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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컴퓨터 보급과교육: 
청보화사업의 정과와 전망J) 

허우긍 

Lessons learned from the govemmental programs of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networks and enhancing computer literacy in rural Korea 

Huh, Woo Kung 

요약 :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 경부터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펼쳐온 농촌지역정 

보화 사업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커기 위한 교육， 정보통 

신망과 컴퓨터의 접근성 개선 지역정보의 서비스 사업이 농촌 정보화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보아， 관련 부문의 정 

책과 사업들을 해당 사례와 함께 분석하여 보았다. 농촌 정보화 정책을 종합해 보면 1990년대 후반을 고비로 그 

정책 기조가 바뀌어， 사업 내용 면에서 정보화 교육보다는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신망의 확충에 관심을 두기 시작 

하였고， 주관 기관도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정보통신망의 확충， 원 

격 농촌의 취약한 접근성 보완 정보화 마을 선정에서 ‘수익성 모델’ 을 중시하는 방식의 문제점， 농촌 주민들의 낮 

은 문자 해독력을 감안한 정보화 교육 방안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필요성 등이 향후 정책에서 고 

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주요어 : 농촌지역정보화， 정보격차， 정보이용 능력， 정보화 시범마을， 마을정보센터， 지역정보 서비스 

Abstract : This study reviews the rural informatization programs implemented since 1980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mments and other public institutes, in searching for the directions of futur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e review focuses on three groups of projects: the projects 

of expanding telecommunication networks and distributing computers into rural areas; of enhancing 

computer literacy of rural people; and of improving local information services. It is found that the 

govemment policies have been shifted somewhat around the late 1990s: from an emphasis on computer 

literacy of rural residents in the earlier years to infrastructural expansion in rural areas; and from the 

earlier initiatives by the central govemment to a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authorities. The review 

also reveals a number of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policies , including to exp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further, to provide remote rural areas with better access toward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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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opportunities, to mobilize local resources, to re-evaluate current criteria of designating 

showcase e-villages, and to develop tool-kits designed specifically for those who are lack of literacy. 

Key words : rural informatization, dig뼈1 di띠de， computer literacy, showcase e-villages, telecottages, 

local information services 

1. 서 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화의 열풍 속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도시지 

역 그나마 대도시에 국한되는 것일지 모른다. 

정보화에도 지역격차는 엄연히 존재하여， 농촌 

지역은 이러한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서 비껴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산업화 

의 물결로 도시에 인력을 빼앗긴 농촌은 정보화 

를 수용할 사람이 부족하고 그 능력도 적었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은 도시보다 뒤늦게 농촌에 

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Cronin. ， et a l., 

1995; Schement & Scott. 2000; Strover 

2001). 수요가 큰 곳에 쇄신이 먼저 확산되는 시 

장의 논리 때문이다.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앞다투어 값비 

싼 통신망을 부설하게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전 

반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컴퓨터의 보유율 또한 낮은 실정이다. 결국 원격 

통신의 이점을 가장 많이 누려야 마땅할 지역이 

정보시대의 혜택에서 가장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이 정보 시대에 편승 

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맞춤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술을 벽지 농촌에 보급하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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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이 유럽 등지 에서 댈리 카티 지 ( telecottage) 

계획 등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Hottes ， 1994; 

Qvortrup, 1989).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정보화와 지역개발을 하나로 아우르는 발상으로 

진전되어 이른바 ‘지역정보화’ 라는 개념이 정립 

되기에 이르렀고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 지역 

의 정보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이수성 1989; 한국정보문 

화센터 , 1992; 김 영 정 2000).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대한 주요 정 

보화 정책들을 살펴 향후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 

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지난 십수년간 시행되어 

온 컴퓨터의 보급과 교육에 관련한 주요 정책들 

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분석하여， 그 성과와 문 

제점을 자세히 짚어보려 한다. 사례 연구는 기존 

출판물과 정부 문서를 위주로 한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보화란 농 

촌 주민들이 직접 컴퓨터를 다루며 정보를 생산 

하고 이용하는 범위로 국한하며， 행정전산화나 

지역 의료 전산화와 같이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농촌의 정보화 연구는 정보화를 통하여 낙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Ramirez ， 2001; Ray & Talbot, 

1999; Richardson & Gillespie, 1996). 선행 연 



구에서 정보격차를 줄이는 방안 및 지역개발 수 

단으로서의 낙후지역의 정보화’는 그 당위성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정보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남기게 되는지는 검토 

된 바가 적어서， 과거 사업들의 공과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축적할 필요가 절실하 

다. 또한 관련 계획들이 홍보성을 띠어 과장되거 

나 사업들의 내용이 해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바 

뀌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정책의 큰 줄 

기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편 

이고， 따라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난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동안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사업 계획 단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중간평가 단계의 보고서도 볼 

수 있으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한국정보 

문화센터， 1994, 1995, 1996, 1998a 등)， 개별 

사업에 대한 연구물들이어서 농촌 정보화 정책 

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정보화’ 가 정책 도구로만 머물지 않고 학술 

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려면 관련 이론들을 정립 

하고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 

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펼치는 각종 정보화 

사업은 일종의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입지문제 분야로 보아서도 그 연 

구 필요성과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Nutley， 

1984; Qvortrup, 1989). 

이 글의 제2절에서는 먼저 농촌지역의 정보화 

의 개념과 선행 연구 등을 일별하고， 제 3, 4, 5 

절에 걸쳐 정보화 정책들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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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w절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토론한 

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란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computer 

literacy)을 갖추고， 둘째 정보통신기술 대한 접 

근성을 향상시키며 셋째 지역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Wilson ， 2000).2) 저13절 

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사 

업 즉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제4절은 접근성 향상 정책 즉 컴퓨터의 보급과 

고속정보통신망의 확충에 관련한 사업들을 분석 

한다. 저15절에서는 지역정보의 서비스 정책과관 

련하여 지역정보센터와 지역포탈 사업， 정보화 

추진조직 등에 관하여 살핀다. 

11. 농촌지역의 정보화 

1. 정보 격차 

정보격차란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과 활용을 말 

한다(서이종， 2000). 정보격차는 정보기술의 확 

산과정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단순히 과도 

기적 현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보격차는 구조 

적인 것이며 그 격차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심화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 정보사회 초기에는 정보격차가 다른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사회적 힘이 약하지만， 정 

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격차는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키게 될 

2) 좀 더 광의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예플 들면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 인터넷 접속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이벼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자유뜰 갖는 일까지도 포함한 수 있겠지만(Wilson ， 
2000),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접근성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눈 것으료 보아 논의하기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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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 情報옳者는 정보네트워크에 접 

근할능력이 낮아서 활용할능력이 낮으며 활용 

할 능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나 취업기회 

를 얻지 못하게 되기 쉽다(서이종 1998). 

이상은 정보격차를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 

이지만， 지리적으로도 핵심지역(수도권)과 주변 

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격차가 뚜렷이 존재한다. 그동안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생겨난 지리적 불균형의 폐해를 해소하 

려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들 하지만 

20세기가 다 지나고 있세기에 들어선 지금에도 

지역격차가 엄존하는 현상이 정보시대에도 재현 

될 우려가 큰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 

건 지리적 측면에서건 정보불평등에 대히-여 국 

가의 정 보복지 Gnformation welfare) 정 책 이 

필요한것이다. 

〈표 1> 지역별 정보화 지수 

지 역 
통산키기얄 청힐효}와 

정보문화 
，.\1배스 첩보샤회 

수도권 100.0 100.0 100.0 

광역시 80.6 72.4 70.4 

중소도시 80.5 64.0 72.6 

노C그Oj~ 44 .1 44.5 13.4 

출처: 이시화， 1998, p. 135. 

〈표 1)은 이러한 지역간， 都農間 정보 격차를 

잘 요약하고 있다. 수도권의 각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기준(100)으로 삼을 때， 6대 광역시와 중 

소도시는 수도권보다 그 수준이 낮으며， 농촌 지 

역의 지수는 가장 낮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사이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4-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을 표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지리적 정보격차를 측정한 연 

구는 드물어， 최근의 상황을 나타낸 자료는 구할 

수가 없지만， 지난 수삼년간 지리적 정보격차는 

표에서 제시한 것에서 그리 큰 변화가 있을 것으 

로는보이지 않는다. 

2. 지역정보화 

지 역 정 보화(regional informatization)는 지 

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회를 위한 전 

략적 수단의 하나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지니 

는 시 · 공간 극복의 특성이 정치， 경제 등 사회 

기능의 지역간 균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 

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정보화라는 용 

어는 19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정책 

적 개념으로， 中央 省廳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정보화 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게 되면서 등 

장하였다. 초기에는 지역에서의 정보통신망 구 

축， 뉴미디어의 보급 등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 

는 이러한 하드웨어 정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 

정， 산업， 생활분야의 총체적인 정보화 활동이라 

는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행정， 산업， 

생활 분야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조 정비 정보시스뱀 구축 및 정보문화 정립 

활동’ (한국정보문화센터， 1994), ‘지역단위별 정 

보제계의 구축을 통해 정보 소유의 편중을 예방 

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각계 각층의 정보 

를 수집， 처리， 축적， 배포할 수 있도록 함을 기 

본 이념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와 통신시설을 통해서 일체적， 통 

합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정보화추진협의회， 

1997)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 

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단위지 

역 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 (행정자치부 1997) 등으로 정의되고 있 

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여해오던 부서에 따라 

조금씩 그 표현은 다르지만 사업 내용으로 보아 

지역 주민 생활의 정보화 지역정보통신 하부구 

조의 구축 지역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의 3부문을 

핵심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추 

진 주체가 된다는 점은 한결같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정보화는 국토의 효율 

적 활용과 자원의 균등한 혜택을 실현시킬 수 있 

다. 지역단위에서 정보통신 하부구조가 정비되 

고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가 전체를 포괄하 

는 정보의 관리가 쉬워지고， 의료， 교육， 문화생 

활 분야에서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김원 

동， 2001, p.80, p.149). 둘째， 지 역 수준에서 

는 지역정보화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행정 

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농수산업의 생산성 

농어업의 경영과 지도， 농수산물의 유통 · 가공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 

시와 다름없이 정보 공급이 가능하고 통신망 인 

터넷으로 편리하게 다른 곳과 연결되면서 정 

치 ·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이동만 1997). 매우 보수적 

으로 평가하더라도， 정보화가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모든 어려웅을 일 

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이고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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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선은 가능할 것이다. 

지역정보화는 그 정책적 매력만큼이나 학술적 

으로도 관심을 꿀었다. 초기에는 정보통신기술 

의 확산을 지역개발과 관련지워 보려는 노력이 

많았다. 특히 ‘지역정보화’ 정책방향에 관한 논 

의가 빈번하며(이수성， 황주성， 1991; 허우긍， 

1991; 홍성웅 등， 1991), 일본 등 외국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2). 정 

부 차원에서도 지역정보화 계획과 관련한 연구 

가 활발하여 지역정보센터 등 사업계획이 구체 

적으로 논의된 바도 있었고(배성의， 1997; 이수 

성 1990; 이동만 1997) 최근에는 정보화를 전 

자정부 및 지역공동체 운영에 적용하는 것을 전 

제로 커뮤니티 네트워크(김선기， 2001), 인터넷 

새마을운동(이의근， 2001) 등에 관한 연구도 시 

도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여러 

정보화 사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연구물들도 

적지 않다(농정연구포럼， 1997; 이시화， 1998; 

정경수， 박상훈，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한세억， 1997 등). 그러나， 농촌 정보화의 

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어서， 읍과 

면의 컴퓨터 보급과 이용 격차， 컴퓨터교육 참여 

자의 지리적 분포 특성 등을 다룬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허우긍 1994; Huh 1999a, 1999b). 

3. 농촌정보화사업 

우리 정부가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정보화 

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농촌 정보화 시책에는 농 

림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의 사업이 가장 많 

았고， 이 밖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농 

촌에 관련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 정 

부에서 실시하는 농촌 정보화 관련 사업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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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1990년대 초반 시 범 사업으로 출발하여 그 효과 

가 입증되면서 정식 사업으로 승격되어 지속된 

경우도 있고， 정보화의 중요성 확대와 함께 새로 

이등장한사업도있다. 

〈표 2} 정부 부처별 주요 농촌정보화 사업 

지역정보화지원사업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l 국민정보화 교육(우체국의 정보교육센터)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센터 운영과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체신청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지역종합정보센터 설립지원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시범사업 지원 

l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의 정보화 교육 |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마을 단위 정보이용센터 육성지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농림수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농림부 | 농어민 정보화교육사업 

시범 지역 운영 

정보통신기가 보급 

교육부 교육용컴퓨터보급 

보건복지부 농어촌 원격의료 정보 시스템 

자료 : 행정자치부， 2000. 일부 재구성 

본고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 정책을 정보통신기 

술의 활용능력 (computer literacy) 향상， 정보 

통신기술 대한 접근성 향상 지역 정보 서비스의 

세 측면에서 검토한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편의상 해당 정책의 핵심 내용을 

따라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업， 컴퓨터의 보급과 

고속정보통신망의 확충에 관련한 사업， 및 지역 

정보의 서비스 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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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정보센터 

| 지방교육청 

11 1.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1. 한국정보문화센터의 농어촌컴퓨터교실 

1) 사업 전개 과정 

‘농어촌컴퓨터교실’ 은 농어촌 주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교육을 실 



시하는 사업으로， 1988년 시작된 이래 전국 모 

든 군 지역에 2년씩 순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교실은 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산하기관인 한국 

정보문화센터의 주관으로 12년간 계속되다가， 

1999년 6월 전국 군을 모두 순회한 것을 끝으로 

마감하였다. 

최초로 농어촌컴퓨터교실이 시범사업으로 개 

설된 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이었다. 당시에 

는 농어촌의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루 2 시간 

씩 24주동안교육을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작 

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전문적 수준의 교육이었 

다. 그러나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육 과목이 윈도우 95, 흔 글 96, 

PC 통신 인터넷 등으로 바뀌고， 실생활에서 자 
주 접하는 간단하고 쉬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교육기간도 4주 단위로 크게 

짧아졌다. 교육 수혜 대상자는 주부， 학생， 일반 

인 교사 등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 장소는 지역 내 우제국이나 공공 기관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댈레비전， VTR을 갖추고 교육 

을실시하였다. 

2) 교육 참가자 

〈표 3)은 연도별로 개설되었던 농어촌컴퓨터교 

실과 수료자의 수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영 교실 수는 1990년대 전반 

기에는 해마다 증가하여 중반에 절정에 이르렀 

고， 교육 인원도 199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년에 교실 수와 등록자 수가 급감한 것은 그 

해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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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언도별 운영 상황 

운영중인 
~념H년도 

연도 컴퓨터교실 

수(개소} 
수료자수 (명) 

1988 80 

1989 105 

1990 221 

1991 9 1. 513 

1992 18 3.390 

1993 28 5.827 

1994 37 9.324 

1995 45 10.770 

1996 53 12.270 

1997 53 16.893 

1998 53 13,155 

1999 25 3.727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 미간행 자료. 

농어촌컴퓨터교실이 정보기술 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 

한 사업이었던 만큼 수료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 

는 이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7만 7천여명의 수료자 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 

던 시절에 컴퓨터를 접해 정보를 얻고 간단한 문 

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기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이만큼이나 늘어났 

다는 것은 큰 성공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 

다. 다만， 이 교육이 시행되던 1990년대의 대부 

분은 인터넷이 그다지 보편화되지 않았고 컴퓨 

터의 성능도 지금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다지 우 

수하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이 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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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배운 내용이 ‘고급 기종， 마우스 클릭， 인터 

넷’ 으로 대표되는 요즈음에도 잘 활용될 수 있는 

지는의문이다. 

〈표 4)는 농어촌컴퓨터교실 수료자들의 성， 연 

령， 직업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참여자가 많음이 확연히 드러나 

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 참여자가 더욱 늘 

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일하는 남 

성들은 야간 교실에만 틈을 내어 참석할 수 있지 

만， 주부들은 주간 교실에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 

일 것이다. 수강자 중 주부의 비중이 1993년을 

제외한 전기간에 걸쳐 41-67%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그리고 30대의 연령 비중이 

가장 높으나， 후기로 갈수록 참여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역시 사업 초기에는 젊은 연 

령층이 먼저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갈수 

록 30대 또는 그보다 나이가 더 든 주부들의 참 

여가늘어났기 때문으로판단된다. 

〈표 4) 농어촌컴퓨터교실 수료자의 성， 언령， 직업분포(1993rv1999) 

수료Ãt21 푸룹 1993 1995 1997 1998 1999 

조사기간 1월-3월 1월 12월 1월→12월 1월 6월 1월 6월 

남성 42 .1% 29.9% 21.3% 
성 별 자료없음 자료없음 

여성 57.9 70.1 7R2 

20대미만 15.3% 2.5% 3.0% 

20대 37.7 24.9 17.6 

연 렁 30대 39.8 54 .1 자료없음 54.9 자료없음 

40대 4.1 15.0 18.3 

50대이상 3.0 3.5 6.1 

-?「C-』「j 9.0% 40.7% 52.7% 67.0% 52.6% 

그ζs.!:口「 g i그l 19.0 18.5 15.0 12.8 7.0 

회사원 23.0 13.0 5.5 4.9 4.6 

자영업 5.5 47 4.8 5.4 
직 업 

교사 7.0 4.0 

학생 290 4.5 15.0 3.7 24.7 

농어민 4.2 6.0 19 1. 5 1.9 

기타 6.8 7.3 52 5.3 6.4 

출처: 한국정보문화센터 미간행 자료 및 Huh(1999a) 

주: 1997년부터 교사 수료자가 없는 것은 직업 분류 체계를 바꾸어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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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주관하였던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자 

체 평가(1995 ， 1996)에 따르면， 농어촌컴퓨터교 

실을 수료한 뒤 농어촌 주민들이 컴퓨터에 대해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컴퓨터에 대 

해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 

는 효과는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공문서 작성， 교사는 성적 관리와 시험 문제 작 

성， 주부는 가계부 작성 등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 몇몇 농민들은 생산품 판매 

와 가축 사료 관리에 컴퓨터를 이용해 농가 수입 

을 증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의 내용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보고 사례와는 

잘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다. 농어촌컴퓨터교실 

에서 많은 비중을 참여할 것이라 기대하였던 농 

어민은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이 교육이 농어민 

을 위한 교육이었다기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 중 

에서도 눔의 주부를 대상한 교육이 되고 말았음 

을 잘 나타내준다. 사업 전 기간을 통하여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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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수료자의 구성비가 5%를 넘지 못하였던 것은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 농어촌 내부의 걱차 

농어촌의 컴퓨터 교육은 지역 내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한 那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읍(눔)과 변두리 농촌지역(面部)은 교육 참 

가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지리적 격자에 관한 자료는 관련 기관들에 

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자가 수행하였 

던 전라남도 고흥군(Huh 1999a)과 충청남도 예 

산군(Huh 1999b)의 사례를 참조하기로 한다. 

고흥군과 예산군을 각각 중심 읍으로부터의 거 

리에 따라， (1) 중심 읍， (2) 중심 읍에 인접한 면， 

(3) 원격면의 세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농어촌컴 

퓨터교실 수료자들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같다. 

〈표 5) 농어촌컴퓨터교실 수료자의 거주지: 고흥군과 예산군의 사례 

끊 
풍칩옵 

수료자의져주져 

풍십옵안합연 

고흥군 67.8% 13.3% 

예산군 73.6% 13.0% 

출처 : 고흥군: H uh, 1999a, 예산군: Huh, 1999b. 

이 표에서 잘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농어촌 내 

부에서도 ‘도시’ 적 성격을 지닌 中心 둠과 ‘농 

촌’ 의 성격을 가진 面과 뚜렷한 격차가 있다. 고 

흥군과 예산군 모두 중심 읍에 거주지를 둔 수강 

자가 전체 수강자의 2/3 내지 3/4을 차지하고 

불어촌첩퓨EI교설 

월격면 
수료Ãf 할첼| 

채설 71간 

18.9% 100%(338명) 1996. 6 - 1998. 6 

13.4% 100%(569명) 1996. 6 -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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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 교육사업의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도시 

적 환경에서 사는 주민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面部 수료자로만 본다면 중심 읍에 인접한 면이 

나 멀리 떨어진 遠隔面이나 수료자의 구성비율 

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일단 중심읍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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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현재의 농어촌 대중교통 사정상 시간거리 

가 매우 멀고， 또 면 지역에는 컴퓨터를 배울만 

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해석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촌 정보화 사업이 ‘농촌’ 

을 단일 성격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내부의 차이 

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도 

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등의 2분법 도식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 

나， 향후 사업에서는， 농촌 안에서도 그 차이가 

都-農 차이에 못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본다. 

농촌의 컴퓨터 교육장을 面部로 가져갈 수는 없 

는 것일까? 적어도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방식처 

럼 우제국 시설을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 각 변에 돌아가며 교육장을 고루 개설하는 것 

은 어려워 보인다. 우제국은 읍과 변에 따라 그 

位階가 분명하다(허우긍 1996). 읍에 입지한 우 

제국은 事務官局 또는 主事局으로 해당 군의 우 

편 엽무를 총괄하며 따라서 건물의 크기나 집기 

등 내부 시설이 농어촌컴퓨터교실을 수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만큼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면부 

의 우제국은 면소재지의 크기나 기능이 비교적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국이 없으며， 대신 별 

정 우체국， 분국， 우편취급소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우제국 시설이 컴퓨터 교육장을 수용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더구나， 전국의 면부에 

입지한 우정시설의 절반 이상이 별정우체국으로 

서，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한 서비스 점포이며 

컴퓨터교육과 같은 공공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 

합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面部의 주민，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려면， 기존 우체국 시설을 활용하 

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교나 면사무소 등 새 대안 

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那部의 읍을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사설 컴퓨터 학원과의 경쟁을 낳을 수 있다 

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만약 정부(우체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이 크게 확대된다 

면， 하나의 시장(수요자)을 두고 해당 지역의 사 

설 컴퓨터 학원들과 경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된다. 실제， 농어촌컴퓨터교실이 개설되었 

던 여러 읍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사설학원을 

다니는 전문 수준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어린이 수준의 컴퓨터 교육에서는학원과의 갈등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 

럼 읍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컴퓨터교실은 사설학 

원과의 역할 분담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도 그 기능이나 수혜자의 범위에서도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표 4>에서 농어촌컴퓨터교실 

수료자 가운데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런 사 

정을 일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우체국 정보교육센터의 ‘국민정보화교육’ 

1999년에 끝난 ‘농어촌 컴퓨터교실’ 사업은 이 

듬해인 2000년부터 우제국 정보교육센터의 ‘국 

민정보화교육’ 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여러 우체국은 농어촌컴퓨터교실 

에서 쓰던 기자재， 강의실， 교실 운영에 대한 노 

우하우 등의 잇점을 활용하여， ‘국민정보화교육’ 

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종전과 비슷한 형태의 컴 

퓨터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제국 정보교육센터’ 라 이름 

지어 부르고 있다. 다만 종래에는 한국정보문화 

m 



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체신 

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뀐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사업 첫 해인 2000년에는 507H의 교육장이 개 

설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 2001년 중반 현 

재 전국적으로 75개 우체국에서 국민정보화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장이 개설된 우체국의 위 

치로는 군(都) 소재 우제국이 전체의 44%이고 

나머지는 도시에 위치한 우제국이어서， 과거 농 

어촌컴퓨터교실이 대부분 군에 개설되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농어촌을 위한 정보화 사업’ 

의 성격이 다소 퇴색한 인상을 준다. 

〈표 6) ‘국민정보화교육’ 을 제공하는 우체국 정 
보교육센터(2001년 8월 현재) 

자 억 JiI(뺑) 군 우정뼈보교국예육챙 개타설된 

서울， 경기 11 2(18.2%) 

부산，경남 10 3(30.0%) 

대구，경북 11 5(45.5%) 

대전，충청 10 6(60.0%) 

광주，전남 10 8(80.0%) 

전 북 10 4(40.0%) 

강원 11 5(45.5%) 

제 주 2 (0.0%) 

합 계 75 33(44.0%) 

자료: 제신청. 

우체국에서는 ‘정보교육센터’ 말고도 ‘인터넷 

플라자를 개설하고 있다. ‘인터넷 플라자’는 인 

터넷 PC를 몇 대 설비한 공간으로 우체국에 오 

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러 쓸 수 있도록 설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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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정보교육센터’ 는 과거 농어촌컴퓨터교 

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당郵週局舍의 2층에 설 

치한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플라자는 1층 고객 

서비스 공간의 한 부분을 막아 쓰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정보화교육’ 은 그 교육 내용이나 참가자， 

운영 방식 등에서 전신인 ‘농어촌 컴퓨터교실’ 과 

유사하되， 교육 내용이 종전에는 08, 윈도우즈， 

한글 등 컴퓨터 기초와 문서 편집 등 업무 분야 

가 많았으나 지금은 인터넷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을 더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08 한글 엑셀 인터넷 활용법 등을 가르치는 

‘OA종합반’ 과 윈도우98， 한글， 엑셀， 인터넷 중 

에서 희망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 

목반’ 의 두 종류를 개설하고 있으며， 하루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 교실을 연다. 주민 누구나수 

강할 수 있는 이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 

재는 실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규과정반’ 외 

에도 지역에 따라 노인 지역기관단체 임직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반이 편성되기도 한다. 강 

사는 해당 우제국 직원 중에서 컴퓨터에 능한 사 

람이 맡고 있으며， 자원봉사 형식으로 민간 강사 

의지원을받기도한다. 

‘국민정보화교육’ 이 ‘농어촌 컴퓨터교실’ 을 이 

어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 수료자의 구성은 농어 

촌컴퓨터교실의 경우와 대제로 비슷하다. 본 연 

구자가 조사한 강원도 영월군의 사례(표 7)에서 

도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수료자 성， 나이， 직업 

분포 양상과 비슷함을 잘 보여준다. 즉， 여자 수 

료자가 전체의 80%에 이르며， 직업으로 보아 주 

부(66.7%) 연령으로는 30대와 40대 연령층이 

70%를 넘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수료자의 91% 

가 영월읍에 거주하고 주변 면에 거주하는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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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9%에 불과하여 距離j周落 현상이 뚜렷한 점 

도 과거 농어촌컴퓨터교실 수료자의 상황과 매 

우 비슷하다. 이는 결국 지금의 국민정보화교육 

사업이 읍 우체국 중심으로 운영하는데서 빚어 

지는 한계， 즉 행정단위로는 那部이면서도 도시 

적 성격이 강한 읍에서 書間에 시간적 여유가 있 

는 주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드러낸 

것이다. 

거주지 

서o 

연 령 

직 업 

표 7, 강원도 영월군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수료자의 특성 
(1999, 12 - 2000, 9 수료자) 

영월군합계 258명 

영월읍 235명 

| 인접면 18 

원격면 5 

| 남자 50명 

여자 208 

19세 이하 9명 

20-29세 11 

30-39세 111 

69 

50-59세 23 

60-69세 27 

70세 이상 8 

끼;ζ-1 H- 172명 

사무직， 전문직 18 

| 상업， 서비스엽 15 

학생 11 

농업 3 

직업 미상， 무직 39 

자료: 현지 조사(2000년 10월)에 의함. 

주:인접면:남면，북면，중동면，하동면.원격면:서면 

직업 미상 및 무직에는 노인반 수료자 25명이 포함되어 있음. 

군 장교와 하사관， 경찰관 특별반의 수료자는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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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 

농림부에서는 농어민의 정보 이용 능력 함양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농어민 정보통신 이용 

교육’ 이란 명칭 하에 정보화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 농림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농림 

수산정보센터의 주관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 

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의 ‘농어촌 컴퓨터교실’ 과 ‘국민정보화교육’ 사 

업이 농촌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농림부의 ‘농업 인 정보화교육 사업’ 은 농민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사업 초기에는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두 부 

분으로 나누어， 기초교육은 주로 농림수산 정보 

화， 과학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에 목적을 

地理學論홉홉 第38號 (2001. 9) 

두었고 전문교육은 농림수산업을 선도할 농어 

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 내용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모두 컴퓨터 운용， 영농 소 

프트웨어， PC통신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만 

전문교육은 기초교육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았다. 

최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농업 

인 정보화 교육사업은 과거보다 그 방법이 다양 

해져서 기초교육， 전문교육， 농업정보 119 서비 

스 이동버스 정보화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기초교육은 종전의 농어민 정보통신 교육과 마 

찬가지로 간단한 컴퓨터 조작법을 터득시키는 

교육이다. 키보드 조작 및 타자 요령， 윈도우 사 

용법 문서 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등과 같이 기 

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친밀 

감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표 8) 농업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실적， 1998rv2000년 

기초교육 15 ， 090명 8，157명 23， 247명 

전문교육 7 ， 470명 1 ， 479I~ 8， 949명 

농업정보 119서비스 2， 790명 10 ， 109명 13 ， 018명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998명 998명 

겨| 25 ， 350명 19 ， 745명 46， 212명 

자료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1. 

농업정보 119서비스는 각 지역의 농업대학과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대학이 더 늘어날 

연계하여 대학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농가 것으로 보인다. 

방문을 통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동버스 교육은 기초교육과 마찬가지로 기본 

이루어진다. 현재는 전국에 십수개 대학이 이에 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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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에 바빠 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이른바 ‘out-reach’ 방식으로 교육장소를 옮겨 

제공하고 있다. 이동 버스에 노트북 컴퓨터， 전 

화， 위성수신안태나를 장착해 어디서나 정보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벼스에 탑재한 노 

트북 컴퓨터의 수에 맞춰 마을 단위로 사람을 모 

아교육한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사업에서는 농업정보 

119서비스와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사업을 큰 특 

징으로꼽을수 있다. 이 두유형은종래 다른교 

육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교 

육장을 정해 놓고 교육받을 농촌 주민들을 그 곳 

으로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사 

는 곳으로 교육장을 옮기는 것이라는 데 큰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이른바 ‘out-reach’ 방식은 교 

통 사정이 열악한 벽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알맞은 방식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盧

兒制限과 관련한) 인구교육을 시행할 때 일부 적 

용된 적도 있었다.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마 

을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종래 사업에서 교 

육 수혜자 중에 ‘농어민’ 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 

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농촌정보화촉진에 적 

극 활용할만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한국농림 

수산정보센터의 사업을 요약한 위의 표에서도 

기초 교육 수요는 꾸준하고 전문 교육에 대한 수 

요는 감소한 반면， 농업정보 119서비스와 이동버 

스 정보화 교육 수혜자가 늘어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2000년의 상황을 보면 이동버스 

정보화 교육과 농업정보 119서비스 모두 당초 계 

획했던 교육 횟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농민에게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1999년과 2000년에 시행된 ‘농업정보화 현장지 

도요원 지원사업’ 도 있었다. 이도 농업정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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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농촌 

지역에 직접 찾아가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는 사 

엽으로， 사계절 영농으로 농한기가 없이 바쁜 농 

촌에서 학습이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교육을 받 

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업 시행 이후 피교 

육자들의 평가가매우호의적이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교육사업 

지난 십수년 동안 농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은 정보통신부와 농림부의 사업이 

큰 줄기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 

체들도 다양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특히 道 수준의 사업계획이 그 규모나 내 

용 면에서 검토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그 이 

름이나 내용이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이지만 대 

체로 정보교육센터 인터넷 카페 등의 이름을 딴 

교육장을 마련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배 

우거나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주종을 이룬다. 정 

보교육센터란 도내 몇 군데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道民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인터넷 카페 등은 읍 면 사무소 또는 각 마을회 

관의 일부에 컴퓨터를 몇 대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도와주는 방 

식이다. 정보교육센터 인터넷 카페 등의 설비 규 

모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지식정보화 국가전략 국제포럼， 2001).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 

만 관할 지역의 사회단체， 상공회의소， 주부들 

의 모임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간접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청과 협력을 



통하여 이른바 정보화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근로요원 등을 활용하 

는 방안을 시행하는 지역도 다수 있다. 

5. 컴퓨터 교육과 이용의 어려운 점 

농촌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우거나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웅은 무엇인가? 이에 관하여， 강원도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開

放式으로 설문한 사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Huh, 2001). 이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 교육과 

이용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컴퓨터 용어에 익숙 

하지 못한 점 (4 1. 2%의 응답률)과 컴퓨터의 커보 

드와 마우스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 (30.3%)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 교육 내용이 어렵다(12.6%) ， 

교육시간을 맞추기 어렵다(9.2%) ， 나이가 들어 

글자도 잘 보이지 않고 손놀림도 쉽지 않다 

(4.2%) 등의 문제가 거론되어， 장년층과 노인이 

많은 농촌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 

을 뭇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 농촌의 사례(神짝浩夫 등， 2001)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려운 점으로 ‘조작법이 어 

렵다， 거보드를 다루기 힘들다，’ ‘컴퓨터 용어가 

어렵다’ , ‘지식이 부족하다’ 는 의견이 전체 응답 

의 2/3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우리 나라와 사 

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앞으로 농촌 장-노년층 주 

민의 컴퓨터 이용능력 (computer literacy)을 향 

상시거려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 

다. 비록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지만 실질적인 문 

맹이 적지 않고， 컴퓨터 적응력이 뒤떨어지는 사 

람들이 많은 농촌 현실(고광섭， 1998)을 감안할 

때， 커보드보다는 마우스를 더 나아가 마우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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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음성인식 등 더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들 

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컴퓨터 조작도 더 간편하 

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컴퓨터에서 클릭하기만 하면 어려움 

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도우미 (tool-kíts)를 컴 

퓨터 교육 사업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마련하는 

것도 농촌 주민들의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IV. 정보통신망의 확충과 컴퓨터 
보급사업 

1. 1990년대의 정보화 정책 변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농 

촌 정보화사업은 그 내용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 

기 시작하였고，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종래 농촌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시키 

기 위하여 컴퓨터 교육 사업에 초점을 두던데서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신망의 확충 등 하드웨 

어의 보급 사업에까지 그 폭을 넓히기 시작하였 

고， 주관 기관으로도 중앙 정부나 그 관련 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나서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우선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 사이에 정보화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점 그리고 정보화 사업 

의 실행이 결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자 

치제도의 본질， 즉 선거에 의해 단체장을 뽑는 

제도 역시 정보화 사업과 같은 施惠性 事業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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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게 되는 배경의 한 부분을 이루었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환경에 급격한 변화 

가 일어난 점도 그 변화의 주요 배경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빠르 

게 발전하여， 종래 DOS 운영체계， stand alone 

computer, PC통신으로 대변되던 컴퓨터 환경 

이 윈도우즈와 마우스 고속통신망 인터넷으로 

대제된 것이 그것이다. 컴퓨터의 성능도 또한 놀 

랍게 향상되어 더 많은 자료와 서비스를 더 빠르 

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환경이 이렇 

게 바뀌면서 종래 농촌에 보급되었던 286, 386, 

486급 컴퓨터들이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DOS처l계에서 힘들여 배웠던 여러 프로 

그램들 대신 새로운 것을 터득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성능이 개선되고 인터넷 환경 

이 보급되면서 정보이용 환경이 초심자도 매우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user-friendly) 개선된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농촌에 인터넷 환경을 확충하고 컴퓨터를 

보급하며， 컴퓨터 교육도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 

게 만드는 배경이 된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사업 중에서는 이른 

바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이 가장 두드러진다. 

비록 사업의 지리적 범위가 시범마을에 국한되 

기는 하지만， 그 ‘시범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업 

의 경과 성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고， 시 

범마을의 사업 내용이 종전에 비해 파격적인 점 

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컴퓨터의 무상 보급과 

통신망 확충으로 요약되는 이 시범마을 사업은 

소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엄두 

도 내지 못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사업 

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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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은 중앙정부의 행정자치 

부가 주관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지방자치 

단제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시범마을 주민에게 일일이 컴퓨터 

를 보급하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마을회 

관 등을 활용하는 소규모의 사업들도 저13의 유형 

으로꼽을수있다. 

2. 중앙정부의 정보화시범마을사업 

행정자치부가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록 최근의 일이지만 그 규모와 내용이 

다른 부서의 사업들에 비하여 가장 크고 화려하 

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2월부터 계획을 

세워， 같은 해 5월 말 전국에서 시범마을 19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보화 마을이란 

‘도시와농촌의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 

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컨댄츠를 구축하 

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 

보 생활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 

티 형성을 촉진하는 마을’ 로 정의된다(행정자치 

부， 2001). 종래 ‘마을 정보센터’ , ‘정보화 마을’ 

이란 이름으로 각 자치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정 

보화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 지역의 정보화를 추 

진하여 오던 것을 통합한 것이다.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배경을 이루었던 것으 

로 보인다. 첫째 그동안 정보화 사업이 계속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촌 주민들 

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해도 기반시설이 구축되 

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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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정보화 시범마을 

關-
빼
 
-
總-總
-
깜
 
강원도 

개화(강서구 방화3동): 도시의 아파트 단지 

미대/구암(동구): 팔공산 시역， 주말농장과 관광농원 

금연(광산): 구릉지대 받농사 

서생(울주): 관광지 : 해수욕장， 간절꽂(해맞이) 

통일촌과 대성동(파주): 민통선 이북 

솔바우(춘천): 춘천호반의 관광지 

갈골(강릉): 전통 한과 생산지 

도
 
-
도
 

』
=

-
」
I

처
 
-
-
。

충
 
-
충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부윤(음성):수박 

인삼마을(금산): 인삼/약초 집산지 

서두(완주): 화훼， 생강， 포도 

동하(남원): 목기 , 화훼 

선안(신안): 배， 고추， 김 

송월(광양): 매화마을 

도흥(성주): 도흥참외， 자발적 정보화마을 운영 

하회(안동): 전통문화 보존마을 

호미꽂(포항): 관광지: 등대박물관， 해맞이 

삼신(하동): 지리산국립공원(쌍계사) 

대동(김해): 절화류 생산 

상예(서귀포): 민박마을. 월드컵 제주경기장 인근 

출처: 행정자치부， 2001. 8. 원자료를 재구성함. 

통신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 

을 인지하게 되었다. 둘째 농어민이 필요로 하 

는 정보가 부족하고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컨텐츠 

를 재구성하고 고령자가 많은 농어민이 이해하 

기 쉽도록 편집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 

째，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후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 

혀졌다. 즉，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초기에는 자 

금 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활기를 띠지만， 자발 

적 관리가 힘들어 나중에는 사업 이전과 별반 다 

를 것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업 

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정보화 지도자 

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모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하게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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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범마을에서 실시될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그 핵심 내용 

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 

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 소외 지역 

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정보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 정보 센터를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 

및 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 마을 정보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PC 10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 

준으로 한다. 셋째， 집안에서도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을의 PC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하여， 컴퓨터 

100대를 기준으로 조달 구매하거나 구입 보조금 

을 지원한다. 넷째는 정보 컨텐츠 구축 사업으 

로 마을을 대표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을 홍 

보하는 장으로 만든다. 다섯째， 우수 강사를 확 

보하여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며， 여섯 

째， 시범마을사업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 

여 마을 밖의 지원기구로 00정보화시범마을지원 

협의회를 한시적 운영하고 마을 내부에서는 00 

정보화시범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의 

정보화 사업을 맡도록 한다. (행정자치부， 2001) 

행정자치부는 신청 마을 중 주제가 있어 성공 

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도시와 농촌 

형의 두가지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하였고， 앞 

으로 시범 추진 후 평가를 거쳐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다. 현재 선택된 19개 지역은 

지역 커뮤니티 형성 가능성 수익 모텔 창출 가 

능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고려하여 

선정된 마을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작목반 

이 활성화되었거나 생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함 

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방안이 있다든지，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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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이끌 정보화 지도자가 있는 지역이 우 

선 선정된 것이다. <표 9)는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의 주요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서울의 

개화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시범마을은 모두 농 

촌 지역으로 각기 지역의 특산물과 특정을 가지 

고 있어， 이를 특화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할 가능 

성을지닌마을이다. 

정보화 시범마을들은 선정된지 시간이 얼마 지 

나지 않아 그 성파를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 신 

문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서울 강서구 방화3동의 

개화 아파트 단지，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 백연리 

의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도흥 

마을 등 일부 사례 마을의 시범사업 내용을 가끔 

소개하고는 있지만， 그 기사 내용이 대부분 사업 

의 시작 단계를 소개하는 수준이고， 성과라고 일 

컬을만한 내용은 적다. 더구나 신문과 방송에 소 

개되지 못한 시범마을 중에는 아직까지 홈페이지 

를 제대로 갖춘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시범마을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행정 

자치부의 사업과 비슷하게 마을 전체에 고속통 

신망을 부설하고 주민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유형과， 이 보다는 투자 규모를 작게하여 마을정 

보센터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 즉 마을 전체에 고속통신망을 부설하고 

주민들에게는 컴퓨터를 보급하는 유형으로는 강 

원도와 경상북도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강원도 

의 원주시 황둔 · 송계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정 

자치부의 사업보다도 먼저 시행되어， 신문과 방 

송의 조명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이기도 하다. 

경상북도는 성주군 선남면 도흥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나중에 행정자 

치부의 사업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1) 강원도의 정보화 시범마을 

행정자치부가 2001년에 전국적으로 정보화 시 

범마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강원도청은 독 

자적으로 1999년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와 송 

계리를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이 마을에 고속정보통신망을 부설하고 

컴퓨터와 인터넷TV를 보급하였으며， 마을 민원 

실을 정보센터로 꾸미는 사업을 벌였다. 황둔 · 

송계의 사례는 당시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여 

서 곧 각종 매체의 취재 대상이 되었고 대통령이 

컴퓨터 화상전화를 통하여 마을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뉴스로 방영되었으며， 국내의 한 대표 

적 전화회사는 이 마을을 소재로 삼은 광고까지 

만들어 방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 

는마을이 되었다. 

황둔 · 송계 정보화시범마을의 사업에는 강원 

도， 원주시，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강원본부， 주 

식회사 삼보컴퓨터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한국 

통신 강원본부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 

고， 삼보컴퓨터는 컴퓨터를 기증하였으며， 삼성 

SDS는 마을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맡아 이 주민 전원에게 e메일 주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를 제작， 마을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했 

다. 이 사업에는 국集윤시비 등 총 13억2천6백 

만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마을에서는 12명의 주 

민 대표로 황둔 · 송계마을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00년 4월에는 100가구에 컴퓨터 (PC본체， 

모니터， 커보드와 마우스)를 보급하였고， 공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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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을정보센터에 10대의 컴퓨터를 제공하였 

다. 보급대상가구는 컴퓨터는 고속통신망을 부 

설하기 쉬운 범위， 즉 마을정보센터에서 가까운 

황둔1리와 송계1리의 가구 중에서 신청을 받아 

1007~구가 선정되었다. 주민 공동의 정보이용공 

간 「황둔 · 송계 마을정보센터」는 11월까지 공사 

를 마쳐 컴퓨터 및 화상전화장비， 인터넷TV와 

셋톱박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첨단설비를 

갖추었다. 마을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 

화 교육도 이 사업의 한 부분으로， 2000년 4월 

부터 2001년 2월까지 마을정보센터에서 이루어 

졌다. 교육 내용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사용법， 

화상전화와 인터넷 전화 이용법 등이다(황둔 · 

송계 마을 포탈사이트 자료， 2000). 

2000년 한해동안 이렇게 컴퓨터 보급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 보급에서 제외되었던 황 

둔2리와 송계2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얻 

기를 희망하는 가구가 늘게되자， 2000년말에서 

2001년초에 걸쳐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 

할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TV를추가보급하기에 

이른다. 인터넷 π1(셋톱박스， 웹카메라， 마이크， 

모템)는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에 66대， 

공용으로 4대가 보급되었고 사용자 기초교육이 

실시되었다. 인터넷 πf는 PC보다는 장비 마련 

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인터 

넷TV는 컴퓨터 전용 통신망이 아니라 기존 전화 

선에 접속하는 방식이므로 인터넷 접속시간이 

길게 걸리며， 마우스 대신 커보드로 조작하기 때 

문에 불편하다. 또한 한 대의 모니터로 인터넷 

사용과 벨레비전 수상을 겸하므로， 결국 주민들 

이 모니터를 인터넷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댈레 

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쓰는 경향이 있어， 인터 

넷TV를 본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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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Huh, 2001) 

2)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기타 정보화마을 사업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 농촌에 고속통신망 

을 부설하고， 각 가정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 

하는 것은 그 극적인 사업 내용 때문에 세인의 

관심을 꿀기에 충분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흠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보다 렬 화려하 

지만 비용 측면에서 무난한 사업들로는 마을정 

보센터 구축을 지원하거나 이메일 주소(id)를 

보급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를 대표할만한 사례로는 

경상북도의 ‘인터넷새마을운동’과 충청북도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을 들 수 있다. 

‘인터넷새마을운동’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등의 표현은 정보화의 다른 표현이다. 인터넷새 

마을운동에서는 군마다 한마을을 시범마을로 선 

정하여 인터넷 플라자 설립을 지원하며 인터넷새 

마을지도자를 육성하고 이 밖에 우리동네 홈페 

이지 갖기， 고향마을에 사랑의 PC 보내기， 도민 

이메일 id 갖기， 정보화 인증서 갖기， 가계부 쓰 

기 등 정보생활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이의근， 2001).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 

업을 벌여 1207H 마을 마을회관에 인터넷PC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보활용 및 마을 홈페이지 

운영본부로 만들고， 읍사무소와 면사무소에 이 

른바 인터넷카페를 두어 PC 3-5대를 설비하고 

있다(지식정보화 국가전략 국제포럼， 2001 , 

pp.67-81).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 사업에서 공통적으 

-20-

로 보이는 문제점은 백화점식으로 각종 사업을 

나열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 

다.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의 사례들 

을 살펴본다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 인 

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무원의 배 

우자 학생 주부 등에 대한 교육사업들을 포괄 

하고 있는 것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서 볼 수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하여 의욕을 보 

이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겠으나， 지금의 도， 

시， 군 당국의 역량이 과연 이 모든 종류의 정보 

화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된 

다. 官이 모든 것을 主導하기 보다는 사업의 성 

격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또는 민 

간 부문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도있을것이다. 

3)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의 성과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이 시작된 역사는 매우 

짧아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러나 짧은 역사이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 

찍 시작하여 나름의 결과를 내고있는 황둔 · 송 

계마을의 사례를 들어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의 

쟁점을짚어본다. 

(1)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의 보급 

정보화 시범마을 사엽의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 

만，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의 보급과 고속정보 

통신망의 확충이 그 핵심을 이룬다. 두 가지 모 

두 사업비용이 적지않게 드는 것이어서， 이렇게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또는 

어떤 사업이 우선하여야 하는 가를 두고 이견들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 

통신망의 확충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 문제 

는 앞으로 정보화 사업이 시범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지역 전제로 확대될 때，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원 때문에 심각한 현 

안이 될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한 정보화 시범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강원도 황둔 · 

송계 정보화시범마을에서 컴퓨터가 어떤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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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되 었는가를 가족 구성 가구주의 직 업 등 여 

러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가족 구 

성， 즉 ‘학생이 있는 가구’ , ‘학생이 없이 장년만 

사는 가구’ , ‘60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 로 나 

누었을 때 컴퓨터 보급 상황에 차이가 가장 두드 

러졌으며 학생이 있는 가구’ 의 컴퓨터 보급률 

이 두드러지게 높아 농촌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의 최대 수요자임을 잘 볼 수 있다〈표 10>. 

〈표 10) 컴퓨터 보유가구와 미보유가구의 가족 구성 비교: 
강원도 황둔 · 송계 정보화마을의 사례 

(단위: %) 

7.혹구성 혈쫓경뽑 νg구퓨암터기톡구자 l 혐퓨가터구없는 (가구 제수) 

학생이 있는 가구 48.4 

학생이 없이 장년 
어른만사는 가구 

41. 7 

60세 이상 
노인만사는가구 

9.9 

겨| 100. 。

(가구수) (91호) 

자료: Huh(2001)의 자료를 재구성함. 

‘학생이 있는 가구’ 의 구성비율을 보면 정보 

화시범마을 사업에 의하여 컴퓨터를 무상 보급 

받은가구에서는약 48% 시범마을사업 이전부 

터 이미 컴퓨터를 구입하여 쓰고 있는 가구에서 

는 무려 67%인 데 반하여 컴퓨터가 없는 가구 

의 6%만 학생이 있는 가구이고 나머지 94%는 

28.0 
66_7 5.6 

(90~화) 

34.8 
222 35.1 

(112호) 

372 
11.1 59.3 

(120호) 

100.0 100.0 100.0 

(54호) (177호) (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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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만 사는 가구이다. 특히 컴퓨터를 무상으 

로 받은 가구의 경우 학생을 둔 가구의 비율이 

학생이 없는 장년 가구보다도 더 많은 것은 주목 

할만한 현상이다. 학생이 있는 가구가 마을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데도， 시범마을사업으로 

제공된 컴퓨터의 절반 이상이 학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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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배정된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농촌에서 학생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컴퓨터가 확산되어 가는 

기왕의 추세를 시범마을의 컴퓨터 보급사업이 

좀 더 앞당긴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컴퓨터 보급과 정보통신망 확충 사업이 모 

두 시행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라면 컴퓨터 보급보다는 통신망의 

구축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컴퓨터는 수요에 따라 (緣急은 있을지언정) 

보급되기 마련이며 또 자기 집에 컴퓨터를 보유 

하고 있지 못한 사람도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이 구 

축되어 있지 못하면 정보세계의 접근 자체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정보화와 마을의 변화 

황둔 · 송계 마을에 컴퓨터 도입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변화보다는 주민 태도의 

변화가 더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 

이 생산물의 판매와 시장가격 조사 등 경제적 측 

면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Huh， 2001), 인터넷 쇼 

핑， 인터넷 뱅킹 등의 이용률이 낮아 주민들의 

실제 통행에도 큰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다 

(Choo. 2001). 그러나 컴퓨터의 보급으로 주민 

들이 과거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전 

국적 홍보와 관심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게 된 것 

이가장뚜렷하였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아직 

크지 않다는 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 

을 선정할 때 이른바 ‘수익성 모댈’ 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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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본 사례는 경제적 성과가 정보화 사업 초기부터 

극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마을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이것이 소 

득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로 곧바로 이어지지 

는 않을 수도 있다.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마을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 마을과 그 주변의 관광지 

소개와 교통 안내， 민박시설 홍보 등이 가능해지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능성이 실제 소득에 

기여하는 분량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 

다. 정보화가 마을에 불러오는 전반적인 변화 중 

에서 경제적 변화는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다른 분야의 변화가 더 뚜렷할 수도 있다. 일본 

의 대표적 정보화마을인 야마다무라의 사례(神 

各浩夫， 2001; 會田勇雄， 1997)에서도 주민 대 

부분이 경제적 이득보다는 의석 변화， 자부심과 

개방 지향 등을 정보화가 가져온 주요 변화로 평 

가하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농촌의 정 

보화 사엽에 대하여 단기간 안에 경제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얻으려 연연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 

할것으로보인다. 

4.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1980 

년대 말경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각 지방의 

교육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워 필요한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는 이러한 활동이 좀 더 확대되어 교육인적자원 

부 차원에서 제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대 초에는 한 학급당 1 

대 미만의 컴퓨터 보급률을 보이던 것이， 2000 



년에 이르면 학생 11-14명당 1대의 수준으로 현 

저하게 개선되기에 이른다 3) 

〈표 11) 시도별 컴퓨터 1 대 당 학생 수 

서울특별시 35.4명 28.2명 22.9명 

6대 광역시 29.6 24.5 27.2 

경기도 28.7 29.5 25.9 

기타도 17.3 16.7 20.3 

전 국 24.6명 22.2명 23.9병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0. 재구성하였음 

주 컴퓨터는 486급 이상. 

보급된 컴퓨터의 지리적 분포， 특히 농촌 학교 

에는 얼마나 보급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다. 다만 도 단위로 집계된 컴퓨터 보급 

률에 의해 우회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 

다. 1999년의 각 지역별 교육용 컴퓨터 보급 정 

도를 살펴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컴퓨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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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학생수가 道보다 대제로 떨어지는 추세를 발 

견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진 대도시 지역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시와 농촌 

으로 구성된 지역에 컴퓨터 보급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다른 道의 

그것보다 더 많은 것도 같은 배경 때문일 것이 

다. 집에 컴퓨터를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농촌 

현실에서는 비록 학교에서나마 제험하는 정보화 

가 집과 마을의 정보화 마인드에 확산에 적지 않 

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v. 지역정보 서비스 사업 

1. 지역정보센터와지역포탈 

1 ) 지역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는 시 · 군의 주민， 대학， 공공기 

3) 아래 표는 1990년대에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時系列 資料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컴퓨터의 성능과 기종이 워닥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보급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지금에 와 
서는 거의 사용힐 수 없는 낡은 기종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컴퓨터 보급대수가 여러 해에 걸쳐 累計된 경우， 이 
중 상당수의 컴퓨터는 虛數일 가능성도 있다. 

〈표〉 초중등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mw 

-% 

-m 

54.8명 

270 

13.7 

65.7명 

34.4 

102 

103.3명 

41.3 

112 

자료: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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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자율적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社團法A體이다. 지역정보 

센터는 시 · 군의 생활권 단위의 행정， 생활， 농 

수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단위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 

문화 활동， 교육， 홍보 사업을 수행한다. 데이터 

베이스와 서비스의 개발은 해당 지역의 대학 연 

구 인력이 맡아， 지역소식， 생활정보， 관광정보， 

산업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었으며 공 

중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되었다. 

〈표 12)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과정(1994"'1997) 

지 협 };I열쩡E릎웰흘i 

설쩔연Eξ 1994 1995 1996 1997 

경기도 의정부-양주， 강화 안산 Ä.:! \t 

강원도 7oL-i。극L ~{:! 원주 설악 

충정남도 태안，청양 고。 -X「， 노 ‘一사 {! 예산 홍성 

충청북도 청주 보은-옥천 영동 T 도ιr기3. 

전라남도 해남，목포，순천 나주，장성，함평， 장흥，여수 clo0t, 여 。고 。↓’ 여 o 。n} 

전라북도 군산， 익산， 진안 김제 남원 전주， 정읍 

경상남도 산청， 거창， 밀양 양산 

경상북도 구미， 영덕 경주，안동 

제주도 제주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1998b) ， 김원동(2001).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는 1991년 

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994년에 18개 지역， 

1995년에 127H 지 역 1996년에 7개， 1997년에 8 

개의 시 군 단위지역에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지 

원하여 도합 457H의 센터가 설립되었고， 지역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PC통신을 이용하여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 

대 말에 이르러 457H 센터 중에서 자제 운영이 

어려운 8개 센터는 해산되었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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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성 2000). 지역정보센터는 전국적으로 비 

교적 고루 설립되었지만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 

도에 특히 많이 분포한다. <표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那部에 입지한 센터는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는 市部에 입지하고 있다. 

지역정보센터는 일종의 저13섹터 방식의 사업으 

로， 종래 익숙하던 官 主導 또는 民營 방식이 아 

닌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지역내 대학의 연구 인력은 센터의 운영이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대외 교섭력 등에서 한계를 드 



러내었고， 센터의 취약한 자원도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지역에 따 

라서는 정보이용자의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으 

며， 정보제공자(IP)가 부족하고， 센터간 정보시 

스뱀의 호환성이 떨어져 정보의 공급이나 이용 

면에서 모두 한계가 드러나 센터 설립 이후 지금 

까지 기대한 만람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 

다. 1997년 한해동안의 경우 전국 지역정보센터 

당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이 97시간에 불과 

한 수준이었으며(한국정보문화센터， 1998b), 또 

한 이용 정보에서도 전자게시판과 공개자료실의 

이용에 치우치고 산업정보， 행정정보， 생활정보 

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김원동， 

2001) 이 센터들이 정보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2) 지역포탈 

지역정보 서비스의 또 다른 형태로는 최근 등 

장하기 시작한 지역정보네트워크(이른바 지역포 

탈)를 들 수 있다. 종래 지역정보센터의 데이터 

베이스는 PC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었으 

나 PC통신의 특성상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근 

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지역정보의 제 

공과 활용 방식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옮겨가， 새 

로운 서비스 업체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지역포탈 업체들이다. 

지역포탈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서비스 

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정보사이트로서， 

서비스 성격에 따라 웹진(web-zine) ， 지역 검 

색， 허브 사이트로 구분된다. 웹진형은 지역정보 

를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확보함으로써 수 

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서비스로， 그 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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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전국에 200여개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색형 지역포탈은 산재해 있는 

정보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고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허브형 지역포탈은 

전국 각지의 지역망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형태 

로 인터넷스트리트， 타운뉴스 등 소수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제로 보면 민간 지방자 

치단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직접 지 

역포탈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해당지역의 

경제 주체가 지역정보의 발신 주제가 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유지연， 황주성， 2001). 

지역포탈은 지역뉴스 제공， 지역커뮤니티 형 

성， 지역정보 제공， 지역 웹호스팅 등의 서비스 

를 통하여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은 서비스가 단순하여 광고 등을 통해 수입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업체가 많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 

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제대로 얻기 어려운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황주성 2000). 또한 지역포탈 

의 서비스는 농촌보다는 도시에 치우치는 경향 

이 있어， 농촌 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기 

에는한계가있다. 

2.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또는 이와유사한 이름 

의 협의체들이 정보화 사업 초기와 중기에 걸쳐 

존재했었다. 이 협의제들은 정보문화운동의 범 

국민적 전개를 위한 지역별 선도조직으로서， 지 

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정책 건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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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에 관한 심의 평가 등을 수행하고자 

1991년 6월 전국 8개 체신청 소재 지역을 대상 

으로 발족하였다. 1992년 6월 지역간 정보교류 

를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간 사업 추진의 연대제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에 정보화추진협의회 

가 발족되었고， 각 지역의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 조직 산하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이 협의체들은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과 단체 

의 간부， 통신사업자 임원， 지역 유지， 대학교수 

와 연구소 연구원， 언론인 등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 

최하고 지역정보화정책을 연구하여 지역정보화 

에 대한 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있다. 

추진협의회는 외형 위주의 인적 구성과 형식적 

운영 전개 사업의 단편성 및 일회성 여건 변화 

와 조직구조의 불일치 협의회의 역할 모호성 등 

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정보화추진협 

의회， 1997).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초 

기에 이 사엽을 널리 홍보하고 선도하는 공현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중앙의 협의회 조직들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 

체 수준에서도 비슷한 협의체들이 많이 있다. 그 

러나 지방 협의체들도 그 구성이 행정 관료 중에 

서는 정보통신분야 관료의 참여가 적어 유관 부서 

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학계의 참여자 

들은 이공계 학자가 많아 정보화 사업이 기술적 

측면으로 편향되는 문제점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원동， 2001, pp.156-159).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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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은 지난 날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 

래， 정보 시대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격차， 즉 정 

보 격차로 어려웅을 겪고 있다.1980년대 후반 경 

부터 정부는 이러한 정보 격차에 적지않은 관심 

을 보여， 다양한 농촌 정보화 사업이 시행되어왔 

다.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산하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펼쳐온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을 분석 

하여， 향후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 

었다. 특히 정보통신망과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computer literacy) ,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일 

이 농촌 정보화의 핵심 요소라고 보아 관련 부문 

의 정책 기조와 사업들을 검토하고， 해당 사례를 

같이 분석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농촌 정보화 정책을 종합 

해 보면， 1990년대 후반을 고비로 그 정책 기조 

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내용 면에서는 

초기에는 농촌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 

시커기 위하여 컴퓨터 교육 사엽에 초점을 두던 

데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컴퓨터의 보급과 정 

보통신망의 확충 등 하드웨어의 보급 사업이 본 

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사업의 규모도 더욱 커지 

게 되었다. 주관 기관으로도， 중앙 정부와 그 관 

련 기관이 중심이 선도하던 체제에서 지방자치 

단체 중심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중앙 부처 가운 

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강조되기에 이른 

다. 이는 지역정보화 사업이 그 시행 단계에서는 

결국은 최하위 지역단위의 일로 귀착되는데， 행 

정자치부만람 전국 각 농촌 단위지역에 체계적 

인 행정력을 갖춘 창구를 가진 경우도 드물기 때 

문일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역정보화 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이되， 



일부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정책 시행이 더 효 

과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보화란본 

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사안이고， 따라서 행 

정자치부와 계통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 

로는 이 다양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시너 

지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부 

처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가운데는 서로 중복되 

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각 기관마다 영역을 확 

대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을 법하 

다. 현재와 같이 각 기관별로 구상한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운영하되， 면 단위 등 하위 

행정단위에서 정보화촉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 

업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스템이 필 

요한것으로보인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사업들은 나름대로의 

특정을 지니고 농촌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반영하듯 개 

선의 여지도 적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별히 

부각된 문제와 시사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과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 개선 

정책과관련하여， 1980년대 이래 농촌주민에 대 

한 정보화 교육은 비교적 널리 시행되어 왔으나， 

정작 정보화의 선결요건인 고속정보통신망을 확 

충하고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정보통신망의 확충을 시 

장 기능에 맡겨왔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앞장선 나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나라 안으로는 농촌지역은 정보화의 소외지역으 

로 남고 말았다. 따라서 일반 전화가 국가 기반시 

설의 하나이듯이， 고속정보통신망도 국가 기반시 

설로 간주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개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마을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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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른바 ‘수익성 모델’ 

을 중시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시범마을사례는 

정보화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초기부터 극적으 

로 드러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경제적 영향이나 생활 

행동의 변화보다는 태도의 변화 즉， 컴퓨터의 보 

급으로 주민들이 과거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지 

게 된 점， 전국적 홍보와 관심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게 된 점 등이 더 현저한 성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정보화 수용 능력 그 자체를 중시하 

여， 해당 마을이 정보화에 얼마나 적극적인가의 

기준에서 사업 대상 마을을 선택하여야 될 것으 

로보인다. 

둘째， 정보이용능력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농 

촌지역 안에서도 도시의 성격을 지닌 읍과 농촌 

의 성격을 지닌 면 사이에는 뚜렷한 정보 격차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은 

읍에 치중되어， 사업의 혜택이 더 절실한 주변 

‘농촌’ 의 주민은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원 

격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이 

동버스 정보화 교육’ 의 사례처럼 농촌으로 컴퓨 

터와 인터넷이 찾아가는 out-reach 방식이 유 

력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며， 이 밖에 마을 센터， 

학교 등의 시설을 순회 이용하는 방안 등도 대안 

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한 사례에 따르면， 컴퓨터 교육과 이 

용시 컴퓨터 용어와 컴퓨터 조작을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농촌 장년층 

주민의 컴퓨터 이용능력(computer literacy)을 

향상시커려 할 때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할 필요를 강하게 시사하였다. 컴퓨터에서 

클릭하기만 하면 어려웅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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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tool-ki ts)를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애로 

를 해결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정보의 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지 

역정보센터 사업이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이른 

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가， 경영상의 어 

려움 등으로 민간 부문의 지역포탈로 서서히 대 

체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종래의 지역정보서 

비스 체제는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영리를 최종 

목표로 삼는 민영 서비스로 완전 대제되면 수익 

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정보서비스는 

또 한차례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며， 이 경우 정 

부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등이 앞으로 해 

답을 마련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지역데이터 

베이스의 운영에서는 지역정보의 부족으로 어려 

웅을 겪었다. 시범마을의 결과를 교훈 삼아， 농 

촌지역 주민들의 개방적 자세와 자부심을 어떻 

게 情報發信 能力의 향상으로 연결하느냐를 연 

구하여야할것이다. 

전반적으로 농촌 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 

법은 수동적이고 조심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종래의 정보화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가 

구상하고，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가 사업 

을 시행하는 패턴으로 시종일관한 나머지， 일종 

의 ‘의존의 문화 ‘가 생겨날 것이 우려된다. 받는 

데 익숙해지고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 

도록 도울 필요가 절실하다. 일본 농촌의 사례 

(홈田勇雄， 1997)에서 보듯이， 일본 전역에 걸쳐 

야마다무라를 도우려는 동아리들이 생기고， 마 

을 주민들의 대응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서로 협력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정보화사업 

구상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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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비롯하여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내놓는화려한 ‘시범’ 정보화프로그 

램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그 평가를 바탕으로 농촌 정보화 사업은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 

금처럼 고속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컴퓨터를 보 

급하고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무차별 제공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더 정교한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농촌 주민들의 눈높이에 알맞은 소프 

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초심자라도 문제를 손쉽 

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 자원봉사 도우미들과의 

연계， 농촌 정보의 발신체계 확립 등을 위한 투 

자와 노력이 기울여지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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