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정보체계 구축 지역기록화(아카이브) 소통 및 공감확산
과
업 ☆홈페이지 개발·운영 ☆커뮤니티 매핑단 운영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활동성과 및 연구결과, 
  매뉴얼, 보고서 등 제작

전
략

☆네트워크형 허브&
  공유경제 플랫폼
☆종합정보체계 DB 구축
  (정책/제도, 공간정보 외)
☆이용자 맞춤형 정보생산
☆다양한 미디어 활용

☆지역기록화전략+아카이브
  (기초연구 및 인적자원 양성)
☆커뮤니티 매핑 + 도시캠프
  (혁신청년, 전문연구자, 
   지역미디어센터 협업)

☆지역문화행사의 통합지원
☆참여형 홍보 및 공감대 확산
☆새로운 경제생태계 형성
  (사회적기업, 시민창작집단)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협업에 
  기초한 연구조사활동

사
업
(안)

☆통합형 홈페이지 구축
☆지역 공유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기술지원, 기존 정보
 시스템과 전략연동 외)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현

☆아카이브 교육과 기초연구
☆지역연계사업 추진
☆커뮤니티 활동 및 공유자원
  맵 구축
☆열린 문헌자료실 구축·운영

☆지역출판물 지원·인증
☆기획출판(시리즈)
☆뉴스레터(정기간행물)
☆활동보고서 지원
☆현장포럼·컨퍼런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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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에 대한 기고문

■ 마을중간지원조직 Communities Archives&Directory의 방향과 전략

1. 비전&목표
☆ Network HUB |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창조적인 문화활동 지원”
박제화된 정보의 전달을 넘어, 전문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살아
있는 지역별·영역별·계층별 활동이 교류되어 다각도의 소통·협업모델이 창안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문화적 활동’으로 확장
☆ living-LAB | “지역의 경험이 존중되고 따뜻한 사람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창출”
도구화되고 형식적인 홍보를 넘어, ‘지역’의 오랜 경험과 숨은 사례를 발굴하고 ‘사람’의 
생각과 지성을 등장시켜, 커뮤니티 담론을 창의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공유허브’ 구축
☆ Sharing Economy Platform | “협업과 집단지성에 기초한 공유경제 플랫폼”
관계상실의 시대, 익명의 도시에서 다각도의 소통·협력 활동과 다양한 사회자본의 축적·
순환을 지원함으로써 다채로운 ‘공유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생태계 형성 지원

2. 운영전략



조사연구 공유 장기전망

내
용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 
자료수집 : 기초자료 DB구
축을 통한 파트너 확보
☆기본연구 및 기획프로젝
트 : "혁신적 마을교육" 등
☆성과는 출판물로 기획하
여 홈페이지 공개 및 출판

☆홈페이지 운영 : 마을만들
기포털-이슈페이지
☆언론기능 수행 :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공동운영 :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공동사업화
☆독립출판 : 기획과 출판, 
배포

☆공동사업, 기획출판 등을 
통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로 발전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모형 구현

■ Communities Archives&Directory를 위한 워킹그룹의 제안

1. 개요
☆ 마을만들기 리서치
마을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협의회)의 워킹그룹으로서 마을만들기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
이빙과 관련된 사업실행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토양을 구현
지역의 마을만들기 보유자산을 집적하고, 연구기능 도입과 기술지원을 통해 시료화하여 
사회적 환원
☆ 재원조달구조 혁신
공공부문의 펀딩(국토부-서울시-지원센터-공익재단), 민간기부(소셜클라우딩), 회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유사시스템을 구축예정인 기관과의 협동사업 추진을 통한 
재원확보
☆ 자생적 운영구조 마련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문화예술형 등), 청년혁신기업 등을 통한 자금확보 및 전문인력 
확보, 법인격 취득을 통한 사업

2. 운영을 위한 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