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오늘날 정보, 지식과 함께 창의성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으
로 간주하고 있다. 창의 산업은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연평균 5~20%의 높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불행하게
도 지난 2008년 이후부터 미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일대 타격을 주면서 이어진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대량 실
업사태로 수많은 시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현
재에도 이를 해결코자 전 세계 국정운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는 있으나 글로벌화와
국제자유무역이 가속화 되면서 서로 복잡하게 엉켜버린 문제점들이 단기간에 풀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더구나 이런 양상이 향후 지속 내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관측에 전 세계가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 속에 긴장과 불안
감에 휩싸여 있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국제 금융
위기와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경
제 구조로 1997년의 외환위기(Asian Financial Crisis)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모든 중심은 ‘경제 위기극복’이었고, 심지어 여타 다른 정책들도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돼 왔다. 다층적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특히 강점 분야인 IT, 반도체, 조
선, 자동차, 철강, 에너지 등의 수출 호전에 힘입어 OECD 회원국가들 중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잘 대처한 나라로 기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 위기 극복 이
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실적 호전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으며, 소득분배의 불균
형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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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경제구조개혁은 급속도로 진행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은

강화 및 시너지 극대화로 인해 이제는 국가경쟁력 못지않게 도시 경쟁력이 지역 경

미흡하여 산업과 기업 간, 소득과 고용 간 양극화의 간극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다.

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

더불어 최근 저(低)출산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미래 생산 가능인구 저하로 대한민

한 흐름에 편승하여 유네스코는 도시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의적·사회적·경제적 가

국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이 선진

능성을 확대하도록 돕고,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여타 도시들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이 최우선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장려코자 2004년 10월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현 시대
적 요구와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업이라 하겠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돌이켜 보건데, 현 인류는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학

전 세계 19개국 31개 도시가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국제 교류와 협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일궈낸 엄청난 규모의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호황 덕택으로 인

력 등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류 역사상 유래 없는 과(過)한 풍요를 누려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반대 급부적인 부작

이천시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되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자연 환경 및 생태계 파괴로 야기된

2009

기후변화와 대륙의 사막화는 현 인류의 삶의 터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고, 오로

년 3월 지역의 문화자산과 창의적 역량을 미래 도시 발전전략의 핵심 의제로 선정

지 경제적 성장과 효율만 중시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인간을 하나의 경제적 도구

하면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이란 시 표어와 더불어 40년 만에 대표 심벌마

와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을 낳았다. 더불

크를 ‘ART 이천’으로 새 단장하면서 ‘세계 속의 문화도시 이천‘ 도약을 위한 선포식

어 버팀목 역할을 했던 그간의 경제적 풍요마저 최근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을 거행했다.

서 전 세계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니,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달은 발전전략 추구
로 인해 현 인류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커다란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 추진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면, 사실 이천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커다란 가뭄과 홍수 등 특별한 자연재해

한편, 인류가 처한 이러한 각종 사회·경제적 문
제점들을 개선코자 최근 ‘창의 산업’이라는 신

가 없고, 특히 농축산물 재배환경에 있어서 천혜의 입지를 지니고 있는 터라 웬만한

개념 도입과 더불어 소위 ‘문

대외적 환경 변화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세계정세는 기

화를 근간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을 도입하면서 과거 개발 위주의 단편적 성장주의

존의 사회·경제적 체제와 질서를 송두리째 탈바꿈시킬 정도로 급변하였는데, 이천

를 지양하고 지역의 문화 자산과 경쟁 요소를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시 역시 이런 시대적 전환에 더 이상 과거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수도

도시들이 세계 도처에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연대

권에 입지한 이천시의 유리한 입지조건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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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이천시민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을 축하하는 창의도시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로고

와 각종 수도권 입지 억제 정책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난 수 십 년간 도시 성장이 지체

들 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미팅을 통해 향후 실질적 교류활동을 위한 구체적

되는 이중고를 겼어야만 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타계코자 지역 전문가들과 시

인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본 네트워크가 가진 실질적 효과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민들은 뜻을 모아 ’문화‘라는 키워드를 도시 성장전략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선정하게

본 서울 국제컨퍼런스와 동반 개최된 창의도시 정례회의에서 유네스코의 막대한 예

되었고, 이에 다양한 시책 개발을 선도할 전담팀(비전프로젝트팀)을 이천시 조직 내 신설하

산 삭감(Budgetary Cuts)으로 인해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이 더 이상 유네스코 본부의

였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된 핵심전략 중 하나가 바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직접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비보(悲報)가 전해졌다. 이는 본 네트워크

가입이었으며, 다행히 사업 추진 1년 7개월 만인 2010년 7월 20일 국내에서 최초

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소식이라 전 회원도시들은 일제히 커다란 충

이자 세계적으로는 23번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큰 영광을 얻었다. 그간

격에 빠지기도 했는데, 특히 당시 신규 가입된 몇몇 회원도시들에게는 유네스코 창

각종 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혀 국내에서조차 입지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천시의

의도시란 영광스런 타이틀 획득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접한 소식이어서 충격은

지난 과거를 비춰볼 때,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타이틀 획득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 회원 도시들은 즉각 머리를 맞대어 대응 방안을 빠르게

주목하는 ‘세계적 문화도시’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시민들, 특히 문화·

마련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상황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천시 역시 대응방안

예술 부문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앞으로 ‘우린 할 수 있다’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사 개진과 관련 회의에 적극 동참하였는데, 이런 참여와 활동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기에 충분하였다. 더불어 이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작

은 지난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중 가장 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각인되었다. 왜냐하

지만 강한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정책에 활력을 불어 넣었는데, 특히 도

면 과거 국제사회에서 주로 원조만 받아온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건축, 문화, 교육 등의 부문에 있어서 ‘창의적 시도와 접목’이 가속되었다. 대외적

시 기여활동과 역할 분담이 소외 내지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문

는 국제무대에서 여러 선진 도시들과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당당히 머리를 맞

화자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역할과 책임을 함께 분담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아시아

창의도시 지정 후 지난 2년 간 이천시는 창의도

변방의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던 이천시를 세계무대를 배경으로 당당히 꿈을 펼쳐 나

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부문에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2011년 11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과 더불어 성숙한 도시 발전상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서울 국제컨퍼
런스’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포함한 전 세계 45개 참가 도시들에게 지역의 우
수문화 자산과 창의적 역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공예부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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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최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 컨
퍼런스’ 행사는 특히 신규 가입된 창의도시들에게는 전 세계 도시별 트렌드와
창의도시 전략사례에 대한 이해와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지
역을 널리 알리는데 매우 좋은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행사와 연
계하여 유네스코가 주관하고 있는 ‘창의도시 정례회의’ 역시 창의도시로서의 역할
과 책무 등을 이해하고 도시 간 우호와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데 큰 기반이 되고 있
다. 이천시 역시 본 행사에 대해 매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펼침으로써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초기 설정 목표 중 하나였던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효과를 얻
은 바 있다. 더불어 본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고
자 최선의 노력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천시 역시 2010년 10월 유네스
코한국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의 협력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포럼’을 주최한
바 있는데, 본 학술포럼 통해 전 세계 창의·문화도시 전략 사례와 국제 네트워크 현
황 및 역할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과제를 선정·이행하면서 창의도시 미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본 행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
시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많은 도시들에게 좋은 바로메타 역할을 하였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타이틀은 전 세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천시 역시 2010년 6월 유럽 및 아시아 도자도시와 유명 도자 기업이 주축이 된 ‘월
드세라믹로드’(World Ceramic Road) 기구결성과 이후 관련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한 바 있
다. 본 기구는 전 세계 도자 문화발전을 위한 국제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과 아
시아의 유명 도자도시가 주축이 되어 있으면서, 특히 관련 기업도 함께 참여함으로
써,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는 모범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천시는 본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
정 이후 그동안 국내에만 치중되었던 활동범위를 비로서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
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유네스코가 본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
해 추구하고 있는 문화발전을 통한 인류공영에 적극 동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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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정례회의는 유네스코 사무국 주재(Galia Saouma Forero, Director)하에 27
개 창의도시가 참여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2010. 12. 6.
Seaviewocean Hotel)

01.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선전 국제컨퍼런스

[회의개요]
◦ 기 간: 2010. 12. 06.(월) ~ 12. 09.(목). (4일간)
◦ 참가자: UNESCO, 17개국 23개 도시 등 500여명
◦ 주 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미디어, 그리고 창의도시 시너지
◦ 주요 프로그램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례모임
•창의도시 전문가 주제 발표 및 공개 토론, 그룹별 워크숍
•선전 시 창의 산업 부문 사업체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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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례모임
◦ 창의도시 국제화 비전 공유
◦ 네트워크 범위의 지리적 대표성 확장을 위한 저개발 도시(남아프리카, 아랍,
남아메리카 등) 지원 방안 논의(→저개발 도시 멘토링, 준회원시스템 제안 등)
◦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네트워크 미팅 정례화 추진
◦	파트너십 강화 및 확장 전략 논의(네트워크의 접근성 다각화, 기부금 모금
등 특별기금조성 등)
◦ 회원도시 간 소통 향상을 위한 On-line 시스템 구축 등

컨퍼런스 본회

이천시 ‘전통공예와 첨단기술의 접목 및 변형(Transform)’ 에 대한 주제 발표(발표자: 손상희)

◦	창의도시 전문가, 학자 등 발제를 통해 첨단기술 및 뉴미디어의 접목을 통한
창의 산업의 현대적 흐름과 발전 이해

공예분야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Sub-networks) 미팅
◦ 주제: 공예분야 네트워크 교류 협력방안 논의
◦ 참석: 4개 도시 대표단(샌타페이, 아스완, 가나자와, 이천시)
◦ 논의 결과
•공예분야 도시 뉴스레터 제작(1회/년), 유네스코 홈페이지와 연계
•축제 및 전시, 예술가 Residency 프로그램 등 교류추진 논의
•상호 도시 견학 협조 및 각 도시 소개 자료 교환

공예분야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미팅(참석자: 왼쪽부터, Ossama Abdel Meguid(아스완),
Rebecca Wurzburger(샌타페이), Masayuki Sasaki(가나자와), 이선경(유네스코 한위), 이진
섭, 손상희(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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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7일 창의도시 시장단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마친 후 프란체스코 반달린

2011.17.(목) 국제컨퍼런스 2일째 시장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천시장(조병돈)의 ‘이천시 창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를 비롯,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17개국 24개 도시 대표단과

의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해 전 세계에(28개국 41개 도시) 이천시 우수 문화자산 및 창의적 역

함께 창의도시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량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02.

[회의결과]

201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서울 국제컨퍼런스

창의도시 국제 컨퍼런스
◦	‘서울-꿈의 도시’라는 주제로 도시들이 서로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
화•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강조
(John Rajchman,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행사개요]

◦	‘문화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임을 강조하며,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의 산업 육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

◦ 기 간: 2011. 11. 16.(수) ~ 11. 18.(금)
◦참
 가자: 28개국 41개 도시, 1,000여명(UNESCO, 창의도시 17개국 24개
도시, 후보도시 11개국 17개 도시, 전문가 등)
◦ 주 제: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ased on Creativity
◦ 주요 프로그램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특별세션, 라운드테이블 등

안 발표(Francesco Bandarin,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	창의도시 시장단 라운드테이블 :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증진을 위해 문화다
양성 및 창의성 도모 결의(‘서울선언문’ 채택)
◦	열린 디자인적 사고 교육프로그램 제안(이순인 교수 세계 산업디자인 단체
협의회장, Icsid)
◦	창의도시, 후보도시 분과별 토론을 통해 창의도시 별 우수 사례 및 성공 노하
우 등 공유

•창의도시 정례모임
•부대행사: 창의도시 특별 전시전, 시티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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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금) 25개 창의도시 대표단들이 모여 네트워크 협력 강화방안 및 최근 유네스코의 재
정위기에 따른 향후 사무국 운영방안을 토의하고 있다.(이천시 대표단: 류봉열, 이진섭)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례모임
◦	도시 간 On-Line Meeting 활성화 및 다양한 Platform 개발 논의
◦	저개발국 및 제 3세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 논의
•저개발 도시 결연 및 기술적 멘토링 강화
◦	유네스코 재정위기에 따른 향후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방안과
도시별 재정 부담 논의
◦	선전(중국)시 주관 ‘창의도시 기여자 포상(Award) 프로그램’ 소개

부대행사
유네스코 창의도시(29개소) 특별전시전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프란체스코 반달린) 및 창의도시 대표단들이 창의도시 특별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 이천시 공예품 전시: 도자기(김세용, 권영배, 김진현, 한도현), 붓·벼루(신근식), 옻칠(양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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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포럼 개최

「도시, 창의성, 그리고 네트워크: 창의도시를 위한 전략」이란 주재로 국내외 참가 대표단들과 미
래 창의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기념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할 및 향후 활용방안 모색
과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활동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유네스
코한국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과 협력으로「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개요]
◦ 일 자: 2010. 10. 21(목)
◦ 주 제: 「도시, 창의성, 그리고 네트워크 : 창의도시를 위한 전략」
◦ 참가자: 국내외 창의도시·문화·관광 전문가, 기관·단체 등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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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연구 자료집 발간: 국내외 전문가 연구자료 발간, 국내외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관
심 도시 배포

◦포
 럼: 창의도시 및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전문가 및 주요
초청,
표지 도시를
2010.10.18
3:23창의
PM 페이지1

mac001 C-2400 2540DPI 190LPI T

도시 발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연구하고 향후
창의도시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

국외 참가자: 총7명, 6개국
① Gord Hume(캐나다): ‘문화계획과 창의도시’ 주제 발표
② Greg Richards(네덜란드): ‘창의관광과 문화이벤트’ 주제 발표
③ Judith Staines(영국): ‘도시 간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주제 발표
④ Jeanette Pilak(미국): 아이오와시티 창의도시 사례 발표
⑤ Yingwen Song(중국): 선전 창의도시 사례 발표
⑥ Ossama Abdel Meguid(이집트): 아스완 창의도시 사례 발표
⑦ Ruth Melville(영국): 글래스고/리버풀 문화도시 사례 발표

국내 참가자(총8명, 도시·문화부문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진행)
① 제1부: 창의도시 전략 - 네트워킹과 문화이벤트
② 제2부: 창의도시 사례 - 문화와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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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 인프라 견학(국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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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

01.
이천시 Vs 샌타페이 시
국제교류 추진

[샌타페이 시 이천시 견학]
◦ 기 간: 2011.11.18.(금) ~ 11.21.(월)
◦ 방문자: 총3명(David Coss 샌타페이 시장 내외, Rebecca Wurzburger 의원)
◦ 견학내용
•	이천시 주요 문화시설 견학: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도예고, 지역공방, 사기막골 도예촌 등
• 이천시 전통문화체험: 장작 가마 도자기 꺼내기, 다도 체험 등
◦ 방문결과
‘이천시와 실질적 문화교류 활동 적극 추진 다짐’
•	양 도시 문화·예술 부문 교류활성화 협약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 체결 협의(2012년 중 체결 협의)
• 예술작가, 전문가 등 전시•축제·Residence 프로그램 추진 논의
• 양 도시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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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페이 시장·의원님의 이천시 방문단 환대

[이천시 샌타페이 시 방문·견학]
◦ 기 간: 2011년 7월 5일 ~ 7월 13일
◦ 방문자: 이천시청(류봉열, 이진섭, 이윤화), 지역도예가 한도현
◦ 견학내용
•	전 세계 수공예 작가들이 참가한 ‘2011 Santa Fe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 행사 벤치마킹
•Santa Fe 시 우수 문화자산 및 도시정책 벤치마킹
◦ 방문결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실질적 교류의 장 기틀 마련’
샌타페이 시 지역 전통문화와 각종 예술 활동 및 관련 인프라를 자세히 살펴
보면서 공예부문 창의도시로서 상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교류조건이 충족
샌타페이 시 방문단은 전통과 현대, 첨단공예가 어우러져 있는 이천시 공예문화를 체험하면
서 이천시의 창의적 힘과 정열을 느낄 수 있었고 향후 양 도시 간의 교류가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인은 물론 전문
가 및 학생 등 교류대상 범위를 더욱 넓혀감으로써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문
화 다양성 추구’ 와 ‘인류 공영’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 자세를 취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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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나자와 Creative Waltz 프로그램에 이천시 도예작가 심지수 참여

‘World Ceramic Road 선언문 채택’(201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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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 시

유럽 도자도시네트워크(UNIC) 가입 및

국제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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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일본) 시에서 창의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이천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타이틀과 한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협력을 받아 가나자와 미술공예

국 도예부문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맥락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유럽 도

대학 학생들을 포함, 가나자와 시 공예작가들을 전 세계 창의도시에 파견하는

자도시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여 프랑스 리모주 시가 주

일명 ‘가나자와 Creative Waltz’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천시도 본 프

관한 UNIC(Urban Network for Innovation in Ceramics)란 유럽 도자도시 네

로그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양 도시 도예 작가들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였다.

트워크(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2),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천시는 향후에도 가나자와 시가 주관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력

포르투갈 등 9개국 10개 도시)에 아시아 대표도시로 이천시가 강진군과 함께

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넓혀감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증진은

초청·가입되기도 하였고, 곧이어 2010년 6월 18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관련

물론 현대 공예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기업체 등 가입범위를 더욱 넓힌 소위 ‘월드세라믹로드'(World Ceramic Road)
국제 네트워크 기구를 결성하는 데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인류 문화의 역
사와 진보를 특징짓는 고귀한 역사적 자산 중 하나인 도자기란 공통분모를 지
닌 이들 도시 간 교류는 상호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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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일본, 중국, 태국, 이란, 잠비아 등 5개국) 이천시 창의도시 벤치마킹

이천시 지역 도예작가 한도현씨 도자제작 시연

04.
이천시 문화부문 특화전략 및 창의도시 지정

·

성공노하우 타 도시 공유 전파
2004년 영국 에든버러(Edinburgh)를 유네스코 최초의 창의도시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비로서 2007년에 대한민국 중앙
정부(문화관광체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당시 국내 대다수
지자체들은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있었지만, 행정조직 및 전문가 부재 등의 열악한
현실여건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지연 또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2010
년 7월 국내타도시보다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국내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
시로 지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본 사업은 국내 전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큰 계기
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선한 자극과 용기를 주었다. 이후 부산특별광역
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대규모 도시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시, 안

2009년 11월 프랑스(리모주) 방문, 이천시 창의도

안동시 창의도시 전략포럼 이천시 문화정책 발표

시 추진사례 전파

동시, 강릉시 등의 중소도시들에게까지 이천시의 사업 수행 방법, 절차 및 성공 노하우 등이
빠르게 확산·전파되었다. 더불어 국외 중국(경덕진), 프랑스(리모주) 등 전 세계 도자도시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 특히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아이티가 2010년 1월 12일 발생
된 강력한 지진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사망자 및 부상자 수각 25만 명, 이재민 100
여만 명) 이천시의 문화부문 특화전략이 지역 활성화 수범 사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지식 나눔 및 기여 차원에서 아이티 정부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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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창의시책

·

산업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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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시책
‘2030 글로벌 창의도시 비전’ 수립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세계화 전략 모델 창출

01.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사업 개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이천시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목 적: ‘2030 이천시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방향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지정을 계기로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 부문 정책개발과 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시, 건축, 문화, 교육
등의 부문에 다양한 창의적 시도를 이어갔다. 특히 기존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
획에 부가하여 창의 도시 추진 방향과 세부 콘텐츠를 발굴·육성코자 소위 ‘시민
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천시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
하였다. 본 전략의 특징은 도시개발의 주요계획 수립 시 기존의 관주도형 일방

•산재된 각종 시책 통합조정(→컨트롤 타워 역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계획 수립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커뮤니티 간 소통 활성화
◦ 임무(Mission)
•창의도시 기본 범위 및 방향 설정

적 소통구조 방식에서 탈피하여 계획수립 시작 단계부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
역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본 계획을 수립해가는 양방향 소통구조 방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및 도시브랜드 세계화 기본전략 마련
•지역특화 및 활력증진을 위한 공공 공간계획 기본방향 설정

이천시민의 창의도시에 대한 미래 비전 공유와 공감대 형성으로 향후 본 사업의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 및 잠재 콘텐츠 발굴

추진 실효성이 더욱 곤고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 문화·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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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산업

이천 도자산업클러스터 기본 프레임 워크

문화
예술

도자문화
도시 이미지

기술

정보기술
생산기술
연구개발
혁신

산

01.

인프라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

도자산업
클러스터
(수요자 대면형)

활성화 추진
최근 도자 제품에 대한 경쟁력 저하와 수요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내 도

생산

시설(한국 세라믹 기술원, 세계도자
센터 등)
교육(특수고, 대학, 평생학습 등)
네트워크(체험장, 요장, 인적자원 등)

유통
소비

학

연

자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중국, 동남아산 등의 중저가 도자
기 및 고급 명품브랜드를 앞세운 유럽산의 고가 도자기의 수입 증가는 국내 요
장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여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계코
자 이천시는 한국도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예 2020 비전과 전략’(경기 도
자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2005년 8월), ‘경기 도자문화 산업 진흥조례’(2006
년 7월 제정) 및 ‘이천 도자산업특구’(2005년 6월) 등을 토대로 이천시만의 특
화된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 프로그램

파생수요

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천시는 도자산업클러스터의 정체성을 하드웨어 중심

일반관광(온천, 농촌 등)
문화관광(도자, 축제, 체험 등)
도시 서비스
소매
오락

보다는 고객중심의 다중기능의 복합체(Multi-Fuction Complex)로 전제하고,
사계절(365) 도예체험 문화·관광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 등 장소가치 극
대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촉진방안 등 중점 과제로 삼았다. 본 사업 실행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2011년 3억 4천만 원($295,650) 투자 및 특정도자상품(식기,
건축용, 판촉기프트, 잔, 뚜껑이 있는 합) 중점 관리와 함께 관련 시장 개척, 홍
보마케팅 지원 강화, 판매이익창출 모델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본 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닌 민·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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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무전력 스피커 개발

식품, 화장품 등의 보존용기 개발

아이천도 5개 분야 개발 책자 목록

연번

도록(책자)명

도록이미지

비고

1

도자와 건축
(건축타일 및 환경 도자)

I-CheonDo

2

도자선물
(판촉 및 Gift 제품)

I-CheonDo

3

절세가인다운 그릇
(생활식기)

I-CheonDo

4

담는 잔
(잔에 담는 이야기)

I-CheonDo

5

뚜껑이 있는 합
(생활식기)

I-CheonDo

이천도자 신기술
지원·육성(R&D) 사업

아이천도(I-CheonDo)에서 ‘I’는 고객 입장에서의 ‘나’란 의미이며, ‘천도’(遷都)는 도읍을 옮긴다
는 어원 및 도자기가 1,000도 이상에서 구워지는 점 등의 복합 의미를 사용하여 나의 생각에 의
존하지 않고 고객 지향적인 접근방식의 도자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

이천시는 지역 요장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 도자제조 방법에 첨
단과학 기술과 기법을 적용하여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지속적 현장지도를 통해 제조 공정 안정화가 지속되도록 2009년부터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과 공동 협력으로 지역 요장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16개 요장업체가 참여하여 ①짚

도자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도록 개발

을 이용한 보강점토 개발, ②세라믹 무전력 스피커 개발, ③고성능 도자 보존용
기 개발, ④전통자기와 티타늄도금과 나전칠기의 접목기술 개발 등의 기술적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도자 수익창출 촉진 및 판매 홍보마케팅을 강화코자 제품별 세분화된 책자(도
록)를 제작을 통해 디자인 및 기술 개발, 전시·박람회 전시 지원, 입점판매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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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세계공예(도자)예술촌 조감도

도자 디자인, 기술, 상품 개발 및 판매촉진 활동(2011년)
➊ 도자 건축 실용제품 디자인 및 개발
•주최: 강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추진내용: 건축디자인 상품개발-제형(밀링머신), 전시(20선)
➋ 도자 디자인 상품 개발 및 출시
•추진주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내용: 도자상품 20선 개발(단품디자인), 전시홍보
➌ 도자명품 디자인 및 입점상품 개발
•추진주최: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추진내용: 생활식기 10선(5종) 개발
➍ 도자 건축 및 판매제형물 개발
•추진주최: 승주제형
•추진내용: 도자제품 제형제작

02.
이천 세계도자(공예) 예술촌 조성

➎ 전통도자 기술 적용물 개발
•추진주최: 현흥제형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전략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신둔면 고척리 일대 도

•추진내용: 도자제품 제형제작

자산업특구 지역 내 민·관 공동 투자 방식으로 총사업비 864억 원 규모의 국제적 규
모와 질을 갖춘 도자(공예)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시설단지는 자연과 인간이

➏ 생활식기 대량생산 도자기 제형 개발
•추진주최: 대륙제형
•추진내용: 도자제품 제형제작
➐ 디자인 인력과 일촌 맺기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창출을 기본 콘셉트로 설정하여 지역공예공방, 세계도자
체험관, 전시·판매장, 각종 공연장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본 단지는 한국
전통 공예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세계 유수 공예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커다
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추진주최: 주)시공사
•추진내용: 도자인큐베이터 40명 구성·운영, 일촌 맺기

[사업개요]
➑ 도자전시 및 입점판매 개발 및 관리운영
•추진주최: H-zone

◦ 사업기간: 2008년 ~ 2015년

•추진내용: 자체브랜드 매장개발운영, 장소: 백화점 및 갤러리
◦ 총사업비: 총864억 원(민간투자 443억)
◦ 위치/규모: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111-4 일원/405,957㎡
◦ 설치시설: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세계 공예품 전시·체험관, 공연장, 갤러리 및
기타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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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라피아(Cerapia)는 세라믹(Ceramic)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도자로 만든 유토피
아’를 의미하고 있다.

세라믹 공예·디자인
창업 보육센터 조성·운영
이천시의 기존 전통 도자산업을 첨단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자산업 클
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에서 중소기업청, 경기
도, 이천시 등과 협력하여 3,525㎡(1,066평) 규모의 세라믹 공예·디자인 창업
보육센터를 2011년 2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를 통하여 경기지
역 도자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산•학•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비지원
(P/P line 활용), 시제품제작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통하여 BI업체의 매출증
대 촉진 및 고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03.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이천 세라피아 단지 조성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주행사장 일대를 문화, 놀이, 편의시설
을 갖춘 도자테마파크로 재탄생시켜 관람객들은 도자기를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고 지역 도예가 들에게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기능 공간을
마련코자 본 세라피아 단지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본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전경

단지 조성에 지역 도예가들의 장기 악성재고나 하자상품, 돈을 주고 버려야 하
는 파편 등이 활용되었는데(매입가 13억 원), 이는 침체된 지역 도예 산업의 일자리·일

일반현황

거리 창출 및 지역 도예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기획된 일명

지정일

2009. 7.

개소일

2011. 2

‘도자뉴딜사업’을 통해 매입된 것으로, 단지 내 조형물, 건물인테리어, 시설물 및

특화분야

공예/디자인

주력분야

세라믹스/도자

전시 등에 골고루 활용되고 있다.

보육실수

총23실

입주수

23실

전화번호

031-645-1407

FAX

031-645-1311

홈페이지

http://cbi.kicet.re.kr

본 단지 내 조성하고 있는 '세라믹스 창조관'은 이천세라피아의 핵심 콘텐츠로

벤처기업수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 레
지던시(Residency)홀이 조성될 계획이며, 전시관, 창작공작소, 정보센터, 아트쇼핑

입주기업

22업체

1 개 기업 / 22 개, - %
본원

운영률

10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3-5

주소

www.kicet.re.kr
이천분원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로 30

몰 및 기타 편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될 계획이다.
※	입주업체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공용기자재 설비구축, 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각종 전시·
박람회 참가, 시제품 제작 등(2011년∼ 127백만 원 지원)
※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도농도예 외 6업체), 경기TP-연계활성
화사업 주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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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래 도자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라믹 첨단기술 개발·육성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은 전통도자기술의 계승과 디자인 및 첨단기술 접목을

➋ 엔지니어링 세라믹 분야: 기능성 세라믹 박막증착 코팅 공정 및 소재, 광전소자·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공정 및 소재
•	고신뢰성 기계구조 세라믹 소재(초경, 내마모 소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
정장비용 내플라즈마 소재,
•	광·전기·화학·열 기능성 Bulk 및 후막 세라믹스의 설계·제조 기술, 분체(금속,
세라믹)설계, 분산 최적화 및

통한 고품격 생활도자와 산업용도자제품개발 그리고 다기능성 고신뢰성 도자 및 엔

•비정질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및 광원소재, 패키징 소재

지니어링 세라믹소재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전국을 대상으

•태양전지/대체에너지 소재 및 공정 개발

로 도자기술 및 디자인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초 엔지니어링 세

•박막 공정을 이용한 MEMS 및 센서 연구 등

라믹 소재 및 공정기술을 근간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산학연 연계형 세

•구조세라믹스산업 관련 정부정책지원 등

라믹소재 개발 사업에 중점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지역 도자업체 기술지원
연구·개발(R&D)
➊도
 자 세라믹 부문: 도자 소재 합성 제품개발 전승도자, 생활도자 연구 도자기술
D/B 구축 연구회 운영 등

➊ 이천시 도자신기술 지원 사업
사업내용: 지역요장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첨단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지원

•고(古)도자·전승도자·생활도자 연구, 기능성 산업도자, 원적외선·항균 재료 등
•도자기술 D/B 구축·연구회 운영, 도자기술교육 등
•원료·소재 합성 및 정제, 요업(세라믹)원료·자원 조사, 순환자원연구
•제품에 관한 시험·분석·평가, 소재검인증 및 표준화
•다공성 소재 연구개발
•도자산업 관련 정부정책지원 등

무전력 도자기 스피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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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을 이용한 강화 점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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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전
 통 가마 그을음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시험제작
사
 업내용: 친환경 도자생산을 위해 전통 장작 가마 소성 시 발생하는 그을
음을 처리하기 위한 후처리 설비 제작기술 확립

열처리 공정 개선에 따른 타일의 색도 및 해상도 변화 모습

전통 장작 가마 소성 시 발생하는 그을음

➌신
 (新) 가치 도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사
 업내용: 디지털기술과 도자기술의 융합을 통한 도자 디자인 기술 제고 및
신제품 개발
①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한 도자기 디자인 기술 제고
•고선명 도자기 타일 제조 기술 개발
•생활식기용 전사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② CNC 장비를 활용한 업체지원
•도자기 제조업체의 원형 몰드 및 시작품 몰드 제작 지원
도자기 제조업체 지원 사례

③	기술인력 양성: 색채학, 도자 디자인, 유약교육, 위생도기 개발 연구회, 타
일개발연구회, 소형 요장/공방 도자연구회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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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 과정 】

창의인재 양성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이천도자명장’제도 운영

이천시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지역 도예인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것은 물론, 이천 도자기술의 발전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천시 도
자기명장’ 선정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선정분야로는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기타 도자기 제작 관련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천 전통도
자문화 계승발전 기여도, 도자기관련 신기술 개발 등의 도자산업발전 공헌도

이천시는 국내 최고, 최대의 도자(공예)도시에 걸맞은 교육시설과 관

와 도예문화 우수성 대외 홍보,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의 종합 평가를 통한 엄

련 지원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점이 국내 최고의 도자(공예)도시다운

격한 심사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명장에게는 인증패 수여, 대내외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이천시의 도자(공예)교육은

홍보 및 연구 활동비(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천제일고등학교, 한국도예고
등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도자산업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
출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 시스템과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차학습센터,
한국도자재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등에서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 함
양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는
일반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최근 이들 두 교육과정 모두에서 큰 변화의 움직임
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특히 산·학 간 협력체계 구축
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또는 예비 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세계
화 흐름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수동적, 일방
적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교사와 수강자 상호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수강자 스
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들이 개
발·운영되면서 가족 단위의 수강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들 두 교육과정 모두 ‘창의성’이란 키워드가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요소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보다 능동적
으로 대처코자 한 의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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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자명장 선정현황

연번

선정연도

1

2002

2

소속

분야

성명

해강도자미술관

조각

유광열

2003

한청도예

성형

김복한

3

2003

송월민속도예

조각

김종호

4

2003

성전도요

서화

임일남

5

2004

묵전요

성형

김태한

6

2004

여천도요

조각

이연휴

7

2005

장휘요

조각

최인규

8

2005

남양도예

성형

이향구

9

2008

명승도예

성형

이승재

10

2008

하송요

서화

원승상

11

2009

보광요

조각

조세연

12

2010

예송요

성형

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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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협력센터(http://global.ck.ac.kr)
국제협력센터는 글로벌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과

문화 콘텐츠 분야로 특성화된 학교 기업,

글로벌 문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며, 해외 현장실습, 동·하계 영어마을 캠프 그리고 Global Elite Class 등의 현

청강창조센터

있다. 특히 2007년 ~ 2011년까지 지속적인 업체 발굴과 해외 대학과의 협력

장감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분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을 통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여러 국
학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기숙형 스튜디오 ‘창작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

가에 총 62명을 파견하여 전공 관련 해외현장 실습을 실시했고, 이중 40%가

츠 개발모델을 창출하고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분야의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있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직업교육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학교기업의 역할과 수행능
력을 인정받고 있다. 4개 스튜디오(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홍보디자인)를 중
심으로 운영되는 CCRC는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애니메이션, 입체영상, 모바
일 게임, 체감형 게임, 모바일 만화, 홍보 영상 등의 상용화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7항에 의거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 및 대학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를 지원해줌으로써 창업의 성
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6년 이천시와의 협약 및
2008년도 경기도 BI 확장건립 지원 사업을 기점으로 대학 특성에 맞추어 문화
산업 관련 업종으로 보육 기업을 특화하여 운영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진흥원, 중소기업청 주관의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예비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의 기술창업지원사업과 학생지원의 우수창업 아이템 개발 지원사업, 대학생 창
업지원사업, 창업교육패키지사업, 1사 1꿈나무 지원사업, 창조캠퍼스 사업 등
다수의 정부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창업 지원 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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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모습

동아리 작품

02.
창의성을 지닌 도예 전문 인재 양성
한국도예고등학교
산학 현장 강사 운영
산업체 현장의 전문 기술 전수 기회의 마련과 현장 실무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
서 산ㆍ학이 연계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졸업 후 취업률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동아리방 운영
본 한국도예고등학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비즈쿨 거점 운영교로 지정되어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창업동아리활동을 학생들의 운영과제로 부여하
여 제작한 작품들을 홍보·판매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의 원리와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 작품 제작의 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
무능력을 함양시키고자 산업체 멘토와 연계된 창업동아리들을 조직•운영 하
고 있다.

2011년 운영 실적

담당과목(학년)

수업시수

최종학력

산업도자

6

고졸

대한제형

세라믹디자인

6

석사

YU대표

물레성형

13

석사

YU대표

조형(3)

5

석사

개인공방

조형(2)

6

석사

무극도예

채색화

10

고졸

이천도자기명장

취업 및 산학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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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산업체

2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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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글로벌 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지역 및 도자 관련 기관들

03.

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외 관련 기관들과의 다양한 교류활동들을 모색•지원하

창의인재 특기자 육성

고 있다.

이천제일고등학교

글로벌 능력 신장프로그램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도예교과 특기자 육성 사업)
경기도 교육청 및 이천시의 지원으로 도예부문의 교과 특기자 학생들이 관련 실무 능력
과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예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 개발·운
영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병행·시행하면서 우수 인재 조기 발굴과 학생들의 소질 개발 및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사 업 명

운 영 내 역
국제로타리클럽의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과 연계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

국외 학생작품 교류전

54

2008년

기한희 (미국) - 브리아나

2009년

안도형 (프랑스) - 케리

2010년

이수민 (프랑스) 유학 중 - 알레츠

2011년

로하(프랑스), 알렉스(미국) 학생 본교 재학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아리타공업고등학교 세라믹과 학생들의 작품
과 본교 학생들의 작품을 상호 교류 전시

지역 축제 전시부스 참가·운영 체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및 ‘이천도자기축제’등 지역의 대표 축제행사장에 학생들이 직
접 학교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봄으로써, 현대 도자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관련 고급 정보수집과 향후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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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로그램】
소자본 창업과정

04.

0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신진작가 발굴·육성,

평생교육원

창조공방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한국도예고등학교에서는 학내 교육시설과 장비들을 활용, 지

한국도자재단에서는 다양한 예술분야가 MIX된 창조적 도자문화 콘텐츠 개발

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실현 및 문화적 갈증해소를 돕고자 이천시와의 협업체계

및 재능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고자 2011년 7월부터 이천세라믹스 창조

구축을 통해‘평생교육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본 교

센터 내 ‘창조공방’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본 공방 입주 작가는 전국단위의 공모

육원을 통해 지역민들은 여가 선용 기회 확대는 물론 소자본 창업교육과정, 어학과정,

를 거쳐 선별되며, 선발 작가들에게는 오픈 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제공, 해외작

특화자격증과정(예시. 어린이 영어지도사, 커피조리사, 스토리텔링 지도사) 등 실생활

가 협업 프로젝트, 이천세라피아 단지 조성 참여기회 부여, 아트상품 개발 및 공

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다.

방 내 직접 판매 등 창작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기회가 부여된다. 현재 도자
조명, 페이퍼클레이 등 도예작가 2명과 블로잉, 램프워킹 등 유리공예작가 2명
이 상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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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평생학습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02.
지역사회 문화향유 증대,
이천문화학교 운영
이천문화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증대코자
1998년부터‘이천문화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회복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다. 본원의 강좌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취미생활 부문 등 총 23개 강좌로 연
령별, 계층별로 세분화되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버스학교’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문화학습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03.
지역사회 평생학습 선도
평생학습센터
이천시는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창조적 학
습을 통한 꿈이 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스스로 원하는 학
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평생학습 종합지원 추진거점으로써 읍·면·동 주
민자치학습센터와 학교, 평생학습 기관·단체, 학습 동아리 등과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
워크를 통해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학습동아리 지원·육성 및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 운영 등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원은 2011년 현재까지 총 6,11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목적]
◦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체감지수 향상
◦ 인적 자원의 육성과 개발로 지역경쟁력 제고
◦ 공동체의식 확보로 사회적 통합증진
◦ 지역사회 참여·주체의식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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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관광

유네스코 평화센터 내 이천영어마을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축제의 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1,200
개 정도로 파악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
력에 따른 성과일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여가활동을 즐기고자하는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
와 관련 관광 상품의 적극적 개발,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등의 관광 수요와 공급
요인들이 지역축제라는 형태에 응집·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의 지역축

04.

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형성되면서 지역 홍보 및 마케팅에
그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탓에 지역민과 괴리된 채 축제의 본

이천 영어마을

질이 상실된 축제가 과도하게 양산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사
회문화적 토대 없이 관 주도의 이벤트성, 전시성 행사로 조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천시의 지역축제는 수천 년 이어온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지역

유네스코 평화센터(이천시 호법면 소재)에 자리 잡은 이천 영어마을(http://gpv.

의 특색이 잘 융화된 축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천시 역시 민간부문의 열악

unesco.or.kr/)은 체험영어 교육과 지구촌 가치 교육을 접목시킨 새로운 차원의 영

한 재정여건과 행정조직으로 인해 오랜 기간 관 주도의 행사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지

어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문화, 환경, 평화를 키워드로 하는 주제학습과 다채로운 체

만, 민간부문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노

험학습(세계전통공예, 도자기 만들기, 현장학습, 요리체험, 재활용품점 등)을 통해

력 및 축제행사의 공동 협력 진행방식 등으로 축제의 본질과 명맥을 비교적 잘 유지하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긍정적 가치관과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현 이천시 지역축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
건 속에서도 연인원 백 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정도의 모
연도별 운영예산			

범적인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의 애향심 및 지역연대감 고취는 물론
단위: US달러, 1,150원/US$

이천시 예산(보조금)
연도

총계
소계
227,220

운 영
위탁금

자체수입
저소득층
지원금

참가비수입

-

25,040

620

기타

2008년

252,890

2009년

978,240

692,050

678,280

13,770

283,820

2,360

2010년

1,010,080

700,170

686,010

14,160

306,430

3,470

2011년

1,033,320

710,000

13,140

306,690

723,150

227,220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얻고 있다.

연도별 관광객 수 현황

연도별

관광객 수(명)

내국인(명)

외국인(명)

2010

1,534,141

1,417,769

116,372

2011

1,307,925

1,279,734

28,191

3,470

※ 개관이후 참가인원 누계: 10,8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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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전시교류: 국제공모전, 프랑스 현대도자공예전, 유리조형공모전, 일본 토야마 유리
공예전, 한·중 도자예술 교류전, 세라믹패션전 등
◦	국제창작교류: 일본유리공예워크숍, 도자포럼 '창작교류' CeraMIX 2013 국제실
행위원회의, 전문가 워크숍, 한중도자워크숍 등
◦	교육·체험: 창조학교 명사특강, 세라피아 조형물 공동제작 체험, 토락(土樂)교실,
장작가마체험,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세계나라 도자체험' 등
◦ 공연·이벤트: 유명 가수, 인디밴드, 프린지공연 등, 한식과 도자의 만남, 세라믹 일
러스트 콜라보 등
◦ 부대행사: 향토도자문화홍보관, 한국생활도자명품전 등

01.

◦ 지역축제 연계: 이천도자기축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등

국제문화 소통의 장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불의 여행’이란 주제로 전 세계 도자(공예) 예술가들
이 모여 기술, 전통, 장르(영역)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금번 제6회 축제는 지난
1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의미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공예, 회화,
멀티미디어 등 타 예술장르와 도자와의 융합을 통해 도자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굴코자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하였고, 전시작품의 우수성을 비롯하여 신인작가들의 전시 프로그램 및 국내와 해외의
문화교류에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지난 제5회 도자비엔날레(2009년 개최)에 비해 축

총계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매출액(직접효과)

37,851

7,430

3,391

27,030

생산유발액(총효과)

47,692

9,362

4,273

34,058

소득유발액

12,869

2,526

1,153

9,190

◦ 기간: 2011년 9월24일 ~ 11월22일

부가가치유발액

27,253

5,350

2,442

19,462

◦ 장소: 이천(주 행사장), 광주, 여주

고용창출효과

4,020

1,919

1,190

911

제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제6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주제: 불의 여행, Journey From Fire

구분

※ 관람객 수: 총 91만 명(이천: 51만, 여주: 10만, 광주: 19만)
[자료출처: (주)리서치21,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평가결과 보고서]

62

63

02.
이천도자기축제

[운영 성과]
➊ 방문객 현황
단위: 명

이천도자기축제는 우수한 이천 도자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통 도자문화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주

구분

합 계

내국인(%)

외국인(%)

2011년

1,109,754

1,010,268(91%)

99,486(9％)

2010년

1,008,251

934,924(92%)

73,327(8%)

관으로 민·산·학·연과의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지역의 대표 문
화축제중 하나이다. 주요 행사로는 도자 체험 및 참여 행사, 전시·판매 기획전, 각종 공
연 및 이벤트 행사 등이 있으며, 체험 및 참여 행사로써 흙의 신비함을 몸으로 체험하는
‘돌레돌레 도자 흙 공방’, 나만의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라이빗 도자관’, ‘장작 가
마 불 지피기’ 체험프로그램 등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말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산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➋	참여기관: 도예업체(157업체), 해외교류도시(중국 경덕진, 일본 세토시), 유관기
관•단체(도자기조합, 이천문화원, 이천예총 등 7개소), 학교(신둔초등학교, 설봉
중, 한국도예고등학교,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강동대
학교 등 7개소), 음식관(4개 업체)

[주요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2.200여명(홍보도우미, 통·번역 지원 등)

➌	지역 홍보: TV(지상파 뉴스, CF 광고 등 75회), 라디오(850회), 신문(179회), 인터
◦ 기획전시•학술행사: 막걸리100인쇼룸, 포유도자(For you Cera) 기획전, 도자 인

넷 매체 등 다수 홍보

테리어 소품관, “i-천도” 특별전, 학생 작품전, 도자워크숍(도자기술 및 디자인 마케
팅), 세미나(도자기축제 10년간의 발전방향) 등
◦	체험•기타행사: 프라이빗도자관, 돌레돌레흙공방, 물레체험, 세시풍속 체험, 컵·접
시만들기, 도자와 서당체험, 도자와 온천체험, 도자와 김치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	기타행사: 클레이올림픽, 우수농산물판매전, 외국인가족초청행사 등

➍ 도자 판매 현황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요장 총매출

37억원

32억원

53억원

요장평균

2,350만원

2,200만원

3,400만원

※ 자료제공: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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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03.
국제문화예술교류 증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998년부
터 시작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심포지엄 행서로, 국내외 유명 조각 작가들이
참여하여 각종 워크숍, 학술 세미나, 기획 초대전,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조
각 관련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심포지엄행사는 단순히 조각품을 감
상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
공 예술성을 담은 조각 예술 행사를 지향하면서 대중과의 문화적 소통을 중시
하고 있다. 본 행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국
제 조형예술행사로 이천의 문화 예술 수준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켰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이천시는 “관객 같은 작가 & 작가 같은 관객(Artist as Spectator & Spectator as Artist)”을 주제로 지난 21일간 이
천온천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10개의 창작 작품을 남기고 10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작가 5인과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인도 등 5개국에서 5명의 외국작가를 초청해 진행된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개최 연혁]

그 규모와 조형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한 작품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	참가국: 총146개국(1998년부터 누계)
◦	참여 작가: 총188명(국내 51명, 국외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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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이천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도시 이천시’를 브랜드화한 지역축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을 나누고, 전시, 체험, 판매, 공연, 경연, 이벤트 등의 행사
로 구성된다. 2005년도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민·관·
산·학의 협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유
치하여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다. 본 축제에는 전국의 기관·단
체 및 다문화가정 등 336개소와 211개의 학습동아리가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263개)을 기획·전시하였다. 본 평생학습
축제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
는 시민이 주최가 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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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향후 과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시장경제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1997
년 외환위기 이 후 또 다시 겪게 되는 국가적 재앙이라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
었다. 이에 1990년 말 이후부터 ‘경제’ 분야를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
제로 삼았으나, 글로벌 자유무역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들의 고효율 저임
금 정책은 경제적 양극화를 가중시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경
제적 양극화 현상은 최근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
문제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잠재 성장 동력마저 위협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신자유주의에 기반
을 둔 ‘경제’와 ‘효율’에 치중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인류사회의 참된 번영을 위
한 충분조건이 아님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우린 선현(先賢)들의 지혜와 혜안
이 담긴 ‘중용(中庸)’ 사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즉 어느 일정 분야
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복지·문화·교육·환경 등 인류사회와 더 나아가 자연환경
까지 고려한 전반적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본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취지에서 밝힌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
한 인류공영’의 뜻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천시가 지난 수십 년 간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경제적 성장이 근본적으로 차단
되어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문화부문의 특성화를 통한 도시발전 전략의 틀을 마
련하게 된 촉매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 특히 지난 이천시 유
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과 추진이념이 국내 전 지자체
에 급속히 파급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이천시가 문화부문 도시특화정책
에 있어 국내외적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게 된 점은 지난 2년간 이룬 최대의 성
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선도적 지위에 걸 맞는 책무가 적절히 수
행될 때 진정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국내 범위에 편중되어 있던 각종 문화 정책 및 세부 콘텐츠를 보다 시야를 넓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소통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정책과 전략들로 보완해
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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