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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전통도자기를 재현 및 계승하는 전승도예 공간과 대학 도자공예 교육에 기반을 둔 현대

도예 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나 이원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천 도자기 산업의 발달경로와 네

트워크 실태 분석을 통해 전승도예와 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천 도자기 산

업공간은 점차 전승도예 공간에서 전승-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전승도예의 발달경로는 점차 

쇠퇴하는 한편, 기존의 전승도예 발달경로를 기반으로 새로운 현대도예 발달경로가 창출되어 점차 이천 지역에 뿌리

를 내리고 있다. 둘째, 전승도예와 현대도예는 기업 간 관계와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상이한 양상을 띤다. 셋째, 정부

는 대학교와 이천 도자기 업체(주로 전승도예 업체)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

원 역할과 네트워크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어 : 이천, 도자기 산업, 전승도예, 현대도예, 이원적 공간, 발달경로, 네트워크

Abstract : Since the late 1990s dualistic spatial structure has been configurated in Icheon ceramic indus-
trial space due to the articulation of transmitted ceramics space rooted from imitating the Goryeo and 
Joseon ceramics and contemporary ceramics space based on academic ceramic ar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ormation of dualistic space in Icheon by investigating the devel-
opment paths of ceramic indu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alyzing inter- and extra-firm relations 
in Icheon.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 path of transmitted 
ceramics has declined gradually, while the development path of contemporary ceramics has been em-
bedded in Icheon region. Secondly, the research pointed out that networks of transmitted ceramics and 
contemporary ceramics are different in the perspectives of inter-firm and extra-firm relations. Thirdly, the 
government has played a critical role as a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er and as a network broker 
between university and Icheon ceramic firms(mainly with transmitted ceramics) for technological coop-
eration and collaborative R&D.

Key Words :  Icheon, ceramic industry, transmitted ceramics, contemporary ceramics, dualistic spatial 
structure, development path,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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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2000년대 이후 전승도

예에서 현대도예1)로의 이행기를 경험하면서 전승

도예와 현대도예 공간이 혼재하는 이원적 공간구

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승도예 쇠

퇴 현상이 두드러져 업체 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지닌 주요 업체가 

폐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학 도예

과 졸업생들이 설립한 현대도예의 업체 비중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현

재 이천 전체 도자기 업체의 75.4%에 달하고 있다

(도자센서스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발달경로 분석을 통해 이원

적 공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특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특성은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 이천 도자

기 산업공간의 발달 단계를 발달경로상의 전환점

(turnig point)을 기준으로 태동기, 형성기, 초기 성

장기, 후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어 단계별 발달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출현한 현대도예의 발달경로로 인해 이

천에 전승도예와 현대도예가 혼재되면서 이원적 

공간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둘째, 이천 

도자기 산업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을 통해 전승도

예와 현대도예의 상이한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이

천의 이원적 산업공간 구조의 특성을 분석 및 도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 네트워크 분석틀

(Yeung, 1997; 전광일·류주현·이승철, 2012 참

조)을 활용하여 이천 전승·현대도예 업체의 전·

후방 연계와 같은 기업 간 관계(inter-fi rm relations)
와 대학 및 연구소와 정부와의 관계와 같은 기업 외 

관계(extra-firm relations)를 분석하였다. 또한 36
개의 도자기 업체(전승도예 19업체, 현대도예 17
업체)와 유관기관(이천시청 도예팀·도자문화시설

팀,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도자세라믹팀, 이

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심층 면담 및 설문

조사(2015.07.07.~29)를 시행하였다. 

2.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발달경로: 

이원적 산업공간 형성

본 연구는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발달경로를 

시기별 전환점(turning point)을 기준으로 태동기

그림 1. 이천 도자기 업체 수 동향(1960~2014) (단위: 개)

출처:  지정희(1988),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신지원(2004), 도자센서스(2004; 2006; 2009; 2014)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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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 형성기(1960년대 중반~70년
대 중반), 초기 성장기(1970년대 후반~80년대 후

반), 후기 성장기(1990년대), 성숙기(1990년대 후

반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한다(그림 1).

1)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태동 

(~1960년대 중반)

이천 도자기 산업의 발달경로는 고려·조선시대

의 전통도예 발달경로와 단절되어있다. 단, 일제강

점기에 단절된 전통도예를 재현하려는 유근형, 지

순탁 등의 전통도예 재현 노력과 이천 내 칠기가마

의 존재는 1950년대 말 이천 전승도예 태동의 토대

가 되었다.

유근형, 지순탁 등의 전승도공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전통도예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방 

후에는 주로 서울 한국미술품연구소에서 근무하였

다. 그들은 1958년 한국미술품연구소가 운영악화

로 폐쇄되자 일자리를 찾아 이천으로 이동하였는

데, 이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가 희소하던 

1950, 60년대에, 서울과 가까운 이천에 칠기가마

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천의 칠기가마는 19세기 말, 광주 사옹원 분

원이 민영화되어 전국으로 흩어진 사기장들의 일

부가 이천지역에 정착하여 조성되었으며, 1950년
대 중반 숙련 노동력이 부족했던 칠기가마 점주들

은 칠기와 제작과정·기술이 유사한 한국미술품연

구소 출신 도공들의 유입을 수용하게 된다(이천시

지편찬위원회, 2001). 칠기가마에서 일하던 전승

도공들은 점차 분리·독립하여 수금도요(1958), 해
강요(1960), 수광도요 등의 요장을 설립하였고, 홍

재표, 고영재, 이정하 등의 칠기장인들 역시 신규 

전승도예 요장에 합류하거나 신규 요장을 설립하

는 등 전승도예 발달경로에 합류함으로써 이천 도

자기 산업이 태동·발전하게 된다(그림 2). 따라서 

1958년 한국미술품연구소의 폐쇄에 따른 전승도

그림 2. 전통도예 발달경로와 이천 도자기 산업 발달 

출처: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최건(2002)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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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의 이천유입은 이천 도자기 산업 태동을 이끈 

결정적 사건이자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2)  이천 도자기 산업의 형성기 

(196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이천 도자기 산업의 형성기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인의 전승도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

해 이천 도자기 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2) 이

천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전승도공들

이 보유한 뛰어난 재현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인 전

승도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여 전승도자의 

최대 생산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방병선, 1998; 오
숙희, 1997; 1998). 

‘한일협정 체결’이라는 전환점으로 인해, 전승도

예를 중심으로 이천 도자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

장함에 따라 이천 도자기 업체의 종업원은 많게는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생산규모가 커

지고 생산공정별로 전문화·분업화되었다. 그러나 

이천 지역의 도자기 업체 수는 1966~75년 동안 5
개가 신설되는 데에 그쳤는데(지정희, 1988), 이는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전승도공 수가 부족했기 때

문이다. 전승도자 제작은 각 공정하의 다양한 숙련 

기술과 지식, 경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 및 경험은 일종의 암묵지로서 단기간에 전수 

및 습득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기는 주요 

요장(수금도요, 해강요, 고려도요, 광주요)에서 전

승도공이 신진 도공들에게 도제(徒弟)식으로 전승

도자 제작기술을 전수를 하던 기술 및 지식의 확산

기라고 할 수 있다.

3)  이천 도자기 산업의 초기 성장기 

(1970년대 중반~80년대 후반)

초기 성장기의 핵심적 특징은 분사창업(스핀오

프) 현상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도자기 업체(전승도

예) 수 증가이다. 실제로 이천 도자기 업체 수는 70

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스핀오프로 인해 1975년 9
개에서 80년 27개, 85년 55개, 88년 82개로 증가하

였다(지정희, 1988).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연

관 산업의 성장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 꾸준한 전

승도자 수요, 이천군의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숙

련도공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첫째, 도자기 제작 공정과 결부된 여주·이천·

광주 지역의 후방연계 산업(태토, 유약, 전사지, 가

스가마 제작 업체) 성장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이

천 전승 도자기 산업 성장을 지지하고, 특정 공정 

외부화를 통해 신규 개요(開窯)를 용이하도록 하

여 스핀오프 및 신규 개요를 촉진시켰다. 둘째, 지

속적인 일본인 수요 및 80년대 증가한 국내 수요

에 기인한 꾸준한 전승도자 수요는 이천 도자기 산

업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었고, 긍정적인 시장기대

를 야기하여 활발한 스핀오프 및 신규 개요를 초래

하였다. 셋째, 당시 이천군은 도자기 생산업체에게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및 도자기 

생산업 허가를 내주어, 도공들이 손쉽게 새로운 업

체를 개요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

하였다(모성은, 2003; 신지원, 2004). 넷째, 태동

기·형성기 동안 주요요장에서 전승도예 기술을 숙

련한 2세대 신진 도공들이 점차 증가했고, 그로 인

해 초기 성장기 활발한 스핀오프 및 신규 개요가 가

능하였다(그림 3).
이천 내 분사창업이 증가하고 도자기 업체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 간 경쟁이 증가하

였고, 그 과정에서 이천 도자기 업체 간 협력 연계

(기술, 디자인, 정보차원)가 감소하였다(심층면담, 

2015). 미약한 도자기 제작업체 간 협력 연계는 후

기 성장기와 성숙기까지 이어지며 기술혁신 창출

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이 

클러스터로서 기능하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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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천 도자기 산업의 후기 성장기 

(1990년대)

1990년대 이천의 도자기 산업의 후기 성장기

는 양적인 측면에서 요장 수가 1994년 141개에서 

1998년 323개로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침체 국면을 겪는 성장의 고착

기라고 할 수 있다. 침체 국면의 원인은 일본 시장

의 침체에 따른 일본 전승도자 수요 급감과 초기 성

장기 도자기 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업체 간 과다 

경쟁에 기인한다(신지원, 2004). 
1990년대 침체 국면이 계속되자 이천 지역 도자

기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해고된 도공

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자

신들의 집에서 스스로 소규모 도자기 업체를 설립

하였다(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이에 따라 이

천 도자기 업체별 고용규모와 생산규모가 축소되

고 가족 중심 경영체계가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그로 인해 도자기 업체 수 역시 증가하게 되는

데, 이에는 당시 이천 도자기의 상징성 및 연관산

업 및 네트워크의 발달에 기인한 타 지역 도공들의 

이천 유입 역시 기여했다. 

한편, 이천 도자기 업체 수가의 증가는 오히려 

업체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켜 이천 도자기 산업공

간 성장의 고착과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업체들은 생활자기 생산비율을 늘리고, 

이천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이천 도자기축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했지만 성장의 고착화를 탈피하지 

못했다(그림 4). 

5)  이천 도자기 산업의 성숙기(1990년대 

후반 이후)

이천 도자기 산업 성장의 성숙기는 2000년대 이

후로 업체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양적

인 측면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이다. 특히, 현

대도예의 발달이 시작되어 현대도예 업체 수가 증

가한 반면에, 전승도예의 쇠퇴에 따라 전승도예 업

체 수가 점차 감소하였다(표1 참조). 이에 따라 이

천 도자기 산업은 전승도예에서 현대도예 중심으

로 점차 이행하게 된다.

그림 3. 도자기 제작공정과 초기 성장기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변화

출처: 지정희(1988), 노민택(2006)과 심층 면담(2015)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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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기에 이천 전승도예는 근본적으로 ‘1990년
대 이후 일본 전승도자 수요의 급감 현상’에 조응하

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쇠퇴하였다. 이천시와 

경기도, 문화관광부 등의 정부 측에서는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이천 전승도공을 ‘명장’,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경제적·기술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및 촉진시

키며 네트워크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

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근본적으로 전승도예 불

황을 극복할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및 제품다각화

를 유의미하게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승도예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업체 대표자들이 

다른 일을 겸해서 하고 있으며(겸업화), 전승도예

의 맥을 이으려는 사람이 없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한편, 이천 현대도예는 점차 이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발달하고 있다. 이천 현대도예 발달에 있어

서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는 하나의 전환

점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도예 관련 학과 졸업

생들의 수가 적체됨에 따라 순수 현대도예 작가로

그림 4.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 성장의 고착기

출처: 심층 면담, 2015

표 1. 성숙기 이천 도자기 업체 수 변화 

연도 전체 도자업체(개) 전승도예 업체(개) 현대도예 업체(개) 출처

2001 342 - - 이천시 지역경제과(관련업체 포함)

2002 335 - - 이천시 지역경제과(관련업체 포함)

2003 295 - - 세계도자기엑스포 도자연구팀(관련업체 미포함)

2004 287 90 197 도자센서스(관련업체 미포함)

2006 274 95 179 도자센서스(관련업체 미포함)

2009 298 88 210 도자센서스(관련업체 미포함)

2014 2893) 71 218 도자센서스(관련업체 미포함)

출처: 이천시지 제5권, p.485, 신지원(2004),p.36, 도자센서스(2009; 2014)를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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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입이 어려워졌고, 점차 많은 졸업생들이 제품

생산·판매를 겸하는 현대도예 공방을 설립하게 된

다. 한정적인 도자수요 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

달리던 수도권 현대도예 공방작가들은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린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와 

뒤이어 지속된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 활발하

게 작품 활동을 하고 경제적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

다. 또한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위

해 구축된 이천지역 도자 관련 인프라 및 유관 기관

(세라피아, 한국도자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

분원) 설립과 기존 전승도예 연관 산업 및 네트워

크의 활성화는 현대도예 신규 업체가 이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그림 5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현대도예 업체(공방)의 대부분이 

이천에 집적되어 있으며, 수도권 현대도예 공방 중 

이천 입지 비율이 점차 높아져 현재는 6~70%에 

육박하고 있다(이천시 C도자기 업체, H도자기 업

체, R도자기 업체, N도자기 업체 심층면담 내용. 

2015년 7월).

현대도예 업체들이 이천에 집적한 원인은 전승

도예 발달경로 하에서 발달한 연관산업 및 네트워

크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5년 7월 설문조사 결과, 이천 소재 현대도예 업

체 17개(전체 조사 업체는 36개 업체) 중 12개 업체

(70.6%)가 주요 입지요인으로 ‘도자기 연관업체의 

존재’ 항목에 응답하였다. C도자기 업체 대표자와

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대도예 업체의 발달은 기존 

전승도예 발달경로 하에서 성장한 연관 산업 및 네

트워크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희가 이천에서 공방을 연 이유는 소지

(태토)나 유약을 비롯한 각종 도자기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

천, 여주 쪽 태토업체나 유약업체 등 도자기 

연관업체들은 80년대부터 계속 전승 쪽하고 

거래를 해와서 그런지 태토·유약에 대한 고유

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품질도 균질하게 나

오는 편입니다(2015년 7월 7일 C도자기 업체 

대표자와의 인터뷰).”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현대도예계

는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전승

도예와 접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도예 

공방 작가들이 이천지역으로 집적됨에 따라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점차 전승도예 공간에서 전승

도예와 현대도예가 공존하는 이원적 공간으로 이

그림 5. 이천 현대도예 공간 발달

출처: 허보윤(2009), 송윤영(2010)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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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3. 이천 도자기 산업 네트워크  

실태 분석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에는 성숙기 이래 전승도

예와 현대도예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 상이

한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천 도자기 업체는 

종업원이 1~2명인 소규모 가족중심경영이 지배적

인 관계로 ‘기업 내 관계’ 분석은 유의미하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이천 도자기 업체 및 사

례조사 대상 36개 도자기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간 관계, 기업 외(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정

부)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천 전승도예 및 현대도

예의 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표 2 참조). 

1)  기업 간 관계: 도자기 제작업체 간 협력 

연계

이천 도자기 제작업체(전승도예 및 현대도예 업

체) 간 연계는 도자기 제작업체 간 왕래 빈도, 제작 

기술 공유 및 연구개발 협력, 원료 조달 공유 및 공

동 구입, 판매처 공유 등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승도예업체 간 협력 연계 정도는 

평균 2.1, 현대도예 업체는 2.7로 이천 도자기 제작

업체 간 협력 연계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3). 
특히, 이천 도자기 제작업체들은 도자기 제작기

술과 디자인 측면에서 업체 간 연구 개발 협력이 상

당히 미비하고, 그에 관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

을 타 업체와 교류하지 않는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자기 제작기술 및 디

자인 공유 항목은 전승 및 현대도예를 막론하고 업

표 2. 전체 이천 도자기 업체 및 사례 조사업체 현황

조사 업체

(개)

전체 대비 

조사업체 

비중(%)

평균 가마 

수(개)

가마 평균 

루베(㎥)

상근

종업원

(명)

업체당 평균 

상근종업원 

수(명)

비상근

종업원(명)

업체당 평균 

비상근종업원 

수(명)

전승도예 19 26.8 1.74 1.36 43 2.26 11 0.42
현대도예 17 9.7 2.38 1.06 30 1.76 8 0.53

전체 도자기 업체 289 100 1.44 1.9 613 2.12 491 1.7

출처: 이천시 문화관광과 도예팀(2014), 현지 설문조사 결과(2015)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표 3. 이천 도자기 제작업체 간 협력 관계

 도자기 제작

업체 간 왕래

도자기 제작

기술 공유
디자인 공유

원료 조달처 

공유

원료 공동 

구입
판매처 공유

인력 소개 

및 고용

전승도예

(n=19)
2.3 2.3 1.9 2.6 1.6 1.8 2.4

현대도예

(n=16)
3.0 2.0 1.9 3.4 2.1 2.7 3.5

주:  5점 척도에 의해 분석한 결과이며, 설문 대상은 전승도예 업체 대표자 19명, 현대도예업체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 점수는 1점은 매우 미비, 2점은 미비, 3점은 보통, 4점은 활발, 5점은 매우 활발로 구성

자료: 현지 설문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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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간 협력 연계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이는 업체 

고유의 디자인과 도자기 제작기술이 해당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기에 이를 타 업체

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의 

경우도 타 업체와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연구개발

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업체 간 협력 및 연계 정

도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자기 제작업체 간 왕래’, ‘원료 조달처 

공유’, ‘인력 소개 및 인력고용 연계’에서는 부분적

인 협력 연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도예 업체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

학 선후배 관계를 토대로 한 현대도예 업체 간 비공

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현대

도예 업체 대표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단국

대, 서울과학기술대(산업대), 국민대 출신 현대도

예가들이 이천에 많이 입지하여 선·후배 간 운동

모임 등과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도자기 연

관업체 및 원자재, 기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고 있다. 또한 현재 생산규모가 큰 현대도예 업체

를 중심으로 일종의 도제라 할 수 있는 ‘문하생’을 

두고 있어4), 향후 문하생들이 점차 독립하여 공방

을 차림에 따라 양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업 간 관계: 후방 연계

기업 간 후방연계의 특성은 도자기 생산 관련 업

체와의 구매 거래 관계, 생산 공정의 외부화, 기업 

간 기술협력·공동연구 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조사 업체(36개)와 생산 관련 업체

의 구매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이천 도자기 업체

는 이천의 80개 도자관련업체와 여주의 38개 도자 

관련 업체로부터 원료 및 부자재를 지속적으로 구

매하고 있어 전승도예와 현대도예 업체 모두 강한 

국지적 후방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참조). 예를 들어, 이천 도자업체와 포장재 

제작업체와의 연계를 살펴보면, 과거 이천 도자업

그림 6. 이천 도자기 업체의 후방연계-구매 거래 관계’

출처: 현지 설문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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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대부분 여주에 입지한 슬지포장에서 포장재

를 구매하였으나, 최근 지오박스가 이천에 입지하

면서 지오박스로 거래처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심층면담, 2015). 
둘째, 최근 이천 도자기 업체 생산 공정의 외부

화가 심화되었다. 그림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종사자 수가 급감하였으며, 업

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2014년에는 업체별 종사자 수가 1명
인 업체 비중(48.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2~4명인 업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으로 나타난 소규모 가족 중심 경영체제5)가 이천 

도자기 산업의 지배적인 생산·경영체제로 자리매

김에 따라 생산 공정의 외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설문 조사(2015) 결과, 

제토 및 유약제작 공정에서 외부화 현상을 도출할 

수 있다(표 4 참조). 제토 공정에서는 전승도예와 

현대도예 대부분 업체의 외부화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유약제작 공정에서는 현대도예

가 전승도예보다 외부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전승도예는 12개 업체(63.2%)의 외부화 

정도가 0~20%였던 반면에 현대도예는 1개 업체

만이 외부화율이 0~20%였다. 이는 전승도예 도공

은 고유의 유약제조비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유약

그림 7. 이천 도자기 업체 종사자 및 규모 변화

출처: 도자센서스(2005; 2007; 2009; 2014)

표 4. 제토 및 유약제작 공정 외부화 정도

제토공정

외부화 정도

전승

도예

현대

도예
계

유약제작 공정

외부화 정도

전승

도예

현대

도예
계

0~20% 1 0 1 0~20% 12 1 13
20~40% 0 0 0 20~40% 0 1 1
40~60% 2 0 2 40~60% 1 4 5
60~80% 1 0 1 60~80% 0 5 5
80~100% 15 17 32 80~100% 6 6 12

계 19 17 36 계 19 17 36

출처: 현지 설문조사(2015)

(명) (명)

(년도)

업체 수 (개)

(업체별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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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작품 도자기

의 생산 비중이 높아 생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약

제작공정의 외부화 정도가 낮은 반면, 현대도예는 

생활자기 생산비중이 높아 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전승도예보다 크기 때문에 규격화되고 균질화된 

유약제조업체의 유약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이

다(2015년 7월 16일 R도자기 업체 대표자와의 인

터뷰). 

3) 기업 간 관계: 전방 연계

전승도예와 현대도예의 기업 간 전방 연계는 판

매 및 유통 지역과 경로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전승도예와 현대도예의 판매·유통 지역은 다소 상

이한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도예는 

서울과 이천의 판매·유통 비율이 높고, 경기 기타 

지역 또는 국내 기타 지역으로도 골고루 판매·유

통이 이루어진다. 한편, 전승도예는 서울과 이천

에 판매·유통이 집중돼 있는 동시에 해외 판매·유

통 비중이 15.5%로 타 업체유형의 해외 판매·유통 

비중보다 높다(표5 참조). 이는 해외 판매시장 개

척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해외 교류전 및 판매전(이

천시 주관)이 전승도예 업체를 위주로 이뤄진 것에 

기인한다. 도자센서스(2005; 2007; 2009; 20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 도자기 산업 총 매출액 

대비 수출제품 판매액 비중이 2004년 22.2%에서 

2014년 14.3%로 급감하고 있다. 이천 도자기 산

업 수출액 역시 2006년 12.5억 원에서 2013년 3.7
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전승도예 업체의 쇠퇴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현상은 이천시 및 유관기관, 그리고 전승도예계의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둘째, 전체 이천 도자기 업체의 국내 유통 경로

는 2014년 기준 도매상(62.3%)과 요장직판/직영점

(54%)이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전문 갤러리와 단

체주문생산 경로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유통하

는 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천시 문화관

광과 도예팀, 2014). 설문조사 대상 36개 업체의 

경우, 전승도예 업체는 직거래(도매)비중이 높고, 

직영판매장 및 타인운영 판매장 비중이 낮은 결과

가 나왔다. 반면 현대도예 업체는 타인운영 판매

장 및 직영판매장 비중이 높고 직거래(도매) 비중

이 낮았다(표 6 참조). 이는 전승도예 직영판매장

의 수와 전승도자 판매장의 수가 감소하고, 현대도

예 직영판매장의 수와 현대도자 판매장의 수가 증

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천시 사기막골 및 3번 국

도 인근 사음동·신둔면 인근 거리경관을 관찰해보

표 5. 이천 도자기 업체의 판매·유통 지역
(단위: %)

이천 서울 경기 기타 광역시 국내 기타 해외 계

전승도예 30.9 25.9 12.3 8.2 7.3 15.4 100.0
현대도예 19.5 36.4 19.1 1.8 21.8 1.4 100.0

자료: 현지 설문조사(2015)

표 6. 이천 도자기 업체의 판매·유통 경로
(단위: %)

판매·유통 

경로

직영 판

매장

판매장

(타인 운영)
유통업체 중개상인

축제 

판매장
백화점

직거래 

(도매)
기타 계

전승도예 11.4 6.9 14.4 7.8 5.6 5.0 44.4 4.5 100.0
현대도예 25.6 29.7 0.3 8.9 16.3 0.9 10.9 7.4 100.0

자료: 현지 설문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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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으로, 전승도예의 쇠퇴

와 현대도예의 성장이 거리경관에 가시화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D도자기 판매장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이천에서 판매장의 수

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도자

기 판매시장 위축 때문에 시장 개척차원에서 

그러는 측면이 강해요. … 여기 사기막골이나 

큰 도로(3번 국도) 인근에 판매장은 늘었는데 

전통(전승) 도자기 파는 매장은 많이 줄었어

요. 같이 팔거나 현대 도자기 파는 매장이 많

이 늘었구요. 우리도 원래는 전통 도자기 위주

로 파는데 지금은 같이 팔아요(2015년 7월 24
일 D도자기 판매장 대표자와의 인터뷰).” 

4) 기업 외 관계: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관계는 기술교

육 연계, 기술협력·공동연구 연계 차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술교육연계 차원에서 전승

도예는 명지대학교와 기술교육 연계가 확인되었

으나, 현대도예는 기술교육 경험이 미비하였다(표 

7). 사례조사 대상인 36개 이천 도자기 업체 중 기

술교육 경험이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30.6%)였고, 

총 13회(평균 12회)의 기술교육을 경험했다. 전

승도예 업체의 경우, 전체 19개 업체 중 10개 업체

(52.6%)는 기술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기술교육 경

험이 있는 8개 업체(42.1%)는 세라믹기술원에서 1
회, 명지대학교(용인)에서 10회 기술교육을 받았

다. 현대도예의 경우, 전체 17개 업체 중 14개 업체

(82.4%)가 기술교육경험이 없었으며, 기술교육 경

험이 있는 3개 업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3회 

기술교육을 받았다.

이천 전승도예 업체가 명지대학교와 활발한 기

술교육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까닭은 이천의 많은 

전승도공들이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 기술

학과 최고기술자과정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주요 전승도공들이 명지대학교 강사로 초

빙되어 출강하게 되면서 전승도예-명지대학교 간 

공식·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례조사 대상 19개 전승도예 업체 대표자 

중 4명이 명지대학교 최고기술자과정을 수료하였

고, 명지대학교에 출강한 경험이 있다.

한편, 기술교육기간의 경우, 현대도예는 사례 수

가 적어 경향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전승도예는 고

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경향성을 찾아내기 어려웠

다. 기술교육 내용의 경우, 주로 유약개발에 집중

된 경향성(14회 중 6회 46.4%)을 나타냈다. 전승도

예 업체의 경우 최고기술자과정을 수료한 업체가 

4개(36.4%)있었고, 그 외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현대도예 업체의 경우 사례 수가 

적으나 유약개발에 집중된 경향성(100%)을 나타

냈다(표 7 참조). 기술교육 내용 차원에서 유약개

발이 두드러지는 까닭은 먼저, 대학 및 세라믹기술

원 등의 유관 연구기관이 유약개발과 관련된 데이

표 7. 이천 도자기 업체의 기술교육기간과 기술교육내용

기술교육기간 전승 현대 계 기술교육내용 전승 현대 계

1개월 미만 3 1 4 유약개발 3 3 6
1~5개월 3 1 4 소지개발 1 0 1

6~11개월 0 1 1 최고도자기기술과정 4 0 4
1년 이상 5 0 5 미상 3 0 3

총계(응답업체수) 11(8) 3(3) 14(11) 총계(응답업체수) 11(8) 3(3) 14(11)

자료: 현지 설문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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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및 과학적 이론·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둘

째로 유약이 도자기의 디자인과 빛깔 강도를 결정

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술협력·공동연구 측면에서 기업-대학 및 연

구기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승도예는 명지대

학교와 유약 및 안료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협

력·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현대도예는 한국세라

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디자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였

다(그림 8 참조). 이천 도자기 업체의 기술협력·공

동연구 대상 기술은 업체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났다(표 8). 19개 전승도예 업체 중 7개 업체가 

21회의 기술협력·공동연구를 실시했다고 응답했

는데 이 중 12회가 유약 및 안료개발(57.1%)을 대

상으로 하였다. 한편 현대도예 17개 업체 중 7개 업

체가 14회의 기술협력·공동연구를 실시했는데 이 

중 9회가 디자인 연구개발(64.3%)을 대상으로 하

였다.

전승도예 업체가 주로 유약 및 안료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협력·공동연구를 진행한 까닭은 전

승도공들은 유약을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디자인개발의 필

요성이 적은 것 역시 영향을 끼쳤다. 전승도예의 

디자인은 전통 도자기의 디자인을 계승한 경우가 

많아 디자인 및 표현 양식이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어 디자인 개발 필요성이 현대도예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다. 한편, 현대도예는 유형화된 디자인·

표현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업체마다 작품마다 디

자인 및 표현 방식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주로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공동연구를 실

시하였다. 기술협력·공동연구 대상기관 역시 업

체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승도예 업체

의 경우에는 주로 명지대학교와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를 진행(전체 21회 중 17회, 81.0%)한 반면, 현

대도예 업체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활

발하게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진행(전체 14회 중 

12회, 85.7%)하였다.

세라믹기술원의 공식적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는 주로 현대도예 업체와 진행되지만, 다소 미비한 

편이며, 대신 비공식적 기술지원·이전이 전승·현

대도예 구분 없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그림 8 참

조). 이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도자세라믹

팀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 세라믹기술원에서 프로젝트 공고를 띄

운다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기술지원

이나 이전은 많지 않아요. 대신 비공식적 기술

지원·이전은 술자리, 운동모임 등의 비공식적 

모임(네트워크) 혹은 업체 대표자-연구원 간 

대면접촉·통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도

자기 생산공정 상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

공의 형태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 세

라믹기술원-이천 도자기 업체 간 신소재 개발 

지원·협력 및 신제품 개발지원·협력은 미약

한 편이에요. 이는 업체들이 기술 유출과 모방 

표 8. 이천 도자기 업체의 기술협력·공동연구 대상 기술과 대상 기관

대상 기술 전승 현대 계 대상 기관 전승 현대 계

유약 및 안료개발 12 3 15 명지대학교 17 0 17
디자인 연구개발 6 9 15 세라믹기술원 1 12 13

원료·소지연구개발 2 1 3 기타 국내대학교 3 0 3
소성기술 1 1 2 해외대학교 0 1 1

신제품개발 0 0 0 기타 0 1 1

총계(응답업체수) 21(7) 14(7) 35(14) 총계(응답업체수) 21(7) 14(7) 35(14)

자료: 현지 설문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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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대한 염려하기 때문이죠(2015년 7월 

27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도자세라믹

팀 팀장과의 인터뷰).” 

5) 기업 외 관계: 정부

정부는 대학교와 이천 도자기 업체(주로 전승도

예 업체)의 기술협력·공동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

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상호 간을 연결시

켜주는 네트워크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

만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는 전승도예 업체인 H도자기 업체와 S도자기 업체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저희 업체는 한양여대와 산학협동으로 

도자기 실습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명지대, 

여주대와 기술협력, 공동연구도 했었어요. 명

지대, 여주대 건은 정부-대학의 연계로 이뤄

졌었죠. 대학교에서는 신 소지 및 신 유약을 

개발한다고 시료와 데이터를 뽑아갔는데, 그

를 통해 만들어진 신 소지와 신 유약이 우리하

고 딱 맞으란 법이 없어요. 왜냐면 업체마다 

가마 크기가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습도, 기온

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겠어요

(2015년 7월 17일 S도자기 업체 대표자와의 인

터뷰).”

“…정부출연자금을 기반으로 명지대학교와 

기술협력·공동연구를 실시했지요. 하지만 실

익은 없고 모양새만 갖춘 격이었습니다. 핵심

적인 유약레시피는 못 건졌죠(2015년 7월 14
일 H도자기 업체 대표자와의 인터뷰).”

한편, 지방 정부(이천시)는 이천 도자기사업협동

조합과 연계하여 이천 도자기 업체와 다음 [그림 9]
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중 이천시 도자기 

명장을 지정·지원하고, 국내외 교류·전시회를 개

최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전승도예 업체

와 차별적으로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즉 이천시 

도예팀에서 지정·지원하는 도자기 명장들은 전승

그림 8. 이천 도자기 업체-대학교-세라믹기술원 간 네트워크

자료: 심층 면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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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 도공들이고, 유네스코창의도시 교류팀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교류전·전시회에는 도자기 명장

들 위주의 전승도예 도공들이 주로 참여한다는 점

에서 현대도예 업체는 소외되고 있다.

4. 결론

최근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전승도예에서 현

대도예로의 이행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에 혼재하고 있는 전승도예와 현

대도예 공간의 이원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발달경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천에서 도

자기 산업이 태동한 핵심원인은 ‘칠기가마의 존재’

와 ‘서울과의 접근성’과 에 기인한 ‘한국미술품연구

소 도공들의 정착’이다. 둘째, 이천 도자기 산업 발

달의 전환점은 ‘1958년 한국미술품연구소 도공들

의 이천 유입’, ‘1965년 한일협정체결’과 ‘1990년대 

초 일본 수요 급감’,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

포’이다. 셋째, 초기성장기 이후 미약한 도자기 제

작업체 간 협력 연계는 기술혁신 창출에 부정적 영

향을 끼치고 있어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이 클러스

터로서 기능하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넷째,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점차 전승도예 

공간에서 전승-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으로 이행

하고 있으며, 전승도예 발달경로는 점차 쇠퇴하는 

한편, 새로운 이천 현대도예의 발달경로가 창출되

어 점차 이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이

천 도자기 산업공간에 구체화된 전승-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구조는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확인

된다. 

첫째, 도자기 제작업체 간 협력·연계가 미비하

고, 업체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못

한 상태이지만, 대학 선후배관계와 문하생 제도를 

그림 9. 기업 외 관계: 이천시 및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자료: 심층 면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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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형성된 현대도예 업체 간 비공식적 네트

워크는 향후 새로운 도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후방연계 차

원에서 양자 간 생산공정 상의 차별적 외부화 현상

이 나타난다. 이는 유약제작과정 외부화에서 두드

러지며, 그 원인은 현대도예의 높은 생활자기 생

산 비중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전방연계 차원에

서 양자 간 판매·유통경로가 상이한데, 현대도예

의 경우 직영판매점과 타인 운영판매점의 비중이 

높고, 그에 따라 이천 사기막골과 3번 국도 주변 거

리경관이 변화하고 있다. 판매지역 차원에서는 전

승도예가 해외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 현대

도예는 해외와의 연계가 미약하다. 넷째, 전승도예

는 주로 명지대학교와, 현대도예는 세라믹기술원

과 기술·협력 연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세라믹기

술원은 전승·현대도예를 막론하고 비공식적 네트

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기술지원·이전의 

역할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교와 

이천 도자기 업체(주로 전승도예 업체) 간의 기술협

력·공동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역할과 네트워크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의 발달경로를 전승도예와 현대도

예 양자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추적하여 이천 도자

기 산업공간 태동의 핵심 원인과 전환점을 규명하

였고, 전승도예와 현대도예의 발달경로 간의 관계

를 규명하였다. 둘째, 이천 도자기 산업 네트워크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간 그리고 기업 외 관계

에서 나타난 전승도예와 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

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주

1) 전승도예는 과거 고려·조선시대의 ‘전통도예’를 재현하고 

계승하려는 흐름으로, 일제강점기때부터 전통도자기 제작

기술 재현에 힘쓴 지순탁, 유근형, 고명순, 김완배 등에 의

해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태동·발전하였다. 현대도예는 대

학 제도권 도자 공예교육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예 분야로, 

재료 사용과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2) 형성기 이천 도자기 산업의 경제적 성장과 관련된 정량적 

수치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정성적 자료는 존재한다. 이

천시지편찬위원회(2001)는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

관광객과 이들을 상대로 한 상인들이 다투어 도자기를 사가

는데 미처 만들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판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일일이 확인할 틈이 없어서 푸대자루에다 쓸어 

담을 정도였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면

담내용이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이천 고려도요에서 공장장을 했었는

데, 거기엔 실제로 1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했었습니다. 그

땐 정말 도자기 경기가 좋았지요. 푸대자루에다 돈을 쓸어

담았다는 이야기? 그땐 정말 만들면 바로 팔려나갔어요. 

사실입니다(2015년 7월 7일 D도자기업체 대표자와의 인

터뷰).”

3) 도자센서스(2004; 2006; 2009; 2014)의 업체수는 도자센

서스 연구에 응답한 업체 수이고, 실제 이천 도자기 업체 수

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천시 문화관광과 도예팀원과

의 면담(2015년 7월 27일)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역 내 도자

기 업체 수를 334개(2014년 기준)로 파악·추측하고 있다.

4) 문하생 제도는 R도자기 업체 대표자와의 인터뷰내용을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이천의 성공적인(어느 정도 수요 및 수입이 있는) 현대

도예 공방들은 문하생이나 직원을 꼭 둡니다. 그 이유는 생

활자기 생산에 있어서 다량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

기 때문이죠. 저희 공방에서는 현재까지 10명의 문하생들

이 거쳐갔습니다. 이 중 80%는 현재도 공방 운영하고 있구

요. 문하생들은 대략 3년 정도 교육·실습기간을 거친 후, 

독립합니다. 현재 저희 공방에는 1명의 문하생(여)이 있는

데 월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고, 저(대표자)와 똑같

이 모든 생산과정을 거쳐서 도자기 제품을 만듭니다. 문하

생은 저희와 함께 숙식을 하는데, 생산과정에 있어서 그들

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코칭하지는 않고, 각 생산과정 혹은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수정·보완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마케

팅 하는 방법, 축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준비하

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소성할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줍니

다. 즉 자기 스스로 공방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을 때

까지 도와주는거죠(2015년 7월 16일 R도자기 업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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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인터뷰).” 

5) 사례 조사(2015년)에 따르면, 업체별 종사자 수가 2~4인 업

체의 대다수는 가족·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상근 종업원을 고용한 27개 업체(9개 업체는 1인 

경영)가 총 37명의 상근종업원을 고용했는데, 이 중 31명

(83.8%)가 가족 또는 친인척관계였다. 이는 대부분의 이천 

도자업체는 소규모 가족중심경영체제가 지배적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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