필요하다.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교육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문화가 공급하는 자와 수요자와의 감정의 공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감안해 보더라도 
수요자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문화의 형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자공예 교육의 실태와 그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문화, 도자교육, 공방운영, 발전방안
Abstract  Culture of Latin cultura culture derived from a translation of the original meaning of words was 
farming and cultivation, culture, art and later became the will of. British anthropologist E. B. Tyler book 
"primitive cultures, Primitive Culture" (1871) Culture in the "knowledge. Beliefs Arts. Morality. Law. Practices, 
including as a member of human society acquired the totality of skills or habits," he gave the definition. 
Culture can be seen in the human reason, of the form of action, not genetic thing by playing by learning to 
learn from the community and received the whole thing says. Thus, the prevalence of active cultural power of 
vigorous training is possible can. In this sense, our ceramic culture also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he reorganization is needed. Culture and what it takes to become a force larger than the act of 
teaching. Who supply the consumer with the culture and the sharing of feelings that can be read properly 
considering the skater to the consumer unless the formation of culture is impossible. In this regard, this study 
real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culture, as the current situation in our country and the activation of 
ceramic craft education is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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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제성장을 거듭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문화면에서도

많은영향을끼쳤다. 경제의발전은곧시간의여유를가

져다주었으며, 여가문화를 즐기려 하고 있다. 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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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지향에서 또 다른 인간으

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자연스런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 증대한

공방의 기능은 바로 이 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공방

의 기능은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 받을 수 없었던 여러

혜택등을수용하여소수계층에서만누릴수있었던취

미생활을일반화, 보편화시켰다. 또한하루중일정한시

간을 자신만을 위해 보내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잃

어버렸던 자신과 자아를 찾기 위한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이 점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준다. 도자공예의 측면에서 본

공방은 역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도자공예를 배울 수

있는기관이극히소수였던우리나라의현실에서전문인

의 양성이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도자공예문화로서의발전도가져왔기때문이다. 사회참

여라고도 할 수 있는 도자공예 교육은 폭넓은 연령층의

관심 속에서 도자공예의 지식 및 상식의 확대와 감정의

교류를줄수있었다. 이러한높은관심속에서도자공예

는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도자공예 수요자의 확대는 자

연스럽게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회에서 소

외되었던일반주부들의관심을끌어냄으로써그들의활

동 반경을 가정에서 사회로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

었다. 주부 및 장애우 등 사회 참여는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양상을띠고있는데, 그것은주부및장애우등의개

별적으로움직이기보다는소수의그룹을형성하여움직

인다는점이다. 그리고그소수의그룹은다른소수의그

룹과의 연계를 이루어 가며 한사람의 수요자는 열 사람

의 가치를 가져다주게 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형성

에서도 이러한 일반 주부들의 참여는 다른 경우보다 더

욱 신속하고 폭 넓게 확산될 수 있다. 도자공예 교육은

그것이 교육으로서만 끝이 아닌, 상품으로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화생활의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전시장의

문턱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각종 행사의 참여도도 해마

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화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 형성하는 것이다. 더욱더 좋은 문화란 수많은 사람들

의 동조가 필요하다.

1.2 연구 방법
요즘은대부분의기관에서도자문화교육이이루어지

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자공예의 특성에서도 그 연

유를찾을수있다. 도자공예가교육으로서가지고있는

장점(특성)을 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예교육은

기능적·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술교육은 창의력,

상상력에서뿐만 아니라 조형감각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

요하다. 많은미술분야중에서도자공예와같은입체조

형활동은평면활동에비해서그역할이탁월하다할수

있다. 기능적·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예교육은 성

장기의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물론중요하지만성인들

에게도 마찬가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작용한다. 둘째, 도

예교육에는문화성및사회성이있다. 이 점은특히일반

성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의과정에서더욱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활동이나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벗

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관심 속에서 모인 타

인과의 교류는 새로운 사회활동으로서의 만족감을 가져

다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성은 각각의 문화 활동과 밀

접한 연계를 이루게 된다. 관심이나 호기심이라는 일차

적인 단계가 정적인 활동이라 한다면, 이 감정과 더불어

참여라는동적인활동을수반한감정의공유가이루어지

는 과정들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도예교육에는 역사성이 있다.

도자공예의역사성을굳이설명하지않더라도도예교육

역사는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개인적인 면

에서도이역사성은개개인의작품성이나발전된조형성,

그리고그부산물로얻어지는만족감에서도충족감을준

다. 교육 수용자의 이러한 만족감은 교육의 평생교육이

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도예교육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감정들은 각각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

기 때문이다. 도자공예는 연령과 성별에 구애 받지 않으

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기능의 연마와 미적 학습을 누

릴수있다. 또한흙을재료로하기때문인지, 삭막해져가

는 현실 속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연주의로의 체험

을 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공예

교육은꾸준한관심을가질수있었다. 여기에좋은프로

그램의개발과끊임없는연구가지속된다면앞으로도한

층더발전적인교육프로그램을구성한다면도자문화교

육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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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공예문화산업과 문화상품 마케팅이라는

자료집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자체조사한자료를참고

하여정리하였다. 우리주변에는헤아릴수도없을만큼

다종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직업들은 사

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때에

따라서는소멸되기도한다. [1] 이런직업적관점에서비

춰볼 때, 공방이라는 직업은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

어진것인가? 아니면개인의필요성에의해만들어진것

인가? ‘도예가’라는명제를앞에놓고스스로에게질문을

던지게 된다. [2] 아마도 현대에 있어서 공방(도예가)라

는 직업은 개인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것은 어떠한 편견이나 개인적 추측이라

기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가 그 해답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실로 많

은 기회와 자유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무한의 경쟁

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적 가치라는 것이 결

국 경제성 있는 직업만이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

스스로 사멸되는 시장 경제 논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다. 이런상황에서결국도예가라는직업을이시대에존

재케 하는 것은 결국 도예가 스스로의 필요성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성만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은배척하는극단적논리만을추구하는가?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면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란 냉정

한 무한경쟁만을 요구하는 한편 극히 인간적 감성을 가

진형의상학적인이상을추구하는이원적구조를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자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인 것이다.[3] 이런 맥락에서 공방

(도예가)이라는직업은결국 도예가스스로만든직업이

지만 이 사회에는 필요한 공익적 직업인 것이다.

2. 본론
2.1 도자문화 교육의 특성
도자문화교육에서의 운영의 특성으로는 도예교육은

기능적 · 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창의력, 상상력에서뿐만 아니라 조형감각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많은 미술 분야 중에서 도자

공예와같은입체조형활동은평면활동에비해서그역

할이탁월하다할수있다. 기능적·미학적인부분에있어

서의도예교육은성장기의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물론

중요하지만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작용한다. [4]

흙을 만지는 순간부터 느끼는 손의 감각은 인간의 두

뇌를자극하여감성(EQ, CQ)의 능력을배가시켜준다. 또

한흙을쌓아올리거나깎아주는일련의작업등을통해

서얻어지는균형감각과조형감각등은이론적으로습득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이다. 도

예교육에는문화성및사회성이있다. 이 점은특히일반

성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의과정에서더욱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활동이나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벗

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관심 속에서 모인 타

인과의 교류는 새로운 사회활동으로서의 만족감을 가져

다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성은 각각의 문화 활동과 밀

접한 연계를 이루게 된다. 관심이나 호기심이라는 일차

적인 단계가 정적인 활동이라 한다면, 이 감정과 더불어

참여라는동적인활동을수반한감정의공유가이루어지

는 과정들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자공예는 교육의 보급 비

율에있어서많은발전을거듭해왔다. 이러한점에서도

예교육은다른어떠한활동보다문화와사회적인측면에

서이점을충실히이행하여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 이점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이다. 도예교육에는 역사성이 있다는 말은 도자 공예의

역사성을굳이설명하지않더라도도예교육역사는전체

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개인적인 면에서도 이 역

사성은 개개인의 작품성이나 발전된 조형성, 그리고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만족감에서도 충족감을 준다. 교육

수용자의 이러한 만족감은 교육의 평생이라는 관점에서

볼때더욱중요한의미를부여해준다. 도예교육을받음

으로써느끼는감정들은각각의이유는다르겠지만계속

해서정진할수있는동기를제공해주기때문이다. 그리

고이러한점들이축적되어쌓아지면서자신만의세계를

구축하는힘을길러주며, 이힘은바로개개인의교육역

사와직결되며개개인의역사는도예교육의역사로이어

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도예 교

육은개인의성취감이나만족감을위해서도그렇지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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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교육의역사를위해서도꼭필요한요소이다. 또한도

자공예는 연령과 성별에 구애 받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인기능의연마와미적학습을누릴수있다. 또한

흙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삭막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점

차 높아지고 있는 자연주의로의 체험을 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공예 교육은 꾸준한 관

심을가질수있었다. 여기에좋은프로그램의개발과끊

임없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 점은 바뀌지 않

을 것이다.

2.2 발전방안
공방(도예가)라는직업은그리경제성있는직업은아

니지만그직업속에는많은매력이숨어있으리라생각

되며, 이러한이유로많은공방(도예가)들은경제적악조

건속에서도본인을중산층이라고답변하였다. 현대사회

에서 적성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을 무시하고도

직업을택하여평생동안그직업에종사한다는것은쉽

지않은일이다. 그러나공방(도예가)들은경제적성과에

상관없이평생동안전업도예가로남고싶다고대답하였

다. 정말도예가의한사람으로서가슴뿌듯한결과라할

수있으며, 이러한결과에모든공방(도예가)들이자신을

갖고전업도예가로서의사회적역할에최선을다하길기

대한다. 다만 경제적 자립에 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한다면지금보다조금더좋

은조건에서작업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그에대한대

안을두가지정도기술하며발전방안에대한결론을맺

으려 한다.

첫째- 수공예 생산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노력 공방

(도예가)들은많은노동시간에도불구하고평균월천만

원이하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의

작업장에서는오백만원이하생산성을가지고있으며, 이

는 극히 비생산적 시설과 과도한 장식으로 인한 비능률

적 생산 방법이 원인인 것이다. 이는 작업실의 경제성과

도 직결되는 요소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

하겠다. 실제도 작업시설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성형과

장식에있어서도합리적으로변화를준다면경제적이익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향상된 작품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적게 들기 마련이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

를점할수있다. 또한가격경쟁력있는작품판매는공

방이 보다 나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문량이 늘

어날것이고, 작업실에서는늘어난주문량으로물류비용

이나제조비용율절약하며놓은수익을낼수있다. 이는

작업실의 경제적 자립의 성패는 작품의 가격이 얼마나

높으냐보다작품을팔았을때수익률이얼마냐가관건이

기 때문이다.

둘째 - 판매처의 다양성과 디자인 개발 노력

우리는흔히작업실을설립하면공방이나친분관계가

있는 소수의 이웃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

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작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프로라는 생각을 겸해야 한다. 부끄럼이 많

다든지 작가의 자존심에서 오는 그릇된 이유에서 극히

제약적 판매처를 생각하는 소극적 경영 방법인 것이다.

만약 도예가을 자신의 직업이라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

적인방법으로판매처를개척하는것이바람직한태도라

말할수있겠다. 예로필자가만난도예가중에는작업실

설립초기에인근아파트 5일장참여를통하여경제적자

립을 했으며, 현재는 중견 작업실로 탄탄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있다. 또다른도예가로드마케팅을통하여상품

의 테스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결국 도자공예란 대중의

관심 속에 발전하므로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자세가 발전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우리는 언제나 일

품공예나 좋은 디자인만을 생각하며 작업한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전업도예가란 경쟁

력있는공예나경쟁력있는디자인까지생각할때경제

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결론 및 발전방안 
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하고있는공교육기관과사교

육기관에서의도자공예교육은학구열이나, 수준에비해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전문인

양성이목적인학교에서도크게다르다고보지는않는다.

물론 요즘에 들어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자하

는학교가늘고는있지만항상소잃고외양간고치는수

준에서 맴돌고 있다. 해마다 줄고 있는 학생 수가 그 결

과로 지방의 몇몇 대학들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까

지는 그 수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미리미리 준

비하고대처하지않는다면마찬가지의결과를초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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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화란 항상 양쪽 방향에서의 충돌이 있어야 이루

어진다. 공급자와수요자와의관계가그것인데, 이두요

소의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코드

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

하며,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다. 현재 한국의 도자공

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공교육기관

인 학교에서의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은 급속하게 변화하

는 현 시점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다주었

다. 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역시마찬가지이다. 교

육이획일화되면그결과물들 - 공예작품, 상품, 문화등

- 역시다양해지기힘들다. 그렇기때문에도자공예의원

활한발전을위해서도초기단계인교육에서부터변화가

있어야한다. 전문인을양성하는교육에서부터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교육

역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의 차원

에서도자공예는무궁무진한소재와주제를가지고있다.

도자공예 교육이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의 구분과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

로그램들은 크게 성인 대상, 5세 이전의 영아 프로그램,

5-7세까지의 유아 대상, 청소년기 등이다. 이를 더욱 세

분화하고그에맞는프로그램의개발이우선적으로필요

하다.

둘째,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점차고령화되고있는상황에서실버층과장애우등특

수교육을겨냥한교육프로그램은현재거의없는상황이

다. 노년시기및장애우등의특성을파악하여그에맞는

프로그램의개발역시절실하다. 또한영아기의프로그램

역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기는 대부분 혼자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하는 수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영아기에 할 수 있는 동작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프로그램들은영아기가아닌유아부에오히려적

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순하면서도 조형적인 면에

서도 소홀함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셋째, 특정한상황에대처할힘을길러야한다. 현대사

회가각박해지고개인화되면서치료가필요한계층이점

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이를위해서는좀더전문화

된양질의교육이필요하다. 이말은학교교육역시그러

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정한

상황일수록틈새가있기마련이다. 도자공예의발전은평

범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필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

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모든상황에대처할수있는공교육기관의변

화가 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가 초기

에서끝나지않도록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뒷받침해

주고관심을가져주어야할필요가있다. 현재각대학교

의인기학과는취업전망이좋은학과이다. 대학생의가

장큰고민이취업이라는통계도나와있을만큼, 우리나

라의 청년들은 취업과 연결이 되질 않는다면 전공으로

선택하기를꺼려한다. 물론자체적인노력도필요하겠지

만, 취업이안된다는의미는바로사회가그것을필요치

않는다는의미로도여길수있기때문에이점은매우심

각하다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어느무엇보다도도자

공예의발전을위해서는공교육기관의변화와발전이요

구된다.

지금까지한국의도자문화교육의실태에대해서잠시

나마 논의해 보았다. 문화의 발전은 전문가들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분야가 무엇이던지 그것의

발달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있다. 문화란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고 있다. 도자교육문화의 발전은 곧 도자교육의 발전으

로귀결된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공급자의측면인전

문가들을 위해서든 수요자인 일반인들을 위해서든 도자

문화교육은 현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도자문화교육의

향상된개발은바로문화교육의발전으로이어질것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가 초기에서 끝나지 않도

록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뒷받침해주고관심을가져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대학교의 인기 학과는

취업전망이좋은학과이다. 대학생의가장큰고민이취

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취업과연결이되질않는다면전공으로선택하기를꺼려

한다. 물론자체적인노력도필요하겠지만, 취업이안된

다는 의미는 바로 사회가 그것을 필요치 않는다는 의미

로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도자문화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38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Mar; 12(3): 377-382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무엇보다도 도자문화교육의

발전을위해서는공교육기관의변화와발전이요구된다.

도자문화의 발전은 전문가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

코 아니다. 분야가 무엇이던지 그것의 발달은 하나의 문

화를 형성하게 되어있다. 문화란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도자공예

문화의 발전은 곧 도자공예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공급자의 측면인 전문가들을 위해서

든수요자인일반인들을위해서든도자공예의교육은꼭

있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현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연구하여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자문화

교육의향상된개발은바로도자문화의발전으로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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