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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과 계층 간의 정보 격차 및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 

가전반에 걀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배영백， 2010) 2001년 1차 25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5년 말 기준 358개 마을이 선정 · 운영하고 있으며 각 마 

을별 정보센터 구축 · 운영， 초고속 인터넷 회선 등 정보화 기반사업이 진행 

되었다． 

또한 마을 홈페이치 운영， 도시와 농촌 간 자매걀연 사업， 전자상거래 시스 

템 도입 등 농어촌 지 역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도 · 농간 소득격차， 

정보격차 해소， 지역의 경챙력 상승을 위해 조성하게 되 었다（배영백， 2010). 

제주지역은 제주시에 김녕， 와횰， 우도 등 9개 정보화마을， 서귀포시에 감 

산， 구억， 무룽 등 8개의 정보화마을 총 17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중 

에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마을의 전국 확산은 농어촌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 

어촌사회도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를 깨닫고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여 더욱 경 

챙력 있는 농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제도 

적 장치를 통해 추가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배영 백， 2010). 

김해기（2007）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초창기에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지만 조성 후 운영단계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특산품 판 

촉 마케팅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지역 주민 

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현황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문제 

점， 쳬주지역 정보화마을의 설문조사 분석과 SWOT 분석을 퉁해 도 · 농간 

소득 및 정보격차 해소， 정보이용환경 향상， 지역주민들의 정보 활용능력을 

증대시켜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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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보화마을 사업의 개요 

2.1. 정보화마을 사업의 의의 

2.1.1 추친목적 

정보화마을 사업은 시대의 능동척 대처방안으로 도시와 농촌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별 균형적인 국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으며， 지역 간 · 계층 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해소를 위하여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지역의 사회 · 경제 활동에 필요한 유 

용한 정보를 정보미디어와 네트워크를 갖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쳬계화하 

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한다（김주원， 2004; 서화 

진， 2005). 

따라서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및 낙후치 역에 초고속 인 

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해 유용 정보로의 접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역주민의 등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김해기，2007), 실칠적 인 소득을 창 

출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 계층 간 커뮤니티 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마을을 

말한다． 

2.1.2 추진체계 

청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운영조직도는 조성부분과 운영부분으로 나뉘며， 

추진쳬계는 크게 3기관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 정보화 

마을이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배영백， 2010). 

정보콘텐츠구축과 이용환경조성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정보화마을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마을 간 협력 증진과 공동사업 추진얘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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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보콘텐 츠구축사업 단 정보이용퇀경조성시헙단 

＜그림 I> 정보화마을 추진체계 

자료 =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사업소개， 2이0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의 두 가지 기능은 대외적으로 지역사업을 홍보와 

콘텐츠 뱅크 및 외부시스템과의 중간 역할을 한다（성ㅌ葯子 · 김유석 · 정연정， 

2009). 2002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홈페이지는 인빌 쇼핑， 인빌 체 

헝， 전자상거래 쇼핑몰， 커뮤니티， 인빌 배웅터 등으로 치역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 마을별 상품을 홍보하며， 판매 역할을 당당， 직접 제작한 콘텐츠 

와 지역의 특화콘텐츠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국민과 마을 주민들에게 제 

공하고 있다． 대표 홈페이지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신규 마을 

조성이 줄어들면서 가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F子 홈페이지 

회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성태규 · 김유석 · 정연정， 2009).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마을의 편의성과 효율성올 높일 수 있는 운영활 

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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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 정보화마을 현황 

3.1. 정보화마을 추진 현황 

3.1.1 마을 조성현황 

행정자치부（2015）는 치난 2001년에 출발한 정보화마을 사업은 25개 시범 

마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4차에 갈쳐 전국적으로 충 358개의 농산에촌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청보화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재정치원은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의 부담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정보화마을은 정보기반과 육성된 인재를 중심으로 “지 

속가능한 자립형 정보화마을” 로 육성하고 있으나， 새로운 마을 조성은 감 

소추세이다（행정자치부，2015). 

3.1.2 사업 운형 현황 

기존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단발적인 교육이며 특정한 교육 일정에 외 

부강사가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끝나는 식이 였다． 

행청자치부（2014）에서는 마을정보센터에서 주민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지도자 양성이 주목적 이다． 정보화교육은 

주민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이 중대되도록 구성，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화를 이루도록 실질적인 눈높이 교육을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마 

을컨설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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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연도별 마을 컨설팅 현황 

구분 주 요 내 용 

2006-7년 
- '05--'06년 운영평가 결과 부친마읖 대상， 두 차례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진행 : 팜몰（주） 위탁 운영 

2009년 - 컨설팅 친행 : 구축사업단， 운영사업단 각각 컨설팅 팀 구성 

2011년 
- 아율컨설팅율 현장 모니터링（현장 밀착 서비스 개념）으로 대체 

* 컨설팅 친행 : 운영사업단 컨설팅팀 

2012년 
. 컨설팅 친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앙사업단 

- 컨설팅 방법 변경 : 현장 모니터링 → 부진마을 대상 컨설팅 

2013년 
- 컨설팅 진행 : 한국지역정보개밭원， 중앙사업단 

- 컨설팅 방법 변경 : 부친마을 대상 컨설팅 → 회망마을 대상， 2년 단위 

자료 : 행정자치부（2이4). 정보화마을 특성별 환성화 방안연구‘ p.53 , 재구성 

3.2. 제주지역 정보화마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 서귀포 상예동을 시작으 

로 2002년 3개 마을， 2003년 3개 마을， 2004 -5년 3개 마올， 2006년 1개 마 

올， 2007년 3개 마올， 2008년 3개 마을 등 총 17개소 마올이 조성 · 운영되 

고 있다． 

＜표 2> 제주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합 계 

제주도 정보화마을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S년 2006년 2007년 2006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맣 o J'-7(2) 
1 3 3 3 1 3(2) 3 

마율명 ’齡폰 

제주 영평 

서귀포 
알토산 

제주 
김 녕 해 녀 

제주 
저 지 예 술 

서 귀 포 
월 평 화훼 

서 귀 포 
한남감귤 

제주 
유수암 

제주 와홑 

서 귀 포 
감산계곡 

Al 'I 

우도유채꽃 

제주 
추자참굴비 

서 귀 포 
구억마읕 

제주상영 
정 낭 

제주 
참머 리 
도두 

서 귀 포 
무룡도원 

자료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2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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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주지역 정보화마을 설문조사 

3.3.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17개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질적으로 

쳬감하는 운영 · 관리에 관한 문제점올 파악하기 위해 전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제주지역 총 17개 마을 중에서 9개 마을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운 

영위원이 11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관리자가 10명（31.3%), 

운영위원장이 9명（28.1%), 지역주민 2명（6.3%）순으로 조사되었다．1)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2명（68.7%), 여성 10명（31.3%）이 응답하였으며． 연 

령대는 50대 이하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하 33.3%, 30대 이하 

20.0%, 60대 이하 10.0%. 60대 초과 1.7% 순으로 조사되었다． 

3.3.2 설문조사 내용 

＜표 3> 제주지역 정보화마을 설문조사 내용 

1) 본 전자절문조사에서는 총 32명이 응답하여 통계적 의미성을 지니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보화마을 

올 이끌어가는 17개 마올의 운영위원장 중 11명（34.3%）과 프로그램 관리자 10명《31.3%）이 웅답하 

여 제주지역 마올별 정보 이용환경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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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교육의 문제점 쑈 린속됴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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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립금의 마율정보센터 운영비 충당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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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타겟 대상상품 

생산여부 정도 

14. 지역특산물의 2차 상품 추진정도 

3.3.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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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정보화마을 주민들은 단순한 정보교육（PC 사용법， 인터넷사용 

법 등）프로그램보다는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교육을 요구하였으며． 새 

로운 방향의 정보화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하연 문제점이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어 노 

선확충이 필요하며， PC의 활용여부는 정보검색 등에 약 50％이상이 활용되 

고 있어 전자상거래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회선 중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정보화마올은 자쳬 브랜드가 미약하다． 각 마올의 대표이미지 

를 바탕으로 마을 정체성의 표현이 가능한 캐릭터 개발 등으로 지역 정쳬 

성올 정 립하여 인지도릅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타 치역에 비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각 마을별 자원（농 · 특산 

물， 역사， 문화 등）이 풍부항에도 불구하고 마올을 대표할 만한 다양한 상 

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을 운영함어I 있어 고수익올 기대하기 

는 어려운 게 현실이며，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마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특하고 창조적인 특성과 미 

래를 대비한 새로운 얼굴을 발굴한다는 자세로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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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민들의 브랜드 및 자부심 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후 교육을 시행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및 상품의 품칠 유치를 통해 전 국민 선호도를 높여 

마을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자쳬적인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v. 정보화마을의 문제점 및 SWOT분석 

4.1. 문제점 제기 

정보화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파트너 십）이 성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식저조로 참여율이 낮 

은 게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조직을 통해 참여를 높이고 사업추 

친 과청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C만 받으면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개인적인 인식 때문에 정보화교육의 참여율도 낮고 정보화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정보센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 

업이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리더 및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 

심이 없고 자발적 참여율이 낮아 운영상 어 려움에 처한다． 정보화마을의 

자생력 및 경챙력 강화를 위해 추진 주쳬 및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 

키고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해갈하고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마을들은 뛰어난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사 

업을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재 및 전략이 부족하다면 성과 및 실효 

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보화마을 주민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을사 

업의 성공을 위해 협동 단갈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인드 제고가 

시급하다． 정보화마을별 인빌 쇼핑은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대 

형 쇼핑몰과 비교해 경챙력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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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화마을 사업의 정책목표 

정보화마을 사업의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정보격차 해소， 지역공동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분류되며 마을별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설조성 

및 관리어／ㅉ／）와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재《걍성으로 지역의 자생력 

및 경챙력을 강화시켜 정보화마을 사업의 관리 · 운영（경영） 능력을 배양하 

는데 있다（행정자치부， 2014). 

＜그림 2> 정보화아을사업의 정책 목표 

자료 : 행정자치부（2014),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방안연구． p.'00 , 재구성 

4.3. SWOT 분석 

4.3.1 내·외부 요인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의 SWOT분석을 통하여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겅보화마을 사업 전략방안을 도출하기 

로 한다． 

외부환경을 파악하여 기회 · 위협요인을 분석， 내부역량을 파악하여 강 

점 . 약점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 위협에 대처는 물론． 강 

- 230 - 



1I fli 5oo 	Strengths 

* 졍정 · 무꿍헤외 진완경 이미직 

착연경괸， 역착문화착원 둥 듕부한 지역 밭전 짐쟁 

럭 보유 

풍부한 착원홀 이용힌 프로그렴적으로 언계뎔 수 

있논 가뇽성 풍부 

추진체겨의 효욜성 및 체계학 

수익칭츨의 경혐 

주민긴 비즈니스 다인드 헝성 

지억톡신을 및 착언환강 왐융 

기외 0 Opportunities 

안전농산븜， 엄빙식품에 매한 관심 잊소비중l결 

. 정보화시뎨외 도레 	 ` 
지억균형별전의 칙대 	 “< , 
. 교륭발딥 등으로 접근성 힝싱 	 ∼ 

. 소둑증대 및 활성회예 띠른 주민 끙둥체 의식 

휴양 및 겹강에 뎨힌 인식획산 및 졔혐 활둥 증가 

도시지역 주민외 농어츤예 q한 궁정적 이미지 

［식슨」 \V. Weolcnesses 

지억문졔 헤결의지 및 시 . 기업 등과의 연계 미익 

넉聯礬 fiq4e i스 u鷺 ) 
주민악，,fl 부죽 
마올운영위원회 활듕 및 운영위왼칭 치윈 부촉 

「켸팅 눙력큉』부죽과 마욥”렌「 획산 부즉 

m1re楙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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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확다욥 간외 양극화 협횡 딜섕 

한증FTA 동 농신흘 식장계방 확태르 인한 수밈 

농신믐과외 치뎔한 가겨강쟁 

정보화댜욥 예십 감소 

유착 삭업의 즌체 

노 

＼욋， 

＜그림 3> 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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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활용한 정보화마을 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마을 사업의 현황과 성과 및 정보화마을 관련 설문조사， 문제점 정리 등올 

종합하여 SWOT분석을 하였다． 

4.3.2 지역잠재력 분석 및 전략수립 

앞서 살펴본 지역의 잠재력을 내부적인 강점／약점요인과 외부적인 기회／ 

위협요인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요인별 주요 사항을 요약함으로써 향후 정 

보화마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전략적인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위에서 정리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간의 Matrix룔 통해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은 총 4가지 전략으로 So전략， Wo전략， ST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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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S ［깅점） 

정보회미옴멀 비전 멎 목표 수립 

. 운영핑가 활용을 룽한 활성힉 추진전략 （주민듣 외견수렴 후 공동확된 목조［체칙） 

수립 단계볕． 분아볕 운영계획 수팁 

경쟁력깅화을 위한 마켸팅전략 깅의 및 정보화마을 기획 벚 홍보ot켸팅옴 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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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문 인럭 확보 및 양성 
. 인터넷욤 둥힌 미계팅 식업욥 위쫴 컴퓨 

(D 추진 터 몇 인티넷 꾄련 겨발 및 교옥 

獵 * 천직상11래 및 체혐관짱 확대묠 퉁힌 정 주민듣외 정보화 눙력 항상 교윽 실시 기∼ 

驪죙 .棚욜 fl;O욜 흠떼이지 회원 확보． 

臘예 . 정보파마욤 꾄계째멩 뎨한 착기진착 강화 
（믈질적 치원 졔끙） 

구매작돋의 D8구축 * 유뎡 착이트를 둥한 적국적인 홍보마켸팅 
소비착 침여형 도 · 농교뮤믈 둥한 유둥 (Daurn-앍to. 체주 흉보 떼이치 내에 정 

활성화《산지， 소비지 교류 활성화 추진） 보화마욜예 대한 흉보· 위한 언계방안 
마련）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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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올의 브렌드화 지억싱품의 고부가가치 도모 

i1 
. 주변 인점마욥의 고유직원과의 연계망압 인근지억괴외 경쟁옴 고려한 착별화된 농 

' 마련 어촌졔험뀐짱 혀비스외 계발 

@4臘 

댜양한 혜업추진흘 듕히여 축적된 착업판 
리 운영 노하우묠 활융한 연찡협려 체겨 
마련 

臘무J" 
I IPTV룔 활용한 정보촤미읔 프로그탬 운 

영으로 소득창츈 
《적극적인 판로＇척 실시） 

박 친환경농산을 온릭인 직거래 장터 운영 부진형마옵 또논 노력형마욤 중 계별운영 
친환경농업의 B격적 도입 이 어려운 아욜온 끙동운영꾄리 
정보회마옴 특산믐 셩산－유둥－소비전반예 정보화마욥 착엄과 유삭한 타 부적 삭업 
걸친 유기적인 짠계 구축욜 듕한 직역 욥 인계8광여 추진 
내 부가가치 칭츨 및 순환기능 체고 

＜그림 4> SWOT분석을 통한 4가지 전략 

4.3.3 개선 방안 

제주지역의 정보화마을은 청정 · 무공해의 친환경 이미지， 천혜의 자연경 

관， 역사문화자원 등 풍부한 지역 발전 잠재력 보유하고 있고 수동적인 콴 

쾅행태에서 능동적인 관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쳬험관쾅에 대 

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체헝상풍프로그램의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 

- 232 - 



산경논집 제 37집 (2016. 8.) 233 

다（성태규 · 김유석 · 정연정， 2009). 

정보화마을 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며（성ㅌ礪予 . 김유석 · 정연정， 2009),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운영 및 평가 둥을 전당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등 

행정기콴의 추진체계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마을 흠페이지는 마을 내 자연자원， 관광자원 등의 홍보를 통 

하여 소득중대를 기대하고， 또한 의사소통의 통로， 마올소식 전하는 채널로 

활용된다． 제주도내 정보화마을의 경우 마을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타 시도에 

비해 특히 활성화되어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생산 · 유통되는 특산물 및 체 

험상품의 판매로 인해 주민뿐만 아니라 마올의 수익성올 높여주고 있다． 

향후 이용객들의 구애의식을 높이고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경챙우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브랜드를 통한 마을의 정쳬 

성을 확립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 및 마케팅을 꾸준히 천개해 나가 

야 할 것이다． 

V.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방안 

5.l. 행정적인 측면 

제주도내 17개 정보화마올들은 당초 정보화마을 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성 검토 및 주민들의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스스로 지역을 

경영할 주민 자치조직 운영위원들의 사전 협의 및 결겅사항이 제시되지 않 

아 마을사업 추진， 홍보， 기획， 유지관리 등 마올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화진， 2005; 배영백， 2010). 주민 주체의 활성화 방안 

모색은 역링＝ 부족과 재정지원의 한계로 실효정올 보장하기는 어렵다． 

서화진（2005）은 정보화마을 사업의 지역경챙력 제고 방안은 인빌 쇼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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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빌 체험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이는 

정보화교육을 통해 주민 및 마을의 잠재된 역량을 강화시켜 실질 소득수준 

을 이끄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장의 사 

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농어촌 발잔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 

년 평가치표를 바탕으로 정보화마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 

（정보화 교육 시간， 흠페이지 회원 수， 특산물 판매실적， 운영비 자급비율 

등）와 정성적 평가（중앙협회 외비 납부， 마을의 활성화 의지 등）로 구성되며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절히 병행 평가해야 한다（배영백， 2010). 

5.2. 주민 측면 

지 역공동쳬의 일원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역 량을 강화시키고 운영위원 

회 회원들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의 운영노하우를 쳬득하고 새로 

운 아이디어를 도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서화진， 2005; 배영백，2010). 

제주도내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실용적 실천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실무능력 등 역 량이 매우 중요하 

나，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살적은 매우 부족하다． 자립적으로 정보 

화마을 사업을 유지 ·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역 량 확보가 먼저 실행되 

어야 한다． 운영위원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발굴해 주민들 

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분야에 대하여 

특화된 교육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서화진， 2005). 

안정적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행정적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며（배영백， 2010), 마을의 신규 사업 발 

굴 · 확대와 기존 마블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조직과 전담인력의 

양성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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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점검， 제주지역 정보화마을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2014）는 청책수혜자인 정보화마을의 시각에서 사업현황을 점 

검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략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장기 마 

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 역주민들의 역 량강화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지역 간 · 계충 간 정보격차를 해소를 통한 지 역공동쳬를 활성화 

시키고 인빌 쇼핑과 인빌 체험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 

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 25개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2015년까치 14 

차에 걸쳐 전국에 충 358개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다． 2015년 말 기준 

정보화마을의 사업 방향은 기존 마을의 “ 지속가능한 자립형 정보화마을 

육성” 을 지향， 새로운 마을 조성은 감소추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추진 목표에 따른 문제점 도출하고， 제주 

지역 정보화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5장에서는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전국 정보화마을의 전수 조사를 통 

해 마을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 

여야 할 것이다． 

청보화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 

해 마을주민 및 운영위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마을별 브 

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 등으로 외부 인원 증대 및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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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ivation Strategies for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Gyeong-Soon Hong 

Dong-Cheol Lee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activation strategies for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all parts of country and by evaluating result of 

survey for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in Jeju. 

This study consists of 小ree parts, first part shows the problem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s which come from 仕ie purpose of project. And second part 

evaluates the present situation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based on survey for 

Jeju residents. In three part suggests some activation strategies for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Further studies will be need to conduct survey for whole country, and to make 

a monitering plan for the proces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t. It will be 

make more effective results for activating local economics, by helping the proces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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