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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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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craft         

sung-min Kim

KONGJU NATIONAL UNIVWERSITY CERAMIC DESIGN 

요  약  공예문화산업은 ‘공예․문화로 이루어진 산업’의 의미보다는 ‘산업으로서의 공예․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공예문화산업은 기능, 기술, 기법 또는 토속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서 제
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공예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오랜 세월을 걸쳐 역사적으로 전승하
여 형성되어온 특정의 공예 문화 관련한 산업이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예문화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공예 활동이 더 이상 제작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작, 유통, 개발 등 공예문화산업으로 한 국
가와 민족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공예․문화․산업분야로써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성 연구를 통한 발
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공예문화산업, 제작, 유통, 발전방안

Abstract  Craft culture industry 'crafts and culture made   up of industry meaning of' rather than 'as a craft 
industry. Culture it is desirable to see Roy. Craft culture industry features, technology, techniques, or by 
indigenous raw materials to the foundation, which is produced as a plastic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characteristics of the main part of the craft industry with a means to manufacture products. Historically, over 
the years, which has been formed by tradition, culture, crafts related to specific industries. Only by looking at 
the craft cultural industries have unique features and understand the value and no longer making craft activity 
does not remain only in the dimensions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f craft industries and 
national and ethnic culture has inherited expression traditionality a representative craft, culture as a development 
plan for the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rket research is to propose ways.

Key Words : craft artist, characteristics, produce, Development Pla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공 문화산업은 민간에 의해 하여 내려오는 기능, 

기술, 기법 는 토속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산업 인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양면  속성 가치를 지닌 

공 품 산업을 말한다. 공 품을 만드는 과정은 수공업

이냐 기계 작업이냐에 의해서 한정생산과 량생산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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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나뉘고, 술성이냐 실용성이냐에 따라 심미성과 

기능성으로, 승이냐 창작이냐에 따라 통성과 성

으로 구분, 공 품의 이러한 양면  특성으로 인해 그 

역이 범 하고 모호하다는 비 을 받기도 하지만, 나

름 로 타 산업과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공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

보면 첫째,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세성과 노동집약  

산업이다. 둘째, 한국 고유의 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 정체성 산업이다. 셋째, 공  련 정부부처가 

일원화되지 못할 정도로 문화와 산업의 양면성, 그리고 

농업, , 디자인, 명품산업 등과 련성이 높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잠재산업이다. 이러한 복합 인 특징으로 인

하여 공 문화산업은 다음과 같은 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먼  통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 하는 술성

이 가미된 공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고유산업이며, 

인의 소득수   문화생활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하

는 문화산업이며, 표 인 기념품으로서 수지

의 개선과 국가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때로는 소장가

치가 높고, 랜드 가치가 있는 명품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 공 문화산업은 한 국가와 민족의 

통성을 계승하고 표 하는 술 , 문화  속성과 창

의 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생활에 용할 수 있는 

산업 인 속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복합  특성을 지닌 

표 인 문화산업으로 지식문화기반산업이 주도할 것

이라는 공감  속에서 정부가 극지원하고 있는 녹색산

업, 문화 산업, 지역특화산업, 디자인 창조산업 등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산업이다. 그

러나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공 문화산

업은 국, 동남아산의 가 공 품과 고품격 디자인과 

랜드 가치로 우리시장을 잠식되고 있다. 이 게 된 원

인으로는 공 문화산업에 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세계

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 인 비 과 략을 수

반한 정책 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공 품이 민 산업

으로서 어느 정도수출에 기여하던 그 시 에서나 용될 

수 있는 수 의 정책과 지원이 부분이었고, 그것마

도 각 부처마다 제각기 산발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

리 공 문화산업은 아직도 민 산업 수 을 벗어나지 못

한 상황이다. 문화  삶의 질 향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세계시장을 이끌 명품산업, 디자인 산업의 

모태산업으로 도약·발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문화산업에 한 총체 인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 공 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공 문화산업의 비

과 략 로드맵이 구축 시 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논문

자료를 통한 국내의 공 문화산업의 황과 실태에 해 

알아보고, 자료를 토 로 공 문화산업의 효율성과 문제

은 무엇인지를 연구,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국공 문화산업의 비 과 략을 통하여 한국 공 문화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략의 

시하는 것을 목 으로 둔다.

1.2 연구 방법

공 문화산업(공 문화상품)은 그 지역의 지방특색과 

통 인 형태가 들어있는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성은 비단 외면상 구역의 개념뿐 아니라 일종

의 내면의 품 이며, 고유문화의 표 형태의 구성을 낳

는다. 그것은 지리, 역사, 문화, 심리 등 특정 지역 혹은 

민족  유행의 공  특징을 포함한다. 고유문화의 공

품은 모두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안에서 생성된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지역의 문화원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기 로 한 공 문화산업은 일정한 지역, 

는 국가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에도 많은 향

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문화 산

업 진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 품의 개

발과 발 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 문화산업 

역시 타 산업에 비하여 역사가 오래되었고 통 산업으

로써 지역 경제 발 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 고, 지방 

특산품의 개발에 힘써 부수  효과로써 고용창출에도 일

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공 문화산업의 세성과 

구조 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 문

화산업의 실태를 악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 먼  공 문화산업의 황을 알아

보았고, 이를 참고로 공 문화산업의 역할과 국내 황

에 해서 공 품 제작업체와 유통업체의 지역 황을 

심으로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의 범 성과 

포 성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고자 한국공

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1 공 문화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 으며, 이를 토 로 문제 을 분석하

고 발 방안에 해서 연구하 다. 따라서 디자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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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상품개발  마 과 랜드개발로 인해 지역의 

세계 인 도자공 문화의 지역 인 부가가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 인 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2.1 공예문화산업 특성

공 문화산업은 문화 요소와 산업 인 요소를 동시

에 내포하고 있는 양면  속성 가치를 지닌 공 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수작업, 기계작업에 의해서 한정생산과 

량생산의 속성으로 나뉘고, 술성이냐 실용성이냐에 

따라 심미성과 기능성으로, 승이냐 창작이냐에 따라 

통성과 성으로 구분.〔Fig. 1〕

[Fig. 1] craft characteristic 

이 듯 공 품의 이러한 양면  특성으로 인해 그 

역이 범 하고 모호하다는 비 을 받기도 하지만, 나

름 로 타 산업과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공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을 살펴보면, 첫째,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세성과 노동

집약  산업이며 둘째, 한국 고유의 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 정체성 산업 셋째, 공  련 정부부처

가 일원화되지 못할 정도로 문화와 산업의 양면성, 그리

고 농업, , 디자인, 명품산업 등과 련성이 높은 새

로운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이다. 이러한 복합 인 특징으

로 인하여 공 문화산업은 다음과 같은 산업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통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 하는 

술성이 가미된 공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고유산업이

며, 인의 소득수   문화생활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하는 문화산업이며, 부분 순수 국산 원재료를 사

용하여 제조되는 정체성 산업이다. 이러한 복합 인 특

징으로 인하여 공 문화산업은 산업  가치를 가지고 있

으며, 통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 하는 술성이 

가미된 공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고유산업이며, 인

의 소득수   문화생활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하는 

문화산업이며, 부분 순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

조되는 정체성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2.2 공예문화산업  현황

2011년 매출규모는 약 9천2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Table1> Crafts Import & Export of cultural 
industries (Won)

            Year

  Division 
( 2011) ( 2012)

The world market 658,603,465 752,689,675

Korea market

(Proportion of area,%)

9,200

(73, 2%)

4,840

(97, 2%)

Korea Craft Promotion Foundation / Cultural Craft 

Industry Survey 2011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매출규모가 5천4백억 원으

로 가장 컸으며, 구/ 경북권이 6백억 원으로 가장 작았

다 소재별로는 도자공 의 매출규모가 4천5백억으로 가

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목공  천4백억원 속공  천2

백억 원 등의 순으로 나왔으며, 지역별 시장 유율을 지

역별업체구성비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2> 2011 Regions / Sales Breakdown by 
material

  

<Table 3> 2011 material / product sales b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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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 문화산업의 국내시장 매출규모는 약 9천 2

백억 원으로 추정 체 공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더 

클 것으로 상됨. 2011년 공 문화산업 종사자는 총 

29,148명으로 추정된다. 공 사업체의 부분은 소규모 

개인사업체 조사된 공 업체의 사업형태 구성은 개인사

업체 90.6%(1,379개) 법인 3.5%(53개), 기타 5.9%(90개)

로 나타나, 지난조사결과와 비슷한 구성비 이다.법인을 

제외한 업체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는 93.9%(1,379

개)로 나타나 2008년의 81.8%보다 증가하 다고 한다. 

2.3 제작업체 황

2011년도에는 공 문화산업 규모추정에서 보면 공

문화산업 종사자는 29,148명이다. 체 으로 개인사업

체 비 이 높은 계로 소재별 사업체 유형 비율의 분포

비율에서도 개인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인 공 문화 상품의 소재별 비율을 살펴보면 

도자공  4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목공 가 14.7%, 속이 11.5%  나타내고 있

다. [Fig. 2]

  

[Fig. 2] Market share in 2011 by workers

 

[Fig. 3] Crafts by local cultural industries in 
2011 market share

2011년 지역 별 공 문화산업 시장 유율 서울/수도

권 59.0%, 호남/제주권15.4%, 부산/경남권 12.2%, 강원/

부권 6.9%, 구/경북권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권 도자공 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경남권 도자공 8.4%, 서울/수도권 속공  7.5%, 

호남/제주권 도자공  7.2% 등의 순이라고 한다.

2.4 유통업체 현황

공 품의 유통은 갤러리, 백화 , 재래시장, 소규모 선

물용품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기계

화 비율이 높은 량생산이 가능한 공 품들은 남 문 

시장의 공 품 유통업자들이 부분 국규모로 유통시

키고 있으며 생산업체가 단독으로 혹은 조합 등의 시

매장을 통해 직  매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한 최근 통신 매, 자상거래 등을 통한 거래도 지속

으로 확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 문화진흥원

에서 2003년에 수행한 ‘국내 공 문화산업 분류체계 구

축  공 지원 사업평가모델 개발’에서, 유통업체 소재

별 설립 비율을 살펴보면 종이 공 업체가 1980년 이

이 37.5%로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업체비율이 다른 소

재 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문화

부에서 실시한 기념품 련부문 실태조사를 보면 공

품, 도자기류, 문방사우, 토기류 와 같은 공  문화상품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캐릭터 상품과 지역

의 특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공 문화산업은 

세계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시장규모는 매

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2006년 업체당 평균 매출은 9천 8

백만 원이며, 2006년 매출규모는 약 8천4백억원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된다.

2.5 매출규모

지역산업의 황으로 와 같이 문화산업의 비 이 

작다. 그러나 소재개발에 한 인식부족, 문기술, 인력

부재, 지역 인 인 라 취약 등 문화특화산업 련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공 문화산업은 세계 인 역사  

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잠재력은 풍부하나  공 문화산

업을 뒷받침 해  확고한 비 과 이를 추진할 문화소재

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이다. 이에 매출액 평균이 5천만 

원 이하인 세한 업체가 부분이며, 매출액이 낮은 이

유는 문경 능력 부족, 문 인력 부족, 고  장비  

인 라 부족 등으로 향후 공 문화산업기반 구축을 한 

집  투자와 세계시장 진출을 한 마  략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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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된다면 공 문화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문화의 특화된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부

가가치의 기술로 문화산업을 육성발 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제안 

공 정책 집행의 제약으로 지자체의 공  련 공

정책 집행의 제약들은 크게 8가지로 축약할 수 있으며, 

‘정책  산’에 한 제약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는 ‘공 품 가격  제작’에 한 제약  개선방향

에 해 많은 의견을 보 다. 구체 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첫 번째 산  정책

의 어려움이다. 산이 하지 않아서 사업수행에 어

려이 많다. 재 공 문화산업은 자 지원  시설을 갖

추기 한 지원만이 행해져 왔음. 후속 단계로서 '운 '

과 '활성화방안'에 한 연구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공 품 제작비용의 어려움이다. 100% 수공

로 할 경우( 통방식 고수)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나 가격

이 무 올라 량 생산  매가 어려움. 세 번째 공

인들의 인식이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새롭고 인 

감각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개발이 안 되고 국내 매에 국한되어 있다

는 문제 이 있다. 네 번째 공 인들의 매경로지원이 

없다. 시장개척과 매경로 확 가 필요하나 재 공

조합이 재정 ·운 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다섯 번째 

공 인들의 립이다. 공 단체들 간의 벌(각 공  재

료별) 등으로 갈등이 있고 정확한 구심 이 없는 실정이

라 행정 인 지원을 하기에 어려움. 여섯 번째 공모 ․

명장선정에 한 한계 정부에서 진행되는 공모  등에

서 시상 과 상장 등 표면 인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

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공모  수상 제품

에 한 상품화 개발이 필요함. 일곱 번째 공 문화산업

에 한 실태 악분류 체계가 무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산을 책정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

음. 공 의 범주와 문화 술의 범주 구분이 어렵다는 문

제 이 있다. 

공 품 기술을 다음 세 에 체계 으로 수하기 한 

데이터화 등의 과학 인 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사업

지원 상의 범 가 포 이지 못하여. 공 품 발 을 

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분야에 극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않고 있다. 자료를 보면 ‘공동 직매장 등 직거

래 매장 지원’, ‘재정  지원 확 ’와 ‘상품기획  디자

인 개발 지원’이 20.0%로 가장 높았다.  ‘공  련 행사 

유치  활성화‘와 ’공 업체/작가 등 자생력확보를 한 

교육컨설 ’이 15.0%로 나타났다. [Fig.4]

 

[Fig. 4] Cultural Craft Industry Development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1순 와 2순 를 합한 값에서

는 ‘재정  지원 확 ’가 45.0%로 가장 높았고,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지원’이 35.0%, ‘지자체의 공 품 수요창

출 노력  지원’, ‘공  련 행사 유치  활성화’와 ‘공

업체/작가 등 자생력 확보를 한 교육 컨설 ’이 

25.0% 순이었다. 의 문제 에 한 개선방안에서 정부

기 의 재정  지원  정책 수립 등  공 문화산업 발

에 가장 시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와 지방자치지

역의 극 인 투자  문가 인 운 을 유도, 열약한 

공 문화산업에서 디자인기술 신, 신상품개발  마

과 랜드개발로 인해 지역의 세계 인 공 문화산업

개발 지역 인 부가가치를 같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비 과 목표로 역사  통

성을 바탕으로 하여 잠재력은 풍부하나 공 문화산업을 

뒷받침 해  확고한 비 과 목표를 추진할 문화소재 연

계성이 부족한 실이다. [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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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aft culture industry vision and goals of 
the local economy

공 문화산업은 매출액 평균이 5천만원이하인 세한 

업체가 부분이며,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문경 능력 

부족, 문 인력 부족, 고  장비  인 라 부족 등으로 

향후 공 문화산업기반 구축을 한 집  투자와 세계시

장 진출을 한 마  략이 함께 구사된다면 공 문

화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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