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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 교육을 통한 평택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 연구

Study on activation of job creation in Pyeongtaek area through natural 
dyeing education

박혜숙*

Park, HyeSook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산업 중 전통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

력 필요성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노력과 산ž학ž연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전통문화예술을 살리고 지역사

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동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지역 전통문화ž예술ž관광행사 및

디자인 상품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대가 변화되고 전통기법 전승에 대한 교육이 갈수록

외면되고 소외 시 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년간 평택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 연구소가 협동하여 실시한 천연

염색교육과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신산업, 전통문화예술자원, 천연염색교육

Abstract  In this study, among the new industries that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industry to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are being promoted in the context of local 
community efforts and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It aims to create jobs through local 
traditional culture, arts, tourism events and design product development, while seeking ways to secure labor force 
that can save and revitalize high value-added industries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ra of change and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techniques are 
increasingly ignored and neglected, this study is a traditional cultural art through natural dyeing education and 
cultural and art events conducted by industry, regional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Pyeongtaek for many 
year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transmission and creation of high value-added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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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job creation, new industries, traditional culture and art resources,  natural dye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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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면

서 우리 사회에서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지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021년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뿐만 아

니라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마저 둔화되면서 잠재성

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여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

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질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이렇듯 각 계층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에 대

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지역별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적

극적인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의 상황과 요구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stakeholders)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수립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근본적 고용창출 대책수립을 병

행하여 추진해오고 있다[2].

또한 사회ㆍ경제ㆍ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큰 화두

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

계적인 경제 파라다임의 전환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

산업이 출현하고 있다. 즉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자원,

전통문화예술자원, 향토자원 등과 같이 과거의 비경제

적 자원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융복합 상품이 신산

업시대에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있어 공적

부문과 사적부문이 분리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 두 부문

이 결합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새로운 사

회적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산업시대의 새

로운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적절한 일자리창

출의 전략수립의 방향이 설정되어 민간부문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의 노력 및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일자

리 창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3].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농

업에 종사하는 농경사회였으나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처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삶이 급격

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전통적인 삶의 표현이었던 전통

문화 예술도 같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4]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중 전통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노력과 산ž학ž연의 협업이 절실한 상

황에서 국내 전통문화예술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고부

가가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동인력 확보 방안

을 모색하고 더불어 지역 전통문화ž예술ž관광행사 및

디자인 상품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대가 변화되고 전통기법 전승에 대한 교육이 갈

수록 외면되고 소외 시 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

년간 평택지역의 산ž학ž연이 협동하여 실시한 천연염색

교육과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문화예술 전승의 의의

'89년 개최된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전

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案에는 "민속은 문화적

ㆍ사회적 정체성과 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해 주는 것으

로 인식되고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공동

체의 전통에 기초한 창조물의 총체"라고 구체적으로 정

의하고 있다[5]. 그러나 각 지역이 도시화가 급속히 진

행되고 산업화되면서 전통문화 및 다양한 민속예술은

서서히 밀려나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작

업과 오랜 노동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전통기법을 전

수하려는 청년층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전통문화예술 전

승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도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으

로 주목받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자원, 향토자원은 우리나

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전통기법을 전수받음으로

써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고부가치 미래형 산

업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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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택시 ‘천연염색연구회’ 개설 배경

평택시는 1986년 평택군, 팽성읍이 평택시로 승격하였

고 이어서 1995년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 평택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행

정구역상의 통합만으로는 기존의 생활․문화까지 통합되

지 못하고 통합 후유증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로는

서울․수원, 아래로는 대전․천안 등 중심문화의 빠른 확

산으로 점점 지역성을 잃어가고 있다[6]. 그러나 최근 평

택시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 도농복

합도시로 현재 고덕국제 신도시와 대기업 산업단지, 미군

기지, 평택항, 복합관광휴양단지등다양한주요산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평택시 전역에서 계획 추진⋅유치

중인 많은 개발 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7].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역적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

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농가 재배가

가능한 천연염색 재료를 수익사업으로 지원하면서 평

택시 농업기술센터에 2001년부터 ‘천연염색연구회’를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다[8]. 연구회 개설 후 지역주민

중 천연염색 교육을 신청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 기법 교육과 규방공예, 자수 등 간단한 생활 용품

들을 제작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으며, 2010년부터 평택

시의 지원을 통해 평택대학교와 M.O.U를 결성하고 패

션전공 학생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

로젝트에서는 학생들에게 오방색 등 전통 천연염색 교

육실시 후 학생들이 직접 염색한 천연염색 원단을 활용

하여 연구회 회원들과 공동전시회 및 패션쇼를 시청 전

시관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전시 등을 평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9].

3. 평택시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현황

평택시의 인구는 2019년 6월 기준 50만을 넘어섰으

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8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10].

2019년 하반기 평택시 15세 이상 인구 417.8 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59.8 천명이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국 64.2%보다 2.0%p 낮고, 경기 65.3%보다

3.1%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1].

그림 1. 평택시 경제활동 인구

Figure 1. Pyeongtaek Cit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평택시 고용률은 2018년 하반기 59.6%로 경기 31개

시군 중 15번째로, 전국 61.2%보다 1.6%p 낮고, 경기

62.0%보다 2.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림 2. 평택시 고용률 연도별 추이

Figure 2. Pyeongtaek City Employment Rate by Year

또한, 평택시에서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는 52.4%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기간은 5

년~10년 이내가 32.1%, , 10년 이상은 26.5%에 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력단절 이유로는 「임신, 출산」

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 31.2%, 「육아」

24.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등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조성」이 23.5% 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 22.0% ,「출퇴근 시간 보장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19.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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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택시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 현황

Figure 3. Pyeongtaek City Women's Current Status of Career

Disconnection

Ⅲ. 천연염색 교육을 통한 평택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 방안

1. 지역별 천연염색 재배현황

국내 천연염료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42.4%로

가장높으며, 그다음이서울 14.5%, 경북과경남이각각

12.9%, 경기와 전북이 각각 5.0% 순으로 재배되며, 국내

천연염색 관련 업체는 호남지역이 36.2%로 가장 많고,

영남 29.8%, 제주지역 14.9% 경기지역이 12.7% 등의 순

으로 분포되고 있다[14].

그림 4. 지역별 천연염색 재배현황

Figure 4. Natural Dyeing Cultivation Status by Region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웰빙 및 친환경 문

화 정착에 따라 천연염색 제품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면

서학계및몇몇지자체에서천연염색발전을위한연구

원등의특화기관을설립하고, 학술적연구및사업지원

을 수행함에 따라 평택에서도 농가 재배가 가능한 천연

염색 재료를 농가 수익사업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1년, 평택시산하기관인농업기술센터에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겸비한일류 농업인을배양하고,

국제 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및 ‘웰빙’ 등 여러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천연염색연구회’이다[15].

2. 평택시 산·학·연 천연염색 교육 및 활동내용

‘천연염색연구회’는 ‘평택대학교’, 천연염색원료재배

농가인 ‘염색마을’과 M.O.U.를 체결한 뒤 지역주민과 패

션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연염색 교육실습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전시회와 패션쇼개최 등 다양한 활동

을 해오고 있다 <표 1>[16].

년 산학연 천연염색교육 문화예술 행사내용

2010
-평택시 천연염색 연구회, 평택대학과 협력 -작품전

개최 (평택시청 남부문예회관)

2011

-평택시와 평택대학간 M.O.U 협약 체결

-평택시 봄꽃축제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체험학습

참여(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패션전공학과천연염색교육프로그램참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천연염색연구회 및 평택대학교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전시실)

천연염색 연구회
회원교육

천연염색 평택대학교
패션전공 학생교육

천연염색 연구회
규방공예

봄꽃축제 천연염색
체험학습

2012~

2018

-평택시 봄꽃축제 천연염색 체험학습 참여(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패션전공학과천연염색교육프로그램참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천연염색연구회 및 평택대학교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전시실)

-평택시천연염색연구회및평택대학교 패션쇼참가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대강당)

천연염색 패션쇼 천연염색 작품전시

표 1. 산·학·연 년도별 행사내용 (2010년~2018년)

Table 1. Events by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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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택시는 본 프로젝트에서 천연염색재료와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평택대학교는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천연원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천연염

색원료재배 농가인 ‘염색마을’은 학생들에게 전통기법

을 전승할 수 있도록 천연염색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확장하고 전

통기법을 청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제공

함과 더불어 각종 전시, 패션쇼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천연

염색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장려하고 있다.

3. 천연염색 상품개발을 통한 평택시 산업구조 개선

방향제고

평택시는 세계화ž국제화ž관광화 전략에 맞추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속하

고 적절한 문화ž예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

에 이르렀다. 이렇듯 평택시가 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동력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문화의 원형

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문화가치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적 예술을 토대로 한 문화와 더불어 도시 가치의

재창출을 위한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여긴다[17]. 특

히 전통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전문가 양

성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신산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천연염색사업은 기존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염색연구회’를 기반으로 다른 신규

사업에 비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평택시의 대표 산

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의 관심도로 판단해 볼 때 지역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예측된다.

또한 ‘천연염색연구회’ 역시 체계적이고전문적인 교육

을 통해 천연염색 기술을 전수하는 일차적인 성격의 연

구회의 이미지를 벗고 보다 전문성을 띤, 패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화된 연구회로 거듭나 평택시를 대

표하는 사업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평택

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주로 한 ‘평택예술문

화협동조합’은 평택시 문화, 예술인들이 만든 협동조합

으로 예술작품 공동판매 및 예술인 간 협업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도예, 전각, 천연염색,옻칠, 목공, 민화 등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야가 결합되어 있

어 이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18].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와 전통기법 전수를 위한 인력공급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Ⅳ. 결론

문화예술이란 일반상품의 소비개념으로 구매되고 소

비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만의 고유한 역

사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자양분이 되고,국민

의 삶과 공공재화로서 향유되면서 또 다른 자양분을 잉

태하고, 이어서 다시금 현재화되기 이전의 본연으로 돌

아가는 것이 문화예술이라 할 것이다. 즉 문화예술은

외형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구매되고 소비되는 것이 사

실이긴 하지만 땅으로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

라 우리 삶의 인지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단계에 축적

되어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금 되살아나

현재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

고, 느끼며 다시금 회복되고 감흥을 느낀다고 하였다

[19].

이렇듯 전통을 전승한 문화예술을 계발하고 산업화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를 지키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천연염색 교육을 통한 평택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산ž학ž연 공동 천연염색 교육 프로젝

트 진행: 평택시는 2011년부터 지역대학과 산하기관인

평택농업기술센터 및 천연염색 원료재배 농가와의

M.O.U 체결을 통해 교육과 상품개발, 전시회 등을 개

최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더욱 활용하여 전문인력

을 양성하고 그에 따른 브랜드 개발 진행이 필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천연염색 기법 전수는 대부분

수작업과 오랜 노동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청년층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전통문화예술

전승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를 전수하려는 젊은 층에게 다양한 기회제공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천연염색산업 지원 전문기관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전통전승자 또는 예술인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경영능력을 채워 줄 인적

자원과 전문적 정보전달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몇 년마다 교체되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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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기관을 설치하

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휴지 활용을 통한 천연염색 원료생산: 평

택은 농업이 대부분인 산업구조에서 급격히 산업화, 도

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

도록 지역주민을 교육시키고 유휴지와 공휴지를 활용

하여 대단위 천연염색 원료생산 기반을 확보한다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

역 축제와 체험 학습장을 열어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

한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로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택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인력 재교육:

평택시에서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는 52.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결혼 후 출산과 육

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고급 여성 인력이 풍부한 평

택의 조건에 맞추어 여성인력을 재교육 시키고 천연염

색상품개발, 천연염색 교육 전문가, 체험학습, 규방공예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일자

리 창출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업 전략지원

및 일자리창출: 천연염색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제시된 전통문화예술자원산업으

로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융복합적인 산업구

조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분야로써, 다양한 문화상품 개

발 및 천연염색 원단의 브랜드화를 기획하여 관련 산업

스트림을 구성한다면 고부가가치 창조적 일자리 창출

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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