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경기도의회 홍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ⅰ)
행정홍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ⅱ) 도의회 행정홍보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ⅲ)
국내 주요기관의 행정홍보 사례분석, ⅳ) 도의회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음
(행정홍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ⅰ) 행정홍보의 개념 및 필요성, ⅱ) 행정홍보의
유형, ⅲ) 행정홍보 전달매체의 변화추세, ⅳ)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도의회 행정홍보 실태와 문제점 분석) 구미디어(신문, TV･라디오 등) 및 뉴미디어
(SNS, 온라인 영상미디어) 관점에서 도의회 행정홍보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국내 주요기관 사례분석) ⅰ) 경기도 집행부, ⅱ) 서울시의회에 관하여 구미디어
및 뉴미디어 관점에서 기능･사무, 주요사업을 분석함
(도의회의 조직진단 및 홍보전략의 제시)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진단
을 통해 ⅰ) 행정홍보 조직 개편안과 인력 재분배안을 제시하고, ⅱ) 종합적으로
도의회의 홍보전략을 제시함

(행정홍보 조직의 재설계)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개편(안)은 ⅰ) 이
원화 안과 ⅱ) 일원화 안으로 나누어 제시함
(이원화 안)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ⅰ) 언론매체
중심의 조직과 ⅱ) 언론홍보 중심의 조직으로 분리함
- (언론홍보미디어담당관실) 매체를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여 ⅰ) 미디어 기획, ⅱ) 영상미디
어, ⅲ) 소셜 미디어 등 3팀을 설치함
- (언론홍보콘텐츠담당관실) 언론홍보 기능을 중심으로 ⅰ) 콘텐츠 기획, ⅱ) 홍보전략, ⅲ)
여론조사 등 3팀을 설치함

(일원화 안) ⅰ)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되, ⅱ) 현재의
조직구조에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의 1담당관 4팀 체제(언론팀, 홍보팀, 미디어팀, 방송팀)에서 1팀을 증설하여 1담당관
5팀 체제(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정보팀, 시설팀)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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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홍보 인력의 재배분)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인력 재배분(안)은 ⅰ)
이원화 기반 인력안과 ⅱ) 일원화 기반 인력안으로 나누어 제시함
(이원화 기반 인력안) 언론홍보미디어 담당관실은 16명, 언론홍보콘텐츠 담당관
실은 17명으로 총 33명으로 구성함
- (언론홍보미디어담당관실) 인력은 16명으로 배분하고, 언론팀 6명(담당관 포함), 영상미디
어팀 5명, 소셜 미디어팀 5명 등으로 재배분함
- (언론홍보콘텐츠담당관실) 인력은 17명으로 배분하고, 콘텐츠기획팀 7명(담당관 포함),
홍보전략팀 5명, 여론조사팀 5명 등으로 재배분함

(일원화 기반 인력안) 5개 팀으로 구성된 언론홍보당당관실은 총 33명으로 구성함
- 언론팀 11명, 홍보팀 9명, 뉴미디어팀 6명, 정보팀 4명, 시설팀 4명을 재배분함

(도의회의 홍보전략) ⅰ) 신문･TV･라디오 등 구미디어 홍보전략과 ⅱ) SNS･
온라인 영상미디어 등 뉴미디어 홍보전략으로 나누어서 제시함
(구미디어 홍보전략) ⅰ) 신문･잡지, ⅱ) TV･라디오, ⅲ) 옥외 광고, ⅳ) 인터넷으
로 나누어 제시함
- (신문･잡지)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하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의회 홍보 보도자료
및 신문 기고 공모전’을 개최해야 함
- (TV･라디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행정홍보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민
들의 도의회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함
- (인터넷) 도민 맞춤형 홍보를 위해 ⅰ) 스마트 TV, ⅱ) 핸드폰, ⅲ) 태블릿 PC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 동영상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뉴미디어 홍보전략) ⅰ)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ⅱ) 온라인 영
상미디어(유튜브 등)로 나누어 제시함
- (SNS) ⅰ) 도의회의 대표 캐릭터 ‘소원이’의 활용을 확대하고, ⅱ) 홍보콘텐츠는 연속된
짧은 이미지 및 동영상에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업로드해야 함
- (온라인 영상미디어)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가 선정하고, 콘텐츠
전달방식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음
키워드 도의회, 행정홍보, 구미디어,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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