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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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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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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SNS 및 유튜브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 이용자 규모는 약 43억 명이며,
전 세계의 소셜 미디어 평균 이용률은 53.8%임(DMC Report, 2021)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순위는 페이스북(약
28억 명), 유튜브(약 23억 명), 인스타그램(약 13억 명)임((DMC Report, 2021)

주요 선진국들은 SNS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SNS를 통하여 국민(주민)들과의 주요 소통채널로 활용함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최초로 ‘Stay Connected’라는 SNS를 통해
정책정보와 주요 현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참여에 대한 세심한 피드백을
제공함
프랑스 파리의 경우, 텍스트 중심의 트위터 대신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사진 등을 업로드하면서, 2021년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인스타 팔로워 수(약 29만 명)를 기록함

IT 강대국인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인구의 87.3%인 약 4,520만 명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음(DMC Report, 2021)
2021년 월간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순방문자 수는 유튜브(3,764만 명), 네이버
밴드(1,965만 명), 인스타그램(1,895만 명) 순임(DMC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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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SNS를 통한 대국민(대주민)
소통을 활성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 다양
한 SNS를 통해 국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Youtube)를 통해 업로드하여 적극적으로 행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신문･TV로 대표되는 구미디어의 경우, 뉴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장년층 대상으로 행정홍보 기능은
여전히 중요함(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중장년층을 타겟팅
한 정책들을 구미디어에 홍보함
그리고 전통적인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과 모바일 신문을 통한 행정
홍보 경로를 확대하고 있음

이와 같은 뉴미디어와 구미디어 행정홍보 환경 하에서, 경기도의회는 중앙집권
적 언론구조와 공중파 방송 여건이 열악하여 도의회의 정책 및 의원 의정활동
이 도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특히, 도의회는 142명의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행정홍보를 수행할 뉴미디
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행정홍보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의원의 개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단지 도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어, 행정홍보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그 결과, 국회의원과 다르게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 홍보
되며, 도민들의 의정활동 인지도는 부족한 상태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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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도의회의 홍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의회는 ⅰ) 신문과 TV와
같은 구미디어와 ⅱ) SNS･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행정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도의회 홍보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의 행정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의회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미디어 및
뉴미디어 행정홍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ⅰ) 도의회 행정홍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ⅱ) 주요기관(도 집행
부와 서울시의회)의 행정홍보 사례분석, ⅲ) 도의회의 행정홍보의 기능･인력배
분 분석 등 조직진단을 수행함
이를 바탕으로, ⅰ) 도의회의 행정홍보 조직 재설계 및 인력배분(안)과, ⅱ) 미디
어별 도의회의 효율적인 홍보전략을 제시하였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분석을 통해 행정홍보 이론을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주요기관의 행정홍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
당관실을 조직진단함
도의회와 도 집행부 및 서울시의회의 행정홍보의 기능․사무, 주요사업 비교분석
을 통하여, 도의회 행정홍보 조직의 재설계 및 인력배분(안)과 행정홍보 전략
제시함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1년 현재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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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범위는 ⅰ) 행정홍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설정, ⅱ) 도의회의
행정홍보 실태와 문제점 분석, ⅲ) 주요 기관의 행정홍보 사례분석, ⅳ) 도의회의
조직진단, ⅴ) 도의회의 효율적인 행정홍보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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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홍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설정
1. 행정홍보의 개념

신호창(1999)은 행정홍보를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정의함
행정홍보는 정책 수혜자가 직･간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정책의 방향 설정에서부터 참여가 이뤄져야 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두원(2005)은 행정홍보는 민주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며, 대중들
의 동의와 참여의 순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호교류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
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안에 따라서 다수의 갈등 집단들이 발생될 때, 정부는
정책수행에 있어서 갈등 당사자 및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최대한 이해를 얻어
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김대희 외(2010)는 행정홍보란 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ⅱ)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ⅲ)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함
행정홍보는 정책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시책과 홍보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시책을 투명하고 자세히 알려 평소 주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김정숙 외(2019)는 행정홍보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ⅰ)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ⅱ) 국민(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유도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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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홍보는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언급함

경기도(2019)는 행정홍보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주민에게 투명하
게 알리고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함
즉, 대부분 공공기관은 주민들에게 기관의 정책을 알리며, 이를 통해 주민 여론
을 수렴함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하는 활동을 행정홍보라
할 수 있음(경기도,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홍보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정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정책
의 성공을 이끄는 활동이라고 정의함

2. 행정홍보의 필요성

행정홍보는 ‘여론 청취의 기능’과 ‘홍보의 기능’을 포함하며,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의를 반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음(최일도 외, 2012)
행정홍보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
기보다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의를 광범하게 흡수하고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우선, 행정홍보는 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지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함
행정홍보는 정책과 관련된 투표에서 현명한 결정을 취하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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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받게 하며, 그리고 공중의 알권리에 부응
함(신호창 외, 2011)

둘째, 행정홍보는 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필요함
자치단체와 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정보를 전
달하고, 진실을 알리며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짐

셋째, 행정홍보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양적팽창과 대중과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함(이춘자, 2007)
현대행정의 특징은 양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그 규모는 대기업을 능가하고 있으
며,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를 필수적인 요소임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으므로, 매체를 통한
정책홍보는 필수적임

넷째, 행정홍보는 주민들에게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킬
수 있음
행정홍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주민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정책에 관한 관심을 유도시킬 수 있음

다섯째, 행정홍보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및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음(경기도,
2019)
모든 정책이 모든 주민을 똑같이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소외된 집단 간의 격차와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화합을 도모함

여섯째, 행정홍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음(경기도,
2019)
각종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정책에 대해 불신할 우려가 있음
제2장 행정홍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설정∣11

이러한 편견과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정책의 시행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과 편의를 주는지, 어떻게 공익에 부합되는지를 홍보함으로써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음

3. 행정홍보의 유형

행정홍보는 ⅰ) 종이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구미디어 행정홍보와
ⅱ) 소셜네트워크(SNS), 유튜브(Youtube)를 통한 뉴미디어 행정홍보로 유형
을 분류할 수 있음

1) 구미디어 행정홍보

(1) 종이신문

(개념) 종이신문은 취재와 기사 작성 등의 전문성이 있는 기자들이 취재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신력 있으며, 취재 내용의 구성에서 탁월함(김찬동,
2011)
(발달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신문은 1883년 10월 창간된 한성순보이며,
한성순보는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 발간되어 국민들의 개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간됨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종이신문은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이며, 독립신문은 국
민의 민중계몽과 자주독립사상 확립을 위하여 발간됨

1910년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신문은 강제 폐간당하였으며,
1920년 일제의 문화통치로 인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회유책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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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하고 모든 신문은 폐간됨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된 후, 미군정은 언론의 자유를 약속하며 신문 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신문 발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언론인 및 신문사에 대한 테러로 인한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군정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

이승만 정부는 신문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허가제를 유지하였으나,
4･19 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등록제로 변경됨
박정희 정부의 “언론기관의 일제정비” 및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통하여
각 도에는 1개의 일간지만 남기고, 서울에는 조간과 석간신문 각각 3개만 발행함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언론 자율화 정책’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발행과 편집권 보장’으로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등록이 자유로워짐
자율화 이전인 1987년에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32개였으나, 1994
년 6월 118개로 86개 신문이 늘어남

2000년 인터넷의 발달과 2010년 스마트폰 발달로 인하여 점차 종이신문의
선호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19년 전국 종이신문 사업체 수는 1,450개(34.1%), 전국 인터넷신문 사업체
수는 2,796개(65.9%)로 인터넷신문 사업체 수가 종이신문 사업체 수를 압도함

(특징) 신문의 장점은 ⅰ) 수용자층이 매우 넓고, ⅱ) 폭넓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ⅲ) 매일 발행되어 제작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함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신문사의 관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시점을 제공하며, 심층
조사 및 탐색 보도를 통하여 심층적 정보를 전달함

신문의 단점은 ⅰ) 주요 구독자층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으며, ⅱ) 종이신문
구독자층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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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표적 소비자의 선별성이 높지 않음

(2) 텔레비전

(개념) TV는 신문과 다르게 영상과 음성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이 쉽게 시청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음(김찬동, 2011)
(발달과정) 1956년 5월에는 TV 방송국인 HLKZ가 일반에 설립되어 텔레비전
시대가 열림
그리고 1959년에는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국인 부산방송국(MBC)이 설립되어
국영체제 속에서 민간상업 방송이 시작됨

1960~1970년대 국영TV 방송국과 민영TV 방송국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개국
하면서, TV 방송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됨
1961년 12월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現 한국방송공사)이 개국하면서 본격적
으로 TV 방송이 시작됨
민영방송인 동양방송(TBC : 1964), 문화방송(MBC 1969년)이 차례로 개국함
- ⅰ) MBC가 부산, 대구(영남TV), 광주(호남TV)에, ⅱ) KBS가 부산 등에 지역 방송국을
개국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1980년대 이후 전면 컬러TV 방송이 실시되고, 다채널・뉴미디어 시대로 진입
하면서 TV 방송은 대중매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
19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 정책으로 동양방송이 KBS에 통합되고, MBC의 주
식 상당분을 KBS가 인수함으로써, KBS 중심의 공영방송 체제로 재정비됨

1981년 TV 수상기 보급이 80%를 넘어서고 컬러TV 방송이 전면 실시됨
또한, 교육방송(1990), 서울방송(SBS, 1991), 케이블TV(1995) 등이 등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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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채널․뉴미디어 시대로 본격 돌입함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한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해, TV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징) TV의 장점은 ⅰ) 대다수의 가구가 보유를 통한 광범위한 행정홍보,
ⅱ) 시청각을 이용한 효과적인 행정홍보, ⅱ) 세분화된 수용자 대상의 행정홍보
가 가능함
긴급 정책홍보가 필요할 시, TV를 통한 빠른 전달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전(全)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홍보에 용이함

TV의 단점은 ⅰ) 높은 제작비용, ⅱ) 리모콘에 의한 행정홍보 회피 현상 등이
있음
TV는 뉴미디어의 쌍방향 정책홍보와 다르게 국민(주민)들에게 일방향으로 정보
를 전달하며, TV 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정책홍보 범위가 한정됨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념)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들에게 일방향성의 정책정보를 제공하며, 방문
자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함(문화체육관광부, 2014)
(발달과정) 1996년 미국 국방성이 군사 목적으로 UCLA･스탠포드 대학 등이
보유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개발된 인터넷은 1996년 1,600만
명, 2010년 18억 명, 2020년 4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57%가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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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 백만 명)

자료 : STATISTA 홈페이지. “https://www.statista.com”.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는 2010년 3,701만 명(77.8%), 2020년
4,681만 명(91.9%)으로 약 27% 상승하였음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 및 전 세계 정부 광고(정책홍보)의 중요성
을 제고시켰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함

[그림 2-2]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 천 명)

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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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인터넷 홈페이지의 장점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 입장과 세세한 정책정
보를 제공함
① 인터넷 홈페이지는 TV와 마찬가지로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을 통하여, 하루
24시간 내내 전국의 모든 지역에 정책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② 인터넷 홈페이지는 TV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과
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
② 인터넷 홈페이지는 종이신문, TV, 라디오 등 기존 매체보다 더욱 행정홍보 비용
이 저렴함

인터넷 홈페이지의 단점은 텔레비전과 다르게, 다수의 주민에 대한 행정홍보의
침투성이 떨어짐
즉,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포털을 중심으로 방문
할 뿐, 정책을 온라인상으로 직접 홍보하는 부처 및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머무
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2) 뉴미디어 행정홍보

(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개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뉴스피
드에 노출되는 광고로서, 게시물 참여광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홍보가 가능함(경기도, 2019)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SNS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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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SNS 이용자는 약 34억 명에서 2020년 2분기 역 약 38억 명으로
약 4억 명 증가함

[그림 2-3] 2020년 전 세계 SNS 이용자 수 추이
단위 : %

자료 : DMC REPORT(2020). 2020 소셜 미디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의 대중화로
SNS 가입자가 3,5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국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네이버의 밴드가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의 순임

[그림 2-4] 국내 SNS 플랫폼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자료 : DMC REPORT(2020). 2020 소셜 미디어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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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적으로 SNS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에서도 SNS를 주민과의 주요 소통 채널로 인식･활용할 필요가 있음
영국은 세계 왕실 역사상 최초로 SNS를 도입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백악관 홈페이지에 SNS를 연계하여 운영 중임
- 이들 국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SNS를 지역주민과의 주요 소통방
안으로 도입 및 활용 중임

(특징)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행정홍보의 장점은 ⅰ) 쌍방향 소통과 동시에
쉬운 정보 전달력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하며, ⅱ)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 소통기능 향상과 강력한 온라인 이해집단 후
견 등을 통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민과 정부의 일대일 관계
맺기를 통해 정책현안을 해결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행정홍보의 단점은 세세한 행정홍보를 할 수 없어 행정홍
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행정홍보의 담당 공무원의 경우, 긴급민원･사안이 올라오
면 바로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24시간 운영되는 만큼 이들
의 불만이 초래될 수 있음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개념)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공공인터
넷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
함(강병준, 2020)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케이블TV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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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TV(IPTV) 또는 위성방송이 아닌 지상파TV 방송사, 케이블TV 사업자, 통신
회사나 인터넷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ⅰ) 온라인 동영상 전문, ⅱ) 방송사업자, ⅲ) 포털사이
트, ⅳ)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 5가지로 분류됨(주성희, 2017)
①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들은 윈도우나 맥OS, 모바일 버전의 자체 플레이어를 가지
고 있거나 개인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
며,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자유로움. 국내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이
있음
② 방송사업자 주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지상파나 유선방송 사업자가 방송을
위하여 제작․편성한 콘텐츠를 인터넷으로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푹, 티빙, 에브리
온TV가 이에 해당함
③ 포털사이트 동영상 서비스는 ⅰ) 온라인 동영상 전문 서비스, ⅱ) 방송사업자
등이 만든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하는 서비스
를 의미하여, 국내에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이 있음
④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주로 공유를 목적으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구독하거나 공
유할 수 있는 서비스임. 현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 기업의 서비스가 해당함

[표 2-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
구분
온라인 동영상 전문
방송사업자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서비스

해당 서비스
판도라TV, 곰TV, 아프리카TV, YouTube
Wave, Tving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료 : 주성희･심홍진･김청희(2017).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달과정) 초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주로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
스의 범위를 벗어난 인터넷 전용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하였음(배병환, 2012)
즉,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기존의 유료 방송에서 부족했던 VOD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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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보완하거나, 비디오 또는 DVD 대여 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을 의미하였음
(주성희, 2017)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점차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로 발전함(배기형, 2015)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 대형 포털,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업계의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상황임(Team NTVX, 2016)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콘텐츠 제작비용과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 1인 제작자로 불리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Network: MCN)가 급격히 증가함

(특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행정홍보의 장점은 ⅰ) 동영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쉽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으며 ⅱ) SNS와 같이 쌍방향 소통과
동시에 쉬운 정보 전달력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영상 및 음성자료를 사용하여, 주민
들에게 쉽게 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휴대폰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보급률
이 높아 접근성이 매우 높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행정홍보의 단점은 정보격차로 인한, 고령층
세대의 행정홍보가 부족할 수 있음
고령층의 경우, 타 세대와 비교하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아, 행정홍보에 대한 디지털 정보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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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홍보 전달매체의 변화추세
1) 구미디어 행정홍보

(1) 종이신문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었다는 비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임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1년부터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2-5] 주요 경로별 신문기사 이용률 추이
(단위 : %)

주 : 요즘은 종이신문 이외에도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아래
방법으로 신문기사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종이신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열독률 및 열독시간이 매우 높아짐
60대 이상 그룹은 20대 그룹에 비해 열독률과 열독시간은 각각 15.8%p,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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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높게 나타남

[그림 2-6] 연령대별 종이신문 열독률 및 열독시간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종이신문을 하루 평균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요즘은 종이신문 이외에도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아래
방법으로 신문기사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2) 텔레비전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2012년 82.4%에서 2020년 68.4%
로 약 14%p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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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매일 이용하는 비율 추이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셨습니까?(TV 수상기)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TV 프로그램 이용률과
이용시간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TV 프로그램의 이용률은 20대 82.9%, 60대 이상은 99.4%로 약 16.7%p 차이
가 나타나며, 하루평균 이용시간도 20대 88.1분, 60대 이상 218.6분으로 약
130분(2시간 10분)간 차이가 나타남

[그림 2-8] 연령대별 TV 프로그램 이용률 및 하루평균이용 시간
(단위 : %, 분)

주 : 지난 1주일 동안 TV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셨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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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홈페이지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
하였음
다만, 2013년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 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
하였지만. ⅱ) PC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하락하였음

[그림 2-9] 인터넷 이용률 추이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스마트폰/태블릿 PC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기기로
보셨는지 해당되는 기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응답)
지난 1주일 동안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등)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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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고연령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은 감소함
PC인터넷의 경우, 20대~50까지 이용률이 약 90% 이상이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약 60%로 약 30%p가 하락함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20대~40까지 이용률이 약 50% 이상이지만. 50대 이상
의 경우, 약 30%대로 하락함

[그림 2-10]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스마트폰/태블릿 PC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기기로
보셨는지 해당되는 기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2) 뉴미디어 행정홍보

(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뉴스피드에
노출되는 광고로서, 게시물 참여 광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홍보
가 가능함(경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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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행정홍보의 장점은 ⅰ) 쌍방향 소통과 동시에 쉬운 정보
전달력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하며, ⅱ)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행정홍보의 단점은 세세한 행정홍보를 할 수 없어 행정홍
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현황)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SNS) 이용률은 5년간
평균 50% 이상을 차지함
다만, 2013년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 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
하였지만. ⅱ) PC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하락하였음

[그림 2-11] SNS 이용률 추이
(단위 : %)

주 :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SNS를 이용하셨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연령대별 SNS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률과 평균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률 차이가 68.5%포인트로 나타나는 등 연령대별 차이
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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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주 :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SNS를 이용하셨습니까? / 지난 1주일 동안 SNS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연령대별로 SNS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임
연령대별로 상위 3개 사 SNS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는 페이스북, 30대는
인스타그램, 40대 이상은 네이버 밴드를 사용함

[그림 2-13] 연령대별 SNS별 이용률(상위 3개 사)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SNS를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했던 SNS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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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 33.6%, 2019년 47.1%, 2020년 66.2%로 약 3년간 32.6%p(약 2배)
증가하였음

[그림 2-1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 추이
(단위 : %)

주 :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셨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연령대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률
과 평균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률(평균 이용 빈도) 차이가 36.7%p(3.1일)로 나타나는
등 연령대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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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연령대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 평균 이용 빈도
(단위 : %, 일)

주 :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셨습니까?
지난 1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b유튜브가 98.2%로 압도적임
그 외에 네이버TV, 넷플릭스, 아프리카TV 등이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의 서비
스가 압도적임

[그림 2-16] 연령대별 SNS별 이용률(상위 3개 사)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했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름
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복수응답).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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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인 행정홍보 전달매체의 변화추세

구미디어(종이신문)는 점차 이용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뉴미디어(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 : 유튜브)는 점차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PC 인터넷 이용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디지털 디바이스의 중심은 모바일로 재편 중임
그리고 모바일 기기와 함께 등장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경우
약 50% 이용률을 유지함

[그림 2-17] 매체 이용률 추이
(단위 : %)

주 : 지난 1주일 동안 00를 이용하셨습니까?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이에 따라, 세대별로 선호하는 행정홍보 전략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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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30대의 경우, 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유튜브 등)과 ⅱ)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핵심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행정홍보 클립 영상을 게시할 필요
가 있음
② 40~50대의 경우, ⅰ)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정홍보, ⅱ) SNS(네이버 밴드)을 통한 행정홍보 광고를 통하여 간략한
행정홍보를 필요가 있음
③ 60대 이상의 경우, 종이 신문과 모바일 신문을 통하여 기존의 행정홍보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선행연구의 검토

박명호 외(1996)는 “효과적인 경제정책 홍보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경제
행정홍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리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제 행정홍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경제 행정홍보의 방향을 제시함

이승희(2007)는 “도민 체감도 증진을 위한 행정홍보 강화방안 연구”에서, 경
상북도민에 대한 행정홍보 실태와 체감도 분석에 따른 행정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함
경상북도의 ⅰ) 행정홍보 전략, ⅱ) 행정홍보 기능 및 사무 재배분, ⅲ) 인력 및
예산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김찬동 외(2011)는 “서울시 행정홍보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서울시
행정홍보 현황 및 언론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 대상과 언론매체의 특성
에 따른 행정홍보 방안을 제시함
서울시 행정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ⅰ)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ⅱ)
세분화된 그룹의 선호 매체의 특성에 따른 행정홍보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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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행정홍보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주요 내용

박명호 외
(1996)

Ÿ 우리나라 경제 행정홍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Ÿ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제 행정홍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경제 행정홍보의 방향을 제시함

이승희
(2007)

Ÿ 경상북도민에 대한 행정홍보 실태와 체감도 분석에 따른 행정홍보 강화방
안을 제시함
Ÿ 경상북도의 ⅰ) 행정홍보 전략, ⅱ) 행정홍보 기능 및 사무 재배분, ⅲ)
인력 및 예산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김찬동 외
(2011)

Ÿ 서울시 행정홍보 현황 및 언론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 대상과 언론
매체의 특성에 따른 행정홍보 방안을 제시함
Ÿ 서울시 행정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ⅰ)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ⅱ) 세분화된 그룹의 선호 매체의 특성에 따른 행정홍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이와 같은 행정홍보 관련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와 상이한
연구임
기존의 행정홍보 관련 선행연구들은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의 집행부를 대상으
로 행정홍보 전략을 연구했고, 본 연구는 경기도의 의회를 대상으로 행정홍보
전략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그리고 연구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행정홍보 관련 연구는 이승희
(2007)의 연구임
본 연구는 이승희 외(2007)의 연구내용 중에서 ‘행정홍보 기능 및 사무재배분,
인력 및 예산 강화, 행정홍보 전략’ 측면에서 다소 유사함

그러나, 본 연구는 도의회의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등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구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홍보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행정홍보 전략 연구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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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의회 행정홍보의 실태와 문제점
1.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의 실태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언론홍보담당관실
은 ⅰ) 언론팀, ⅱ) 미디어팀, ⅲ) 홍보팀, ⅳ) 방송팀으로 구성됨
① 언론팀의 주요 기능은 ⅰ) 의정현안 및 시책홍보, ⅱ) 방송을 이용한 의정홍보,
ⅲ) 생활밀착형 영상매체 홍보(옥외 광고 등) 등으로 구성됨
② 미디어팀의 주요 기능은 ⅰ) SNS 홍보매체 운영, ⅱ) 소셜TV 영상매체 운영,
ⅲ)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발행 등으로 구성됨
③ 홍보팀의 주요기능은 ⅰ) 의회 홈페이지 운영, ⅱ) 의회도서관 운영, ⅲ) 경기도의
회 홍보대사를 활용한 의정홍보, ⅳ)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 ⅴ) 신청사 경기
마루 건립 등으로 구성됨
④ 방송팀의 주요기능은 ⅰ)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ⅱ) 신청사 상임위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됨

[그림 3-1]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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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인력은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언론팀 12명, 미디어팀 8명, 홍보팀 8명, 방송팀 6명, 총괄 1명으로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인력현황
합계

총괄

언론팀

미디어팀

홍보팀

방송팀

35명

1명

12명

8명

8명

6명

자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https://www.ggc.go.kr”.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사무를 ⅰ) 구미디어(신문, TV･라
디오, 옥외 광고, 인터넷), ⅱ) 뉴미디어(SNS, 온라인 동영상 매체)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사무 중, ⅰ) 사진 및 영상 촬영, ⅱ) 방송시스템
관리, ⅲ) 의회 도서관 관리･운영 등은 기타 사무로 분석함

1) 구미디어 사무

(1) 신문･잡지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신문･잡지 매체의 경우, ⅰ) 의정보도자료 작성, ⅱ) 언론
사(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 관리 및 홍보 등이 주요사무로 구성됨
그리고 의정백서와 의정홍보 만화를 비롯한 의회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며, 뉴스
저작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뉴스 아키이브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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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홍보의 신문(잡지) 매체 관련 사무
구분

단위 사무

1

뉴스 저작물 프로그램 관리

2

뉴스통신 수수료 지급(연합뉴스 등 6개사 뉴스통신 수수료 지급)

3

보도자료 및 의원 사진 제공

4

브리핑룸 운영

5

언론 대응 및 요청자료 제공

6

언론사 창간 축사 작성

7

언론사(지방, 지역신문) 관리

8

의장 인터뷰(대면 및 서면) 자료 작성 및 배석

9

의장 보도자료 작성

10

의정뉴스 제작

11

의정홍보 만화 제작(조례만화-영상 포함)

12

의회 보도자료 검수

13

의회 보도자료 배포현황 등의 데이터 관리

14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발행(웹진･점자책 포함)

15

인터넷 신문 관리

16

지방지 신문 홍보

17

지역지 주간신문

18

출입기자 현황 관리

19

홍보물 및 현황물 제작

자료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실 조직진단 자료(2021).

(사업운영 현황) ⅰ)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ⅱ) 주요 현안의
행정홍보를 위하여 신문･잡지 등을 통하여 의정 현안을 홍보함
신문의 경우, 지방지(36개 사), 지역지(117개 사), 인터넷 신문 등은 각각
18,274건, 8,366건, 130,817건의 의정 현안을 홍보하였음

[표 3-3] 언론사 의정홍보 보도실적(2020년)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보도건수

157,430

18,247

8,366

130,817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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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라디오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TV･라디오 매체의 경우, ⅰ)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매
체 홍보, ⅱ) 라디오 방송매체 홍보 등의 사무로 구성됨
ⅰ) 지상파 방송매체 홍보의 경우 의회 영상 이미지를 홍보 및 ⅱ) 라디오 방송매
체 홍보의 경우 의회 캠페인 홍보를 담당함

[표 3-4]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홍보의 TV･라디오 매체 관련 사무
구분
1
2
3

단위 사무
지상파 방송매체 홍보
케이블TV 방송매체 홍보
라디오 방송매체 홍보

자료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실 조직진단 자료(2021).

(사업 운영현황) ’21년 1월~12월에 의회 비전, 자치분권 캠페인 등에 관하여,
TV(OBS, 케이블TV 등 ), 라디오(경인방송, CBS, YTN 등)를 통하여 행정 홍보함
TV의 경우, OBS(199명)와 케이블TV(99명)1)를 통해 총 288명의 의원인터뷰를
추진하였으며, 라디오의 경우 경인방송･YTN･CBS 등의 채널을 통해 의원인터
뷰 105회를 추진함

[그림 3-2] 2020년 TV･라디오를 통한 행정홍보
코로나 예방

민생경제 긴급 지원

디딤돌 의회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1) 케이블 TV : SKB 40명, 딜라이브 20명, LG헬로비전 33명, 아름방송 6명의 의원인터뷰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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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광고

(기능 및 사무 현황) 옥외광고의 경우, ⅰ) G버스 TV 홍보, G버스 외부광고,
ⅱ) 전철 및 공항철도 홍보 집행, ⅱ) 전광판 등 생활미디어 홍보 등이 주요사무
로 구성됨
공항철도 홍보는 공항철도 내 도의회 영상을 광고하는 사무이며, 전광판 등 생활
미디어 홍보는 주거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등의 의정홍보 광고의뢰 및 광고비
지출을 하는 사무임

[표 3-5]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홍보의 옥외 광고 관련 사무
구분
1
2
3
4
5

단위 사무
G버스 TV 홍보, G버스 외부광고
전철 영상홍보
지역송출 홍보
공항철도 홍보 집행
전광판 등 생활미디어 홍보(미디어 영상홍보)

자료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실 조직진단 자료(2021).

(사업 운영현황)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하는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ⅰ) G버스 TV홍보, ⅱ) 전철 영상홍보, ⅲ) 지역송출 홍보
등을 추진함
G 버스 TV의 경우, 약 8개월간 버스 8,000대를 대상으로 자막홍보를 추진함
전철의 경우, 약 10개월간 7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의회 영상홍보를 추진하였으
며, 공항철도의 경우, 약 11개월간 공항철도 모니터 66대를 대상으로 도의회
영상홍보를 추진함
사당역 환승구역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 4곳의 LED 전광판을 통해, 10개월간
자막홍보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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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전의 경우 약 10개월간 공공 모니터 시설을 통해 도의회를 행정홍보하였
으며, 미디어 홍보의 경우, 권역별 아파트 미디어 보드를 통해 행정홍보를 추진함

[그림 3-3] 옥외광고를 통한 행정홍보 사례
코로나 예방 홍보

제10대 후반기 의회홍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홍보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4)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및 사무 현황) 인터넷의 경우, 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 ⅱ) 인터넷
배너 홍보 집행으로 주요 사무가 구성됨
경기도 의회 홈페이지 운영의 경우, 의회홈페이지(https://www.ggc.go.kr)를
통한 의정뉴스 및 홍보자료 제공, 도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무임
인터넷 배너 홍보 집행은 다양한 언론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도의회
영상 이미지광고를 홍보하는 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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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홍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사무
구분
1
2

단위 사무
의회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배너 홍보 집행

자료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실 조직진단 자료(2021).

(사업 운영현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소통하는 의회 구현 및 효과적인 의정활
동 홍보를 추진 중임
’21년 12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완료를 추진 중임
- (디자인･모바일 향상) 디자인 개선 및 매체(스마트폰, 태블릿 등)별 호환 최적화
- (서브사이트 구축) 지역상담소, 전자･영상회의록, 의안 정보 등 세분화
- (관리시스템 개선) 콘텐츠 생산관리 등 운영기능 향상
- 의회 홈페이지 고도화에 따른 안정화 필요

[표 3-7] 연도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간누계

4,557,666

5,131,222

8,217,131

9,024,824

7,488,336

일일평균

12,486

14,058

22,513

24,726

21,153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인터넷 홍보의 경우, 240개 사에 연간 2회 홍보, 인터넷 배너의 경우 110개
사에 매월 홍보를 추진함

2) 뉴미디어 사무

(1)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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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사무 현황)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매체의 경우, SNS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자료 콘텐츠 제작 및 채널을 운영하는 사무로 구성됨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통해 배포될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채널을 운영함
[표 3-8]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홍보의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관련 사무
구분
1

단위 사무
SNS 홍보매체 운영(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자료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실 조직진단 자료(2021).

(사업 운영현황) 경기도의회 대표 ⅰ) SNS매체 콘텐츠 제작･운영, ⅱ) SNS캐
릭터 이모티콘 제작･등록, ⅲ) SNS영상 및 SNS서포터즈 운영 및 이벤트
제작 등을 통해 의회 이미지를 홍보함
경기도의회 대표 SNS매체2)를 제작･운영(매체별 월 35건 이상)하며, 최신 트랜
드를 반영한 특화 콘텐츠(포토툰 등) 등도3) 제작함
- 2020년 SNS 콘텐츠 기획･제작은 2,559건이며,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는 각각 480만명, 4만명, 4천명 순임

[표 3-9] 경기도의회 대표 SNS 유형별 팔로워 수
(단위 : 명)

블로그
(순방문자 수)
4,842,422

페이스북
(좋아요 수)
40,085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4,684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의회 SNS 캐릭터 “소원이” 이모티콘 제작 및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콘텐츠
80건을 제작함
2) 경기도의회 대표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토리채널, 카카오톡채널, 트위터 등으로 분류됨.
3) 특화 콘텐츠는 포토툰(2건), 인포그래픽(3건), SNS영상(15건), 온라인 이벤트(15건) 등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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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NS 통한 행정홍보 사례
포토툰

경기도의회 캐릭터 “소원이”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2) 온라인 영상서비스의 경우

(기능 및 사무 현황) 온라인 영상서비스의 경우, ⅰ) 소셜TV 영상매체 운영,
ⅱ) 소셜TV 라이브회의를 운영하는 사무로 구성됨
소셜TV 영상매체 운영사무의 경우, ① 소셜TV 영상매체의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② 도민정책제안 영상 제작, ③ 웹드라마 제작 등으로 구성됨
소셜TV 라이브회의의 경우, 경기도의회의 실시간 기자회견, 정책포럼, 정책토
론회 등을 유튜브로 생방송하는 사무임

[표 3-10]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홍보의 온라인 영상매체 관련 사무
구분
1
2
3
4

소셜TV
소셜TV
소셜TV
소셜TV

단위 사무
영상매체(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영상매체(도민정책제안 영상 제작)
영상매체(웹드라마 제작)
라이브의회(유튜브 생방송)

자료 : 경기도의회 언론홍보실 조직진단 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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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현황) ⅰ) 영상 콘텐츠 제작운영, ⅱ) 기획영상 제작, ⅲ) 웹드라마
제작, ⅳ) 소셜방송 LIVE의회 운영 등을 통해 의회 이미지를 홍보함
의정활동, 조례, 도정질문, 소그룹토론 등 의정활동 및 주요소식 영상 제작(120편)
도 및 31개 시군 현안 및 교육정책 토론회 인터넷 생방송 120회 추진
- 코로나19로 비대면 유튜브 생방송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함으로써 선제적 운영

도민이 제안하는 정책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영상 140편을 제작하였으며, 의회
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웹드라마 15편을 제작함

[그림 3-5] 온라인 동영상 매체를 통한 행정홍보 사례
도정질문

정책토론 대축제

자료 : 경기도의회 업무보고(2021).

2.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의 문제점

1) 경기도의회 SNS 및 유튜브의 관심도 부족

46∣효율적인 경기도의회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웹드라마

경기도의회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팔로워 수 및 온라인 동영상 매체의
구독자 수는 부족한 상황임
SNS의 경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1만 명 수준이며, 온라인 영상매체의
경우,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4.9천명 수준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행정홍보 파급
력이 부족한 상황임

[표 3-11] 경기도의회 대표 SNS 및 온라인 영상매체 현황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페이스북
(좋아요 수)

유튜브
(구독자 수)

약 1만명

43,610명

4,910명

자료 : 현재 SNS 어플리케이션 접속.

10대부터 30대까지 주로 사용하는 SNS 및 온라인 영상매체에서의 경기도의
회의 행정홍보는 부족한 상황임
(경기도의회 인스타그램) 경기도의회 캐릭터 소원이를 통해 2~30대에게 적극적
으로 경기도를 홍보만 할 뿐, 도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콘텐츠가 없어
경기도의회만의 정체성이 부족함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경기도의회는 유튜브를 통하여 ⅰ) 경기도의회 의정뉴
스, ⅱ) 정책토론회 및 정책포럼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행정홍보 전달에만 집중
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이용자를 유인할 요소가 없음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SNS 및 온라인 영상매체별 행정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회 인스타그램) 경기도의회 조례에 대해 10컷 이내로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여, 이미지 중심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경기도의회는 ‘충주시 유튜브’를 참고하여, 1인 유튜
버 중심의 채널을 운영하여 ｢정보전달｣보다는 ｢재미･호기심｣을 불러 일으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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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행정홍보 인력의 태부족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회 행정홍보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영상 등을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매체의 급격한 발전
에 따른 영상매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특히, 뉴미디어의 경우ⅰ) 웹드라마 제작･홍보, ⅱ) 소셜TV 매체 운영･관리사
업의 담당 인력이 총 2명이어서 원활한 사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웹드라마 제작 시 ⅰ) 계약 체결 및 관리, ⅱ) 시나리오 검수, ⅲ) 제작 관리 및
지원, ⅳ) 홍보계획 수립 및 SNS 업로드, ⅴ) 보도자료 배포 등 촬영현장 지원
업무 등을 공무원 1명이 전담하여서 수행함

[그림 3-6]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현황(2020~2021)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5)

자료 : 경기도의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4) ‘사랑하면,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배경으로 젊은 도의원들의 좌충우돌 의정활동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임.
5) ‘정･이･로･운 의원생활’'은 경기도의회를 배경으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네 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 이후 모두
도의원이 되어 다시 만나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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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TV매체 운영의 경우, 웹드라마 제작의 사례와 유사하게 ⅰ) 계약 체결 및
관리, ⅱ) 콘텐츠기획･제작･출연･현장지원, ⅲ) 콘텐츠 홍보 및 광고, ⅳ) 매체
상시 관리 및 홍보 이슈 관리 업무 등을 공무원 1명이 전담하여서 수행함

[그림 3-7] 경기도의회 소셜TV 라이브의회 현황
경기도의회 소셜TV 라이브의회

자료 : 경기도의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ⅰ) 종합적인 행정홍보 관련 영상미디어 전문인력 부족, ⅱ) 채용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여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ⅰ) 뉴미디어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인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으며, ⅱ)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음
즉, 영상매체를 제작할 수 있는 PD, 사진과 영상 촬영 감독 작가 등 다양한 분야
의 인력 충원이 필요함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영상매체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 도민 간의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상시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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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의원 수 대비 행정홍보 인력의 부족

경기도의회의 경우, 단체장 중심의 집행부와 다르게 142명의 도의원을 각각
행정홍보를 해야 하므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전문인력은
총 3명이며, ⅲ) 본 회의실, 상임위원회실, 대･소회의실의 방송장비 관리인력은 총 1명임

의정활동 관련 사진 및 영상촬영 인력 1명당 약 47명의 의원을 담당해야 함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의 경우, 도지사 1명에 사진 및 영상촬영인력은 총 9명으
로 인력 1명당 약 0.1명 수준임
즉, 경기도 집행부는 도지사 1인 중심의 행정홍보 계획 및 사업을 실행하면 되지
만,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도의원 각각의 의정활동 및 조례(안) 발의 등에 관해
행정홍보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행정홍보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도의회 행정홍보를 위한 ⅰ) 사진촬영, ⅱ) 기록 제작 및 보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정홍보 지원인력이 필요함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관련 언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오보 요청을
할 인력 증원도 필요함

4)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정홍보의 한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개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단지 경기도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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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의 개인
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함

[표 3-12]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
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다르게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 홍보될 가능성이 큼
반면에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집행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치단
체장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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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여론조사 기능 부족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와 다르게 여론조사 기능이 부족하
여 신속한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임
경기도 집행부는 정책단계별 여론조사를 통하여 도정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함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ⅰ) 의정활동 및 도 조례에 대한 정책홍보 대상의 선택과
집중, ⅱ) 조례발의 대상의 효과적인 선정을 위하여 도민여론조사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표 3-13] 2021년 경기도 집행부의 여론조사 목록(’21년 10월 기준)
구분

여론조사 명

1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공익광고 홍보효과 조사

2

「24시간 노인상담 대표전화번호」 선정 도민투표

3

「경기도 제부마리나」 BI 선정 관련 온라인 투표

4

경기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설문조사

5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설문조사

6

2022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

7

2030 경기청년 취업 면접 관련 실태조사

8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온라인 도민투표

9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First」 온라인 도민평가

10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선정 도민투표

11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온라인 도민투표

12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설문조사

13

「제2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온라인 여론조사

14

「경기바다 인기명소」 선호도 조사

15

2021년 「경기도형 정책마켓」 온라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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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론조사 명

16

2021년(2020 회계연도) 재정공시 관련 특수공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17

2021년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18

경기도 하천･계곡 관련 도민 인식조사

19

2021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지역지원형･민관협치형) 온라인 도민투표

20

2021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도정참여형) 온라인 도민투표

21

2021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도민평가

22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의제 선호도 조사

23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광고 홍보효과 조사

24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25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자료 ;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 “https://survey.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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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기관의 행정홍보 사례분석
1. 경기도 집행부

1) 조직 및 인력

경기도 집행부 조직의 행정홍보 기능은 크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으로 분류
됨
대변인실은 ⅰ) 언론협력담당관과 ⅱ) 보도기획담당관으로 분류되며, 행정홍
보 중 언론보도기능에 초점을 맞춤
언론협력담당관은 ① 언론행정팀, ② 신문팀, ③ 방송팀, ④ 인터넷 언론팀으로
구성됨
- 언론행정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문사 등을 이용한 도정홍보, 언론홍보, 위원회 운영,
신문 구독 및 간행물 구매임
- 신문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언론사 도정 취재 지원, 언론브리핑･기자간담회, 도정 홍보
보도사진 제공임
- 방송팀은 방송을 이용한 도정 홍보, 경기GTV 운영 및 관리, 도정 홍보영상 촬영임
- 인터넷 언론팀은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도정 홍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도보 발행임

보도기획담당관은 ① 보도기획팀, ② 언론분석팀, ③ 메시지팀으로 구성됨
보도기획팀은 보도기획, 보도자료 작성･제공, 부정확 보도 대응자료 작성으로
구성됨
언론분석팀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 부정확 보도 대응, 보도통계 및 분
석 보고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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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팀은 도지사 인터뷰 작성, 도지사 메시지 작성, 도정현장 기록 관리 등으
로 구성됨

[그림 4-1] 경기도 대변인실의 조직도

자료 : 경기도 대변인실(2021). “2021년 주요업무보고”.

대변인실의 총 인력은 ’21년 3월 기준 총 70명이며, 언론협력담당관 48명,
보도기획담당관 22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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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경기도 대변일실 직원현황
(단위 : 명)
일반직
구분

총계

계

70
(31)

언론
협력
담당
관

48
(19)

보도
기획
담당
관

22
(12)

정원외

정원
현원

소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원

43

1

2

8

13

15

2

1

1

현원

40
(17)

1
(1)

2
(1)

8
(5)

12
(3)

14
(4)

2
(2)

1
(1)

-

정원

26

1

1

4

6

11

1

1

1

현원

24
(10)

1
(1)

정원

17

-

현원

16
(7)

-

전문
경력 소계
관

1

4
(2)

5
(1)

11
(4)

1
(1)

1
(1)

-

1

4

7

4

1

-

-

1
(1)

4
(3)

7
(2)

3

1
(1)

-

시간
선택
제

무기
계약

30
(14)

14
(14)

16

24
(9)

9
(9)

15

6
(5)

5
(5)

1

-

주 : ’21.01.31기준 / ()는 임기제.
자료 : 경기도 대변인실(2021). “2021년 주요업무보고”.

홍보기획관은 ⅰ) 홍보미디어담당관과, ⅱ)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행정홍보 중 미디어콘텐츠 홍보기능에 초점을 맞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① 미디어기획팀, ② 영상미디어팀, ③ 미디어운영팀, ④
소셜미디어팀으로 구성됨
- 미디어기획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광고 홍보제, 소통역량 강화 , 실국/시･군/공공기관
홍보협력으로 구성
- 영상미디어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소셜방송), 유튜브 운영, 도정
홍보, 영상 촬영으로 구성
- 미디어운영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홈페이지･뉴스포털 운영, 경기뉴스･광장 운영, 민간포
털 마케팅, 어린이신문 및 도정소식지 운영으로 구성
- 소셜미디어운영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SNS 운영. SNS 소통관. 카카오톡 홍보. 도민기
자단.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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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콘텐츠담당관은 ① 홍보콘텐츠기획팀, ② 홍보전략팀, ③ 홍보캠페인팀, ④
리서치팀, ⑤ 브랜드 개발 TF로 구성됨
- 홍보콘텐츠기획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홍보대사 운영, 옥외 미디어, 홍보물 심의로 구성
- 홍보전략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광고제작, 홍보기획회의, 해외홍보, 홍보컨설팅, 정책브
랜딩으로 구성
- 홍보캠페인팀의 주요 기능 및 사무는 홍보행사, 홍보책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홍보로 구성
- 리서치팀의 주요기능 및 사무는 현안조사 및 컨설팅, 공론화 조사, 만족도 조사, 온라인
여론조사로 구성
- 브랜드개발 TF의 주요기능 및 사무는 상징물 개발･관리, 도정 슬로건 활용･관리 등으로
구성

[그림 4-2] 경기도 홍보기획관의 조직도

자료 : 경기도 대변인실(2021). “2021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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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보기획관의 총 인력은 65명이며, 홍보미디어담당관 43명, 홍보콘텐
츠담당관은 22명임

[표 4-2] 경기도 홍보기획담당관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총현원

계

65
(30)

홍보미디어
담당관

43
(17)

홍보콘텐츠
담당관

22
(13)

일반직

정원외

정원
현원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50

1

2

10

18

17

1

1

현원

47
(22)

1

2
(1)

9
(5)

17
(6)

16
(8)

1
(1)

1
(1)

정원

26

1

1

4

10

8

1

1

현원

27
(11)

1

1

4
(1)

11
(3)

8
(5)

1
(1)

1
(1)

정원

24

-

1

6

8

9

-

-

현원

20
(11)

-

1
(1)

5
(4)

6
(3)

8
(3)

-

-

8급 9급 소계

시간 무기
선택 계약*

18
(8)

8
(8)

10

16
(6)

6
(6)

10

2
(2)

2
(2)

-

주 : ’21.01.31기준 / ()는 임기제
자료 : 경기도 대변인실(2021). “2021년 주요업무보고”.

2) 기능 및 사무

(1) 구미디어 사무

① 신문･잡지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ⅰ) 보도자료 작성, ⅱ) 언론보도 분석 및 모니터링, ⅲ)
중앙 및 지방기자실 운영, ⅳ) 언론공익광고 집행 등으로 구성됨
그리고 도보 및 도정홍보책자, 도정소식지(나의 경기도) 발행 및 운영하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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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무도 수행함

[표 4-3]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 기능 중 신문(잡지)매체 관련 사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단위 사무
경기뉴스광장 취재 및 편집
도보 관리
도정 홍보책자 제작
도정소식지(나의 경기도) 운영
도정홍보 사진촬영 및 취재 관리
보도자료 이력관리 및 DB 구축
보도자료 작성
어린이신문(내가 그린꿈) 운영
언론 취재 지원
언론공익광고 집행
언론공익광고(신문)
언론보도 분석 및 모니터링
언론보도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언론자문
정기간행물 등록
중앙기자실 운영
지방기자실 운영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주요사업 현황) ⅰ) 신문을 통한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였
으며, ⅱ)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ⅲ) 도정소식지 및 어린이 신문 발행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함
도정의 주요정책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각
부문별 주요시책을 집중 홍보함
-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총 1,117건을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총 38.3억이 소요됨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신문 28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함
-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확 보도의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
- 부정확･부정적 보도 발생 시, 담당 실･국과 대변인실 간 긴밀하게 협업하였으며,
강력한 대응 필요시 언론중재위 등을 통한 적극적 사후기능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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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기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절차

자료 : 경기도(2021). “2021년 대변인 업무계획”.

도정･생활정보을 제공하기 위한 소식지(월 4만 → 4만2천 부) 및 점자소식지를
발행(월335 → 345부)함
- ’20년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배부수 조정 및 개인 구독확대 추진
- 장애인･결혼이민자･노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적용

초등 4~6학년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담은 신문을 발행(연 4회, 회당 43만
→ 43만5천부)함
- ’20년 독자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 관심 코너를 확대하였으며, E-book 구독
신청 확대 및 기능을 개선함

② TV･라디오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ⅰ) GTV 방송국 운영 및 관리, ⅱ) GTV 취재 및 영상
촬영 등으로 구성됨
즉, 경기도청 방송국(GTV)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도정 뉴스를 기획ㆍ제작하
여 도민들에게 도정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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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 기능 중 TV･라디오매체 관련 사무
구분
1
2
3

단위 사무
GTV 방송국 운영 및 관리
GTV 방송콘텐츠 기획
GTV 취재 및 영상 촬영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주요사업 현황) ⅰ) ‘경기도청 방송국 GTV’를 통한 광역홍보를 강화하였으며,
ⅱ) ‘경기도청 방송국 GTV’를 활용하여 도민의 도정참여 및 관심도를 제고함
경기도는 전국적 이슈화된 대표정책을 기획홍보 영상으로 경기GTV를 통해 제
작ㆍ배포함
도민 공감대 확산 및 도정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정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을 추진함
- 청정계곡, 공공배달앱 등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도민 리포팅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

③ 옥외광고

(기능 및 사무 현황) 유동인구 많은 대중교통, 도민접점시설 옥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를 운영함
다각적인 오프라인 홍보 확대를 통해 도정이해 증진 및 정보격차를 해소시킴

[표 4-5]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 기능 중 옥외 광고 관련 사무
구분
1

단위 사무
옥외미디어 광고 운영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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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현황) G버스TV, IPTV, 아파트 미디어보드, 편의점 플랫폼을 통한 도민
생활 밀착형 옥외광고를 추진으로써, 도민의 도정이해 증진 및 정보격차를 해소함
비용 대비 가성비 높은 옥외매체를 개발 및 확대함
- G버스TV 코로나19 전용구좌 확대(5 → 6구좌), 아파트 미디어보드 확대(25,000 → 30,000대)
- 편의점 플랫폼(모니터, 출입문 포스터 등) 활용 홍보(10,856개소)
- 시선 집중도 높은 KTX 노선(모니터 14,280대) 외 SRT 노선(모니터 4,320대) 신규 추가

도내･외 어느 곳에서도 정보격차 없는 공정한 옥외 홍보매체를 운용함
- 경기도 전역(G버스TV, IPTV), 지역별 맞춤형(아파트 미디어보드, 편의점 플랫폼)
- 서울 등 주변 생활권(강남역 등 주요 도심 LED전광판, 지하철 멀티비전 등)

④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및 사무 현황) ⅰ) 경기뉴스포털 운영 ⅱ) 인터넷 언론 홍보, ⅲ) 홈페이지
콘텐츠 홍보 관리 등의 주요사무로 구성됨
경기도뉴스포털 운영의 경우, 보도자료, 도정뉴스(뉴스광장, GTV)를 신속하
게 도민들에게 전달하며,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도정 홍보기능을 강화함
도 대표 홈페이지 통해 주요정책 및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며, 정책
홍보 타깃 및 매체 특성을 고려한 민간포털(네이버･다음) 광고를 집행함

[표 4-6]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 기능 중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사무
구분
1
2
3

단위 사무
경기뉴스포털 운영
인터넷 언론 홍보
홈페이지 콘텐츠 홍보 관리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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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현황) ⅰ) 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정책 제공, ⅱ) 타깃 및
매체 특성을 고려한 민간포털 광고 집행, ⅲ) 뉴스포털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도 대표 홈페이지 통해 주요정책 및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
- 메인배너 운영(1,300건), 주요 기획콘텐츠는 다음카카오 1boon 통해 확산(150건)
- 감염병, 재해･재난 시 발생현황 및 도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제공

정책홍보 타깃 및 매체 특성을 고려한 민간포털(네이버･다음) 광고를 집행함
- 브랜드검색 광고(연중), 가성비 높은 온라인 캠페인 광고 확대(14 → 17회)
- 네이버는 도 대표 정책 위주, 다음은 도민 참여형 사업 중점 홍보

뉴스포털 이용편의성 제고, 뉴스콘텐츠 품질 향상 및 생산 확대(11,830 → 12,067건)
- 뉴스 검색 기능 및 메뉴 개선, 화면 디자인 변경 등 이용 편의성 제고
- 도정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기사, 수혜자 사례･미담 등 스토리 있는 뉴스 확대

(2) 뉴미디어 사무

①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ⅰ) SNS 민원관리 및 통계분석, ⅱ) SNS 소통관 운영,
ⅲ) SNS 채널 운영을 통한 도정 콘텐츠 홍보 사무로 구성됨
온라인 환경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SNS 매체 운영을 통하여, 도민과의 직접소
통의 기회를 증대시킴
- 페이스북(도 SNS 대표채널)을 통해 경기도 주요정책 홍보 및 도민참여형 콘텐츠를 게재함
-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즌별 이슈 및 웹툰 등 20~30대 공감 콘텐츠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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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 기능 중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관련 사무
구분
1
2
3
4
5
6

SNS
SNS
SNS
SNS
SNS
SNS

단위 사무
민원관리
민원처리 통계분석 및 보고
소통관 운영
소통민원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채널 콘텐츠 디자인 제작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주요사업 현황) ⅰ) 트렌드에 맞는 SNS채널 운영 확대, ⅱ)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통한 MZ세대 타겟팅 홍보, ⅲ) SNS를 통한 도민의 민원을 처리함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SNS채널 운영을 확대(6개 → 7개*6))함
- SNS 이용목적 변화(관계맺기 → 콘텐츠 소비)에 따라 ‘정보제공’ 중심의 채널 운영

짧고, 간결한 메시지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형태의 콘텐츠 제작(96 → 150편)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내 15초 동안 보여지는 ‘스토리’ 기능 활용 실시간 소통 확대

SNS 홍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SNS 메시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
- SNS콘텐츠 수집･배분 등 지원을 통한 SNS민원 신속처리(평균 1.5일 → 1.2일)를 도모함
- SNS소통관(211명) 활동현황 통계분석･관리를 통한 소통관 업무 활성화 유도

② 온라인 영상 미디어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온라인 영상서비스의 경우, ⅰ)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ⅱ) 도정홍보 영상 제작사무로 구성됨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의 경우, 실시간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통한 도정소식을 제공함
도정홍보 영상 제작하여 道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도정을 홍보함

6) 경기도 도 대표 SNS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카카오톡채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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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 기능 중 온라인 영상 매체 관련 사무
구분

단위 사무

1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2

도정홍보영상 제작

3

도정홍보 영상(유튜브용) 기획제작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주요사업 현황) ⅰ) 모바일 기반의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확대, ⅱ) 시청자
니즈에 맞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
전세대 걸쳐 유튜브 영향력 강세,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제작･확대(39 → 60편)함
- 도 주요정책･사업 및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통해 확산 홍보

모바일 중심, 지루함을 거부하는 MZ세대 중심의 유튜브 콘텐츠를 확산시킴
- 세로형 뉴스 등 모바일특화 영상,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숏폼영상 제작
- MZ세대와의 즉각적 소통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확대

시청자 니즈에 맞는 채널 운영으로 신규 구독자의 유입 확대(1.9 → 2.5만명)를
도모함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연계 이벤트 등 다각적인 구독자 마케팅 추진
- 댓글 및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으로 소통창구 확대

2. 서울시의회

1) 조직 및 인력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은 ⅰ) 언론팀, ⅱ) 홍보팀, ⅲ) 영상미디어팀으로 구성됨
언론팀의 주요업무는 ① 언론매체 광고의 계획 수립 및 추진, ② 언론사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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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언론사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③ 시의회 대언론 관련 업무임
홍보팀의 주요업무는 ① 서울의회 및 의정백서 제작 및 발행, ② 여론조사 운영.
③ 뉴미디어 홍보전략 사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업무임
영상미디어팀의 주요업무는 ① 서울시의회 관련 홍보영상물 기획제작, ② 인터
넷 방송체계 구축 및 시행, ③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임

[그림 4-4]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의 조직도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서울시 언론홍보실의 인력은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언론팀 7명, 홍보팀 9명, 영상미디어팀 11명, 총괄 1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9]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의 인력현황
합계

총괄

언론팀

홍보팀

영상미디어팀

28명

1명

7명

9명

11명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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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및 사무

(1) 구미디어 사무

① 신문･잡지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주요사무는 ⅰ) 의정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ⅱ) 서울시의
회보 발행, ⅲ) 언론매체 광고 계획 및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됨
그리고 의회안내 홍보책자와 의정홍보 만화를 비롯한 의회 정기간행물을 발간하
며, 뉴스저작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뉴스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함

[표 4-10] 서울시의회 행정홍보의 신문(잡지) 매체 관련 사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단위 사무
지역신문 등 기타 매체 광고
조례 웹툰 〮 및 브랜드 웹툰 제작
의회 안내 홍보책자의 제작 발간
의장 인터뷰 및 언론 발표자료 작성
언론사 동향 보고, 취재협조 지원 및 모니터링 총괄
언론보도자문위원회 운영
언론매체 광고 계획, 공동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아이서퍼 운영, 기사검색 및 홈페이지 연동서비스 업무
신문구독 운영
시의회 보도자료 작성 지원
시의회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의회 관련 사진 보도자료 배부
석간신문 스크랩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업무
서울시의회보 발행업무 총괄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
기자실(본관 및 별관) 관리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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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현황) ⅰ) 중앙지･지방지･지역신문･간행물 등을 활용한 언론매체
홍보･광고, ⅱ)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발행함
서울시의회는 중앙지･지방지･지역신문･간행물 등을 통하여, 의정현안･핵심메
시지를 기획보도･인터뷰･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적극 홍보함
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자치분권 등 의정현안을 집중 매칭 기획보도
② 행사성․계절성 콘텐츠 기획 및 보도용 자료의 수시 발굴․제공
③ 정기 신문광고 외에도 수시광고 도입 등 탄력적 광고운영

시의회 의정활동 및 ‘시의원이 간다’ 등 의원활동 내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
시의회 소식지인 「서울의회」를 발행함
- 신문, 시각장애인용 점자책･녹음도서, 웹진의 형태로 연간 총 24회 발행함(월 2회, 격주)

[그림 4-5]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자료 : 서울시의회 내부자료(2021).

② TV･라디오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주요사무는 ⅰ) TV, 라디오 광고 제작 및 매체 운영,
ⅱ) 방송협력(지상파, 케이블, 종편) 사업추진, ⅲ) 공익 캠페인 영상의 제작
송출(YTN, MBN)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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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서울시의회 행정홍보의 TV･라디오매체 관련 사무
구분

단위 사무

1

TV 광고 제작 및 매체 운영

2

공익 캠페인 영상의 제작 송출(YTN,MBN)

3

라디오 광고 제작 및 매체 운영

4

방송협력(지상파, 케이블, 종편) 사업추진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주요사업 현황) ⅰ) 지상파 교양프로그램 및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작, ⅱ)
TV 및 라디오 광고를 제작･송출함
지상파 교양프로그램(SBS 톡톡정보브런치) 제작을 통하여, 시의회 핵심과제, 상
임위원회 주요 현안 및 조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함
서울 전 권역 케이블TV을 통하여, 조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및 발의
배경･과정 소개 등을 전달하는 메이드인 서울시 프로그램을 제작함(20분물 40편)

[그림 4-6] 서울시의회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현황

지상파 교양프로그램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자료 : 서울시의회 내부자료(2021).

YTN, MBN, 서울전권역 케이블TV, IPTV를 통하여 지방의회 부활 30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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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안의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위기극복 광고
추진TV광고를 제작･송출함

[그림 4-7] 서울시의회 관련 TV 광고 제작현황

자료 : 서울시의회 내부자료(2021).

③ 옥외광고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주요사무는ⅰ) 대중교통 광고영상 홍보, ⅱ) 시의회 청사외
벽 등을 통한 생활미디어 홍보로 구성됨
즉, ① 시내버스, 기타 광고영상 제작 및 매체운영, ② 본관 외벽 전광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③ 상임위 게시판의 활용 홍보 등으로 구성됨

[표 4-1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홍보의 옥외 광고 관련 사무
구분
1
2
3
4

단위 사무
본관 외벽 전광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상임위 게시판의 활용 홍보 등
시내버스, 기타 광고영상 제작 및 매체운영
시의회 청사외벽의 홍보 관리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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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현황)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을 활용한 서울시 의정활동을 홍보･
광고함
서울시 의회 의정활동 및 서울시 조례 등에 대하여, 지하철 역사내 PDP와 서울
전지역 시내버스 TV광고를 제작･홍보함

④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주요사무는 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구성됨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의 경우, 의회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를
통한 의정관련 홍보자료 제공,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사무임

[표 4-13] 서울시의회 행정홍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사무
구분

단위 사무

1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실적 관리(홈페이지 게재 등)

2

의회홈페이지 콘텐츠의 유지관리

3

의회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의 운영 총괄

4

홈페이지 기획, 개편 및 활성화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주요사업 현황) ⅰ) 의회 신문고 운영, ⅱ) 의정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회신문고를 운영함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시민의 소리, 여론이나 불편, 부당사항의 내용과 개선
요구사항을 제안해 주는 의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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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미디어 사무

①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SNS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자료 콘텐츠 제작 및 채널을
운영하는 사무로 구성됨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블로그
(Blog) 등 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배포될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자료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채널을 운영함

[표 4-14] 서울시의회 행정홍보의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관련 사무
구분

단위 사무

1

SNS, 블로그 등 운영 지원

2

서울시의회 공식 SNS, 블로그 등 관리〮운영 총괄

3

소셜미디어 의정활동 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4

의회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및 관련보고

5

포털브랜드 검색 광고 및 페이스북 광고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주요사업 현황)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시의회 주요 정책 및 상임위
활동 등을 홍보함
서울시 의회는 주요 정책, 상임위 활동 등을 SNS 카드뉴스, 온라인 웹툰, 주요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함
- SNS 카드뉴스 게재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 인지도 높은 민간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광고 추진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웹툰 형식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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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서울시의회 관련 SNS 홍보현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자료 : 서울시의회 내부자료(2021).

②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매체

(기능 및 사무 현황) ⅰ) 시의회 유튜브 채널 운영, ⅱ) 본회의 생방송 및
수화방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사무로 구성됨

[표 4-15] 서울시의회 행정홍보의 온라인 영상매체 관련 사무
구분
1
2

단위 사무
시의회 유튜브 채널의 유지관리
본회의 생방송, 수화방송 운영

자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

(주요사업 현황) 서울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상임위 시의회 의정활동
영상을 게재함
서울소재 고등학생 및 수도권 대학생 대상 7분 이내 교양, 다큐,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자유로운 형식의 시의회 관련 영상 경진대회를 추진함
파워유튜버 20인을 선정하여 시의회 주요 업무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개
인 채널 컨셉으로 다양한 시의회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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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서울시의회 관련 온라인 영상매체 활용현황

자료 : 서울시의회 내부자료(2021).

3. 기능･사무 및 주요사업의 비교

1) 기능 및 사무 비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홍보의 단독사무를 구미디어 & 신미디어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회는 ⅰ) 소셜TV매체운영, ⅱ) 경기도의회 소식지･웹진제작, ⅲ) SNS
홍보매체운영(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ⅳ) 의정백서 제작 및 운영관리
등을 단독사무로 구성하고 있음
경기도 집행부는 ⅰ)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 열린도지사실 운영, ⅱ)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SNS(소셜미디어서비스) 홍보, ⅲ) 경기
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기능을 단독사무로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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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집행부 간의 기능 및 사무 비교
구분

경기도
의회

경기도
집행부

단독사무 내용
Ÿ
Ÿ
Ÿ
Ÿ
Ÿ
Ÿ
Ÿ
Ÿ
Ÿ

소셜TV매체운영
경기도의회 소식지･웹진제작
SNS홍보매체운영(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의정백서 제작 및 운영관리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건립 추진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 열린도지사실 운영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 /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

비교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에 비해 도민간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여 행정홍보의 기능을 강화한 것임
특히, 열린도지사실을 통하여 도민과의 정책 스킨십을 강화하였으며, 경기도 학
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2~30대의 자발적안 참여를 도출해 냄
-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조사를 통하여, 통계적 사실에 기반한 도민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였음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민권익담당관”을 통해 도민의견 수렴조사를 실시하고 있
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채널
의 구축이 필요함

다음으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행정홍보의 단독사무를 구미디어 & 신
미디어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회는 정보화위원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경기도의회 홍
보책자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서울시의회는 여론조사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견 수렴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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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경기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간의 기능 및 사무 비교
구분
경기도
의회
서울시
의회

단독사무 내용
Ÿ 정보화위원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
Ÿ 여론조사 운영

비교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서울시의회는 경기도의회에 비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세대 및 그룹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의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의중
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의 비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의 주요사업 현황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와 달리 적극적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잘못된 뉴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음
- 즉, 경기도 집행부는 일반적인 뉴스의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타언론에서 생산하고 있는
페이크 뉴스 및 악의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기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4-18] 경기도 집행부의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공정보도 및 위기대응 사례
Ÿ 시간대별 맞춤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도정 언론보도 공유
- 도정 관련 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부서 공유 : 모니터링 125,356회
Ÿ 부서 간 협업으로 부정확 기사 신속 대응
- 부정확 ･ 과장 보도 대응 : 해명 및 설명자료 배포 54건
자료 : 경기도 대변인실(2021).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집행부는 장애인 및 어린이(초등학생 4~6학년)의 그룹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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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소식지 및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여, 다양한 그룹의 정책수요 니즈에 부합하
고 있음

[표 4-19] 경기도 집행부의 도정소식지 및 어린이신문 발행사례
Ÿ 도정･생활정보 제공 위한 소식지(월4만→4만2천부) 및 점자소식지 발행(월335→345부)
- ’20년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배부수 조정 및 개인 구독확대 추진
- 장애인･결혼이민자･노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적용
Ÿ 초등 4~6학년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담은 신문 발행(연4회, 회당 43만→43만5천부)
- ’20년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어린이 관심 코너 확대
E-book 구독 신청 확대 및 기능개선, 블로그 채널 운영 활성화 등
자료 : 경기도 홍보기획관(2021).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집행부는 정책홍보 타깃 및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를 집행함에
따라, 정책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타깃 홍보를 추진중임

[표 4-20] 경기도 집행부의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광고 사례
Ÿ 민선7기 후반기 성공적인 정책 결실을 위한 도정 주요정책 집중 홍보
- (전략적 집중홍보)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각 부문별 주요시
책 집중 홍보로 성공적인 정책 결실 지원
Ÿ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는 맞춤형 매체 발굴 및 효과적 타깃 홍보
- (맞춤형 매체발굴) 인터넷ㆍ모바일 배너광고,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 트렌드에 맞는 홍보매체
및 기법을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
- (효과적 타깃홍보) 종편, 보도ㆍ경제전문채널 등 정책 타깃층에 맞는 특화매체 발굴 및
전략적 집중 홍보로 홍보 파급력 및 가성비 제고
- (지역언론 활성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언론 지원 및 지역밀착형 홍보 추진
자료 : 경기도 대변인실 (2021).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집행부는 SNS 민원관리 및 민원처리 통계분석을 통하여 20대 ~ 30대의
젋은 세대를 향한 정책 타겟팅 홍보를 추진중임
- 정책시행 전･후 다각적인 도민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재난기본소득, 기본주
택, 소비지원금, 종교집회 금지명령 등 정책추진 전 신규사업 수요 추정 및 정책방향 점검
-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7기 역점사업별 추진성과 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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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경기도 집행부의 정책결정을 위한 리서치 수행 사례

여론조사 결과분석

자체 온라인여론조사 홈페이지

자료 : 경기도 홍보기획관 (2021). “주요업무보고”.

비교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에 비해 도민 그룹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행정홍보홍보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특히, 경기도 집행부는 SNS 및 온라인 영상미디어를 통해 2~30대 젊은 세대의
정책 근접성을 증가시켰음
도정에 대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과 어린이 등의 그룹에 적합한 매체인 점자
소식지와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였음

[표 4-21]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주요사업 비교
구분

주요내용

경기도 집행
부 고유사업

Ÿ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와 달리 적극적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
하여, 잘못된 뉴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음
Ÿ 경기도 집행부는 장애인 및 어린이(초등학생 4~6학년)의 그룹에 대하여
각각 점자 소식지 및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여 다양한 그룹의 정책수요 니즈
에 부합하고 있음
Ÿ 경기도 집행부는 정책홍보 타깃 및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를 집행함
에 따라, 정책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타깃 홍보를 추진중임
Ÿ 경기도 집행부는 SNS 민원관리 및 민원처리 통계분석을 통하여 20대 ~
30대의 젋은 세대를 향한 정책 타겟팅 홍보를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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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주요사업 현황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
과 같음
서울시의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과 같은 전국단위 신문 등을 통한 언론매체
를 통한 광범위한 시정에 관한 정책홍보를 추진함
- 서울시의 경우, 청와대 및 국회 등 주요 중앙기관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언론전파력이 강한 주요 신문사의 기자들을 접촉할 수 있음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전파력이 강한 지상파 교양프로그램 및 서울 전 권역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의회의 행정홍보를 추진함
-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주요방송국(MBC, KBS, SBS 등)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의정을 방송에 노출하기에 용이함

다수의 파워유튜버를 통해 시의회의 주요업무를 온라인 영상매체에 업로드함으
로써 젋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비교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서울시의회는 경기도의회에 비해 영상매체를
통해 다양한 세대들의 시민들에게 정책 접근성을 높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티비를 통하여, 서울시의회는 30대 ~ 50대 청장년층의
시의회 접근성을 강화시켰음
유튜브 및 SNS를 통하여, 서울시의회는 10대 ~ 20대 청소년 및 대학생 층의
시의회 접급선을 강화시킴

[표 4-22]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간의 주요사업 비교
구분

주요내용

서울시의회
고유사업

Ÿ 서울시의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과 같은 전국단위 신문 등을 통한 언론매
체를 통한 광범위한 시정에 관한 정책홍보를 추진함
Ÿ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전파력이 강한 지상파 교양프로그램 및 서울 전
권역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의회의 행정홍보를 추진함
Ÿ 다수의 파워유튜버를 통해 시의회의 주요업무를 온라인 영상매체에 업로드함
으로써 젋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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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조직진단
1.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 기능배분 분석

1) 기능배분 분석의 목적 및 체계

(1) 기능배분 분석의 목적

(관장업무의 적정범위 규명) 기능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의회 언론홍보
담당관실의 기능수행 효율성을 제고(提高)하도록 부서별 기능을 배분하는 데
에 있음
다만, 부서별 기능 배분에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으로 적절한 기능인가
에 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이에 따라, 기능분석의 가장 첫 단계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인가에 관한 판단을 수행함

(언론홍보관의 팀별 업무의 적정배분) 기능분석의 목적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 기능의 적정배분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별 업무의 적정배분이 목표임

(효율적 기능 수행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기능분석은 조직의 비전,
환경변화 및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 기능 수행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최소한의 의의가 있음
조직의 기능은 조직의 비전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며, 조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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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방식에 따라서도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짐
기능의 효율적인 작동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기능분석이 요구됨

[그림 5-1] 기능분석의 목적

(2) 기능배분 분석의 체계

(기존기능에 대한 분석 & 신규기능 분석) 기존 기능에 대한 분석은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적합성 분석, 부서별 배분 적합성을 규명하는 연계성 분석, 그리고
기능별 수요추이를 분석하는 중요도 분석을 실시함
기존 기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신규업무의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수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기능분석 결과를 도출함

기능분석의 방법은 각 분석유형별로 타당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워크샵을 공히 활용함
다만, 적합성 분석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계성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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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기능분석의 체계

(3) 기능분석의 방법과 절차

(기능분석의 방법) 기능분석의 방법은 각 분석유형별로 타당한 방법을 활용함
기본적으로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워크샵을 공히 활용함
다만, 적합성 분석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계성 분석에서
도 유사 기관의 사례를 검토함

[표 5-1] 기능분석의 방법
분석유형

수요도 분석
적합성 분석
연계성 분석
중요도 분석

Ÿ
Ÿ
Ÿ
Ÿ
Ÿ
Ÿ
Ÿ
Ÿ
Ÿ

조사방법
조사표 조사
전문가 워크샵
조사표 조사
벤치마킹
전문가 워크샵
조사표 조사
전문가 워크샵
조사표 조사
전문가 워크샵

조사대상

조사결과

Ÿ 조사표 조사 : 공무원

Ÿ 신규기능 발굴

Ÿ 조사표 조사 : 공무원

Ÿ 직접수행, 민영화, 민간위탁

Ÿ 조사표 조사 : 공무원

Ÿ 유지, 분리, 이관, 통합

Ÿ 조사표 조사 : 공무원

Ÿ 유지, 강화, 축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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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분석) 적합성 분석은 단위기능별로 언론홍보담당관실이 반드시 수행해
야 하는 기능인지를 판별함
적합성분석의 결과로서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결정함으로써 어론홍보
담당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수비범위를 도출함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표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을 수행함

(연계성 분석) 연계성 분석은 단위기능별로 기능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기능을
범주화하고, 팀간 기능을 조정함
연계성 분석을 위해 조사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의 방법을 활용함

(중요도 분석) 중요도 분석은 단위기능별로 향후 기능수요 정도를 조사하여
해당 기능의 강화, 유지, 축소, 폐지 등을 판단함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 조사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을 적용함

(수요도 분석) 신규기능에 대한 분석은 수요도 분석임
수요도 분석은 조사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을 활용함

[그림 5-3] 기능분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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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배분 분석결과

(1) 적합성 분석

(내부 제시기능)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 중 민간부문으로 위탁해야 할 기능
은 제시되지 않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은 모두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함

(전문가 진단결과) 전문가 진단은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에 대해 위탁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함
민간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법･제도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판단
하며, 이에 따라, 주민의 법적 권리 또는 의무에 관련된 사무는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민간위탁 사례가 있는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타 시･도의 사례에서 민간위탁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전문가 진단결과, 10개 단위기능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언론팀 1개 기능, 방송팀 2개 기능, 홍보팀 4개 기능, 미디어팀 3개 기능임

첫째, 언론팀의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며,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설계와 법령(조례)의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이용에 관한
사무와 다르게 단순하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능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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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은 현재 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단순
업로드 및 이용에 관한 기능은 민간위탁 대상임

둘째, 방송팀의 영상촬영 및 편집 기능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방송팀 소관의 영상촬영, 편집기능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영상촬영과 동영상
편집 등의 업무이며, 의회기능의 특성상 비밀유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바, 민간위탁을 통한 기능수행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셋째, 방송팀의 기능 중 현 청사 방송장비의 신청사 이전설치 기능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며, 공공성보다는 능률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민간위탁이 효과적임
방송팀 소관의 방송장비 이전설치 기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송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능률성이 우선고려 되어
야 하는 사무임

넷째, 홍보팀의 의정포털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 의정포털 1･2단계 통합감
리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홍보팀 소관의 의정포털시스템 1･2 단계 구축사업, 의정포털 1･2단계 통합감리
사업은 의정정보화 사업의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임
해당기능에 대해 홍보팀은 홍보팀의 여타 기능과 상이한 성격의 기능으로 인식
함
또한, 향후 의원정보지원시스템 지원 수요 대응, 체계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여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섯째, 홍보팀의 신청사 경기마루 운영기능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
한 사무이며,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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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효과적임
홍보팀 소관의 신청사 경기마루 운영기능은 전시관 운영기능으로, 전시관 운영
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며, 민간부문의 전시관 운영 기관에 위탁함으
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바, 민간위탁이 타당함
해당 기능에 대해 홍보팀은 전문직위 인력보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문인력
의 보강은 공공부문의 인력운영 특성(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실패
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도입할 수 있음

끝으로, 미디어팀의 기능 중 소셜 TV 관련 기능, 콘텐츠 제작 기능 등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기능인 바, 민간위탁이 타당함
소셜 TV 영상매체 콘텐츠 제작 기능, 웹드라마 제작 기능 등은 현재 공영방송에
서도 일부 민간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사례가 있음
소셜 TV 라이브의 의회 유튜브 생방송 기능은 세계적인 방송트렌드의 반영 및
전문기기의 조작 등의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능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함

[표 5-2] 적합성 분석결과 : 전문가 진단결과
부서구분
언론팀

위탁할 기능
Ÿ
Ÿ

방송팀

홍보팀

Ÿ
Ÿ
Ÿ
Ÿ
Ÿ
Ÿ

미디어팀

Ÿ
Ÿ

Ÿ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관리
Ÿ
의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Ÿ
Ÿ
현 청사 방송장비의 신청사 이
Ÿ
전설치
Ÿ
의정포털 1단계 구축사업
Ÿ
의정포털 2단계 구축사업
Ÿ
의정포털 1･2단계 통합감리
Ÿ
사업
Ÿ
신청사 경기마루 운영
Ÿ
소셜TV 영상매체 콘텐츠 제작
Ÿ
및 채널 운영
SNS 홍보매체 운영
Ÿ
의정홍보 만화제작
Ÿ

사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공익서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단편적인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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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성 분석

(내부 제시기능) 언론팀의 기능 중 타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기능은 25개
기능이며, 이중 이관할 기능 또는 이관받을 기능으로 제시된 기능은 없음
의장인터뷰 자료작성 및 배석, 의장보도자료 작성, 의정활동 사진촬영 용역관리,
의정활동 사진촬영 기타지원(상임위 촬영일정 취합 등)의 기능은 비서실과 협조
하여 수행하는 기능으로 제시함
언론대응 및 요청자료 제공, 의회 보도자료 검수, 출입등록 언론사 매체대상 관
리, 사진촬영 등의 기능은 사안별 관련부서와 협조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주요업무･행정사무감사･주간 티타임 자료 등 업무계획 수립, 과 일산경비 지출,
각종 자료취합･문서배부 등의 기능은 방송팀, 홍보팀, 미디어팀과 협조하는 기
능으로 제시됨
영상･도안제작 계획수립 및 용역추진은 미디어팀과 협조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비대면 브리핑 준비 및 운영 등의 기능은 방송팀, 미디어팀 등과 협조하는 기능
으로 제시됨
OBS 광고집행 및 의원인터뷰 지원, 지방지신문 집행 및 인터뷰 지원, 다양한
언론매체 인터넷 배너 홍보 등 12개 기능은 총무과(회계팀)과 협조하는 기능으
로 제시됨

첫째, 홍보팀의 기능 중 타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기능은 8개 기능이며,
이 중 이관할 기능 또는 이관받을 기능으로 제시된 기능은 없음
홍보팀 업무계획, 조직, 예산관리, 의회도서관 운영 등의 기능은 언론홍보담당관
실 내 전체 팀 또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전체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운영 기능은 미디어팀과 협조하는 기능으로 제시되었
으며, 통합수행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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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홈페이지 운영 기능은 방송팀과 협조하는 기능으로 제시되었으며, 통합수
행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홍보물 및 현황물 제작 기능은 상임위원회와 협조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신청사 경기마루 건립기능,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의정지원정보센터 구축 등
은 총무담당관, 자문단, 실무협의체, 예산부서 등과 협조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둘째, 방송팀의 기능 중 이관할 기능으로 상임위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한 상임위 회의방식 개선 및 정착(규정개정) 사무를 의사담당관 또는 총무담
당관의 기능으로 이관해야할 것으로 제시함
셋째, 미디어팀의 기능 중 이관할 기능으로 제시된 기능은 없으며, 타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기능은 3개 기능이 제시됨
미디어팀의 기능 중 소셜TV 영상매체 웹드라마 제작기능은 의사담당관 의사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팀 등과 협조하여 수행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미디어팀의 기능 중 소셜TV 영상매체 도민정책제안 영상제작기능은 의정기획
담당관 대외협력팀, 도민권인담당관 현장소통팀과 협조하여 수행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미디어팀의 기능 중 소셜TV 영상매체 유튜브의 생방송 기능은 소통협력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기능으로 제시됨

[표 5-3] 연계성 분석결과: 내부 제시기능
부서구분

이관할 기능

사유

언론팀

없음

-

방송팀

Ÿ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한 상임위 회의방식
개선 및 정착

Ÿ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후, 13개 상임
위원회 회의방식 개선 및 각종 규정 정비를
위해서는 도의회 회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회의방식 개선 추진

홍보팀

없음

-

미디어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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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결과) 방송팀이 제시한 이관대상 기능 중 상임위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한 상임위 회의방식의 개선 및 정착에 관한 기능은 의사담당관
기능 중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은
바. 의사담당관실로 이관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됨
타 부서의 기능과 기능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제시된 기능은 대상에 따라 기능 수행부서를 다르게 두어야 할 필요성이 낮은
기능임

[표 5-4] 연계성 분석결과 : 전문가 진단결과
부서구분
언론팀

방송팀

이관할 기능

사유

이관대상 부서

없음
Ÿ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Ÿ 의사담당관 기능 중 본회의장 Ÿ 의사담당관 의
정착을 위한 상임위 회의방식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 사팀
개선 및 정착
관리, 의안정보시스템 운영 등
의 기능과 연계성 높음

홍보팀

없음

-

-

미디어팀

없음

-

-

(3) 중요 도분석

(내부 제시기능) 첫째, 언론팀은 의장축사 작성, 의장인터뷰 자료 작성 및 배석
등의 기능을 강화할 기능으로 제시함
둘째, 방송팀은 의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기능을 강화할 기능으로 제시함
방송팀의 제시기능 중 도의회 방송음향장비 관리운영 기능, 신청사 상임위원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은 인력충원 요구임

셋째, 홍보팀은 의회도서관 운영, 의정포털 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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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경기마루 건립 등을 강화할 기능으로 제시함
홍보팀은 강화할 기능의 제시에서 여타의 홍보팀 기능과의 상이성을 이유로,
부서를 신설하여 해당기능을 확대･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함

끝으로, 미디어팀은 소셜 TV 영상매체와 관련한 사무 중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기능, 유튜브 생방송 기능, 조례만화(영상포함) 제작 기능 등을 강화할
기능으로 제시함
미디어팀의 강화기능 제시는 수요증가, 이용증가 등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를
사유로 제시함

[표 5-5] 중요도 분석결과 : 내부 제시기능
부서구분

기능
Ÿ 의장 축사 작성

언론팀

Ÿ 의장인터뷰(대면 및 서면) 자
료 작성 및 배석

Ÿ 도의회 방송음향장비 관리 운
영

Ÿ 의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방송팀

Ÿ 신청사 상임위회의실 전자회
의시스템 운영
Ÿ 신청사 상임위회의실 전자회
의시스템 구축
Ÿ 신청사 방송시스템 구축 점검
Ÿ 현청사 방송장비 신청사 이전
설치

사유
Ÿ 지방, 지역, 인터넷 등에 대한 의장
(도의회) 기능 메시지 강화 필요
Ÿ 1380만 도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
및 도의회 기능 역할 강조를 위해
의장 인터뷰 및 보도자료 검수 구분
이 필요함
Ÿ 신청사 디지털 장비 구축으로
인한 분할화면 운영 등으로, 유
지보수 관리인력 필요(2개 상
임위 회의실당 비상주 1명)
Ÿ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영상
축사 등 동영상 촬영 및 편집수요
증가
Ÿ 시스템 최초 운영을 위한 전체 의회
사무처 교육, 시스템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 운영인력 필요, 향후 중
요도 상승
Ÿ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전자
회의시스템 운영으로 기능 통합
Ÿ 신청사 방송시스템 설치 후, 방송
음향장비 관리 운영으로 기능 통합
Ÿ 신청사 이전설치 후, 방송 음향
장비 관리 운영으로 기능 통합

비고
Ÿ 기능 강화

Ÿ 기능 강화

Ÿ 인력충원 요
구

Ÿ 기능 강화

Ÿ 인력충원 요
구
Ÿ 기능 축소
Ÿ 기능 축소
Ÿ 기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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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구분

홍보팀

미디어팀

기능

사유

비고

Ÿ 의회도서관 운영

Ÿ 의원정책보좌관 신규채용 및 입법
Ÿ 기능 강화
지원정책기능 강화 수용에 대응 필요
Ÿ 부서 신설
Ÿ 홍보팀 기능과 불일치

Ÿ 의정포털시스템 1･2단계 구
축사업 및 운영

Ÿ 향후 의원정보지원 시스템 지원수요
Ÿ 기능 강화
대응 및 체계적인 업무 수행 필요
Ÿ 부서 신설
Ÿ 홍보팀의 기능과 불일치

Ÿ 신청사 경기마루 건립

Ÿ 전시관 특성상, 전문직위 필요

Ÿ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Ÿ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기능 강화 필요 Ÿ 기능 강화

Ÿ 유튜브 생방송

Ÿ 생방송 수요 증가에 따른 기능 강화 필요 Ÿ 기능 강화

Ÿ 조례만화(영상 포함) 제작

Ÿ 영상 수요 증가에 따른 기능 강화 필요 Ÿ 기능 강화

Ÿ 도민정책제안 영상 제작

Ÿ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능 축소
Ÿ 기능 축소
필요

Ÿ 기능 강화
Ÿ 부서 신설

(전문가 진단결과) 첫째, 언론팀의 기능 중 의장축사 작성, 의장인터뷰 자료
작성 및 배석 등의 기능을 강화할 기능으로 제시함
의장의 언론매체 인터뷰는 경기도의회 의장의 공식적인 업무이며, 언론홍보담당
관실의 핵심기능이므로 해당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둘째, 방송팀의 기능 중 의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기능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기능과 장비관리 등 하드웨어 성격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됨
방송팀의 제시기능 중 도의회 방송음향장비 관리 운영 기능, 신청사 상임위원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은 시설 유지관리 기능에 해당하므로, 현재 유
사･연계기능을 소관하는 부서로 이관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셋째, 홍보팀의 기능 중 의회도서관 운영기능은 문헌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기능으로 홍보기능과 연계성이 낮으나 중요성은 높은 기능으로 판단한
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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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포털 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 및 운영, 신청사 경기마루 건립 등은 민간위
탁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됨

미디어팀의 기능중 소셜 TV 영상매체와 관련한 기능은, 매체별 기능재배분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됨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기능 등은 민간위탁이 타당한 기능으로 제시됨
이외의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와 신규 미디어 매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매체별 홍보에
관한 기능을 별도의 부서에서 소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됨

[표 5-6] 중요도 분석결과 : 전문가 진단결과
부서구분
언론팀

기능

Ÿ

Ÿ

방송팀

Ÿ
Ÿ
Ÿ
Ÿ
Ÿ

홍보팀

사유
비고
Ÿ 의장 인터뷰자료와 의회의 보도자
의장인터뷰(대면 및 서면) 자 료 검수기능은 구분이 필요함
Ÿ 기능 강화
료 작성 및 배석
Ÿ 의장인터뷰 자료는 언론홍보담당
관실의 핵심기능에 해당함
Ÿ 방송시설(장비) 관리기능임
Ÿ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로 방
도의회 방송음향장비 관리 운영
Ÿ 기능 강화
송장비 관리의 전문성 요구가 증가
하고 있음
의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Ÿ 언론홍보담당관실의 핵심기능임 Ÿ 기능 강화
신청사 상임위회의실 전자회
Ÿ 방송시설(장비) 관리 기능임
Ÿ 현행 유지
의시스템 운영
신청사 상임위회의실 전자회
Ÿ 방송시설(장비) 관리 기능임
Ÿ 현행 유지
의시스템 구축
신청사 방송시스템 구축 점검 Ÿ 방송시설(장비) 관리 기능임
Ÿ 현행 유지
현청사 방송장비 신청사 이전
Ÿ 방송시설(장비) 관리 기능임
Ÿ 현행 유지
설치

Ÿ 의회도서관 운영

Ÿ 의원정책보좌관 신규채용 및 입법지
Ÿ 기능 강화
원정책기능 강화 수용에 대응 필요
Ÿ 부서 신설
Ÿ 홍보팀 기능과 불일치

Ÿ 의정포털시스템 1･2단계 구
축사업 및 운영

Ÿ 향후 의원정보지원 시스템 지원수
요 대응 및 체계적인 업무 수행 필 Ÿ 기능 강화
요
Ÿ 부서 신설
Ÿ 홍보팀의 기능과 불일치

Ÿ 신청사 경기마루 건립

Ÿ 전시관 특성상 전문직위 필요

Ÿ 기능 강화
Ÿ 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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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구분
미디어팀

기능
Ÿ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Ÿ 유튜브 생방송
Ÿ 조례만화(영상 포함) 제작

사유
비고
Ÿ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사무 Ÿ 민간위탁
Ÿ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사무 Ÿ 민간위탁
Ÿ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사무 Ÿ 민간위탁

2.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 인력배분 분석

1) 인력배분 분석의 목적 및 체계

(1) 인력배분 분석의 목적

(부서별 인력배분의 형평성 확보) 직무분석은 진단대상 조직의 필수인력규모의
도출과 부서별 인력의 형평성 도출을 목적으로 함
직무분석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관리활동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추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직 내 부서 간 업무량의 형평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5-4] 인력배분분석의 목적

98∣효율적인 경기도의회 홍보시스템 구축방안

(인력재배분 대안 도출) 인력 재배분은 인력을 업무에 맞추어, 그리고 부서별
업무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재배치하는 것임
첫째 단계에서는 담당별 기능조사표(수행기능별 인력소요정도), 신규기능에 따
른 추가인력 수(사전조사 시 인력조정 근거내역자료, 수요도 조사결과, 담당별
기능조사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등을 참조하여 확정된 기구개편안을 토대로
재조정된 기능의 수행인력을 파악함
둘째 단계로는 진단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workshop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
에 대한 주관적 보완과정을 수행함
셋째 단계로는 전문가workshop에 의한 주관적 보완과정을 통해, 기본인력조정
안을 토대로 필수인력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 인력조정안을 작성함

(2) 인력배분 분석의 절차 및 방법

직무분석의 4단계는 준비 – 설계 – 자료수집 및 분석 – 최종결과 순임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 분석대상직무, 직무분석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
집할 정보의 종류 등을 결정함
제2단계는 설계단계로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을
결정함
제3단계인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에서는 직무요인 파악,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
의 재검토 및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함
제4단계에서는 최종결과로 부서별 인력운영현황(과부족인력 산출결과 등)을 제
시함

(필수인력규모 산출) 필수인력규모는 법적 규정시간의 근무를 토대로, 현재
업무량 대비 필수추가인력을 의미함
실제 총업무량과 법정근무일수로 조정한 1일 평균근무시간을 토대로 필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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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추정함
연평균 근무일수는 국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근무일수, 1일 평균근무시간은 일반
적으로 8시간을 적용함

[그림 5-5] 필수인력규모 산출방법

2) 인력배분 분석결과

필수인력규모 추정
언론홍보담당관실의 1일 평균 1인당 근무시간의 평균은 약 7.6시간임
- 언론팀의 연간 총업무량은 21,348.3시간이며, 1인당 1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7.8시간임
- 방송팀의 연간 총업무량은 11,485.4시간이며, 1인당 1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7.7시간임
- 홍보팀의 연간 총업무량은 14,632.7시간이며, 1인당 1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7.3시간임
- 미디어팀의 연간 총업무량은 14,742.5시간이며, 1인당 1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7.4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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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언론홍보담당관실 업무량 분석결과
팀
전체
언론팀
방송팀
홍보팀
미디어팀

1일 평균
휴식시간
(분)
33.1
30.0
38.0
34.3
30.0

총초과
근무시간
(시간)
5,843.9
1,951.9
1,908.0
1,035.4
948.6

부서
총 업무량
(시간)
64,502.4
21,851.5
12,189.2
15,189.1
14,742.5

1일 평균
업무량
(시간)
7.6
8.0
7.7
7.3
7.4

필수인력
규모
(명)
32.2
10.7
5.8
7.3
7.4

업무량을 기준으로 필수인력규모는 현원 33명보다 0.8명이 적은 32.2명임
- 언론팀의 현원은 11명이며, 과부족인력은 –0.3명이고, 필수인력규모는 10.7명으로 분석됨
- 방송팀의 현원은 6명이며, 과부족인력은 –0.2명이고, 필수인력규모는 5.8명으로 분석됨
- 홍보팀의 현원은 8명이며, 과부족인력은 –0.7명이고, 필수인력규모는 7.3명으로 분석됨
- 미디어팀의 현원은 8명이며, 과부족인력은 –0.6명이고, 필수인력규모는 7.4명으로 분석됨

(월간 업무량 편중도 분석)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서의 현원은 필수인력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력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단, 지방의회의 특성에 따른 월별 업무량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
- 언론팀의 연중업무량 편중도는 업무가 가장 많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업무량의 약
12.63%이며, 업무가 가장 적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 업무량의 6.31%로 업무량 편차
의 비는 2.0 수준임
- 방송팀의 연중업무량 편중도는 업무가 가장 많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업무량의 약
22.50%이며, 업무가 가장 적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 업무량의 2.50%로 업무량 편차
의 비는 9.0 수준임
- 홍보팀의 연중업무량 편중도는 업무가 가장 많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업무량의 약
11.13%이며, 업무가 가장 적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 업무량의 6.94%로 업무량 편차
의 비는 1.6 수준임
- 미디어팀의 연중업무량 편중도는 업무가 가장 많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업무량의 약
10.79%이며, 업무가 가장 적은 달의 업무량이 전체 연간 업무량의 5.75%로 업무량 편차
의 비는 1.9 수준임

업무량 편중도7)를 고려할 때, 방송팀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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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다른 팀의 업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언론팀의 월별 업무량 편중도에 따른 필수인력규모는 최대 10.3명, 최소 7.6명임
- 방송팀의 월별 업무량 편중도에 따른 필수인력규모는 최대 9.8명, 최소 2.4명임
- 홍보팀의 월별 업무량 편중도에 따른 필수인력규모는 최대 4.4명, 최소 3.7명임
- 미디어팀의 월별 업무량 편중도에 따른 필수인력규모는 최대 4.8명, 최소 3.8명임

[표 5-8] 언론홍보담당관실 업무량의 편차분석결과
팀

구분

전체
연간평균
언론팀 월간최대
월간최소
연간평균
방송팀 월간최대
월간최소
연간평균
홍보팀 월간최대
월간최소
연간평균
미디어팀 월간최대
월간최소

1일 평균
휴식시간
(분)
33.1
30.0
33.1
33.1
38.0
33.1
33.1
34.3
33.1
33.1
30.0
33.1
33.1

총초과
근무시간
(시간)
5,843.9
1,951.9
217.2
135.5
1,908.0
429.3
47.7
1,035.4
111.7
59.6
948.6
119.8
59.9

부서
총 업무량
(시간)
64,502.4
21,851.5
291.2
216.5
12,189.2
506.5
123.7
15,189.1
145.9
158.1
14,742.5
185.7
146.6

1일 평균
업무량
(시간)
7.6
8.0
7.5
5.6
7.7
13.0
3.2
7.3
4.4
3.7
7.4
4.8
3.8

필수인력 규모
(명)
32.2
10.7
10.3
7.6
5.8
9.8
2.4
7.3
4.4
3.7
7.4
4.8
3.8

3.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 조직 재설계

1) 조직재설계 원칙

(최소변경의 원칙) 조직의 변경은 조직구성원이 적응하기까지 효과적인 기능수
행에 한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재설계 대안 중 1개는 기구변경의
최소변경안을 반드시 포함함
7) 담당팀장이 응답한 월간 팀별 업무량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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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설계의 일반원칙) 계층제의 원리와 명령통일의 원리를 적용하여, 단선구
조의 계선조직으로 설계함
조직구성원은 상급자 1인으로부터 명령과 통제를 받으며, 보고의 의무를 지는
구조로 설계하여 보고체계의 다원화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과 비능률을 배제함

통솔범위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인지능력의 범위 내에서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조직설계 및 인력배분에 적용함
일반적으로 통솔범위는 조직의 성격, 직무의 성질, 감독자의 능력, 부하직원의
자질, 사기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지기도 하나, 본 과업에서는 3~5명의 부하
직원, 3~5개의 하위부서(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서별 배분된 기능의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 기능과 연계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구
성원간의 협업을 위한 조직 단위의 통합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유사기능 수행부서간 상급 부서(실･국) 설치, 실국장을 통한 1차 조정･통합 및
부시장의 기능을 통한 2차 조정 및 통합 체계를 기본적인 구조로 선정함

2)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재설계

(1) 대안 1

(대안 개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실의 기능특성을 고려하여, 언론매
체 중심의 조직과 언론홍보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분리함
언론홍보미디어담당관실(명칭변경)은 언론매체 중심의 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언론홍보콘텐츠담당관(부서신설)은 언론홍보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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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설계 및 기능배분) 언론홍보미디어 담당관은 매체를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여 미디어 기획팀, 영상미디어팀, 소셜미디어 팀 3팀을 설치함
미디어 기획팀은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주무팀으로, 계획수립, 과서무 등의 기능
과 더불어 구미디어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함
영상미디어팀은 뉴미디어 관련사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며, 뉴미디어와 관
련항 계획수립으로부터 인터넷 방송, 뉴스제작, 유튜브 운영, 영상촬영, 시설
및 장비 관리 기능을 소관함
소셜미디어팀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언론홍보매체에 관한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TV, 인턴넷 홈페이지 운영 등의 기
능을 배분함

언론홍보콘텐츠담당관은 언론홍보기능을 중심으로 콘텐츠기획, 홍보전략, 여
론조사 등 3팀을 설치함
콘텐츠기획팀은 주무팀으로, 계획수립, 과서무 등의 기능과 더불어, 홍보기획,
광고제작, 의회홍보물 심의, 의정포털 구축사업 등 기획･계획, 관리 기능을 중심
으로 배분하며, 다른 팀에서 소관하지 않는 기능을 배분함
홍보전략팀은 의회홍보의 실무･집행부서로서 의회브랜딩, 상징물개발관리, 홍
보행사, 홍보책자 및 정기간행물 발간, 의회역사관 견학운영, 홍보물･현황물 제
작, 의회홍보 만화제작 등 홍보집행 중심의 기능으로 배분함
여론조사팀은 정보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하여, 직접조사를 통한 정보의
수집(여론조사, 공론화조사, 만족도조사, 통계조사 등)의 기능과, 의정정보지원,
정보화위원회 운영, 의회도서관 운영,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문헌자료 및 디지털 자료의 관리기능을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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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언론홍보담당관실실 조직재설계 대안 1

(2) 대안 2

(대안 개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특성을 고려하되, 현재의 조
직구조에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언론홍보 기능의 특성을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으로 구분하고, 매체특성에 따라
구미디어 기능과 뉴미디어 기능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설계함
- 보도자료 작성, 정책설명 등의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해 알리는 기능을 공보기능으로 함
-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의 사항에 대해 알리는 기능을 홍보기능으로 함
- 공보와 홍보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함
- 또, 신규 매체, 양방향 소통에 관한 기능을 소관하는 조직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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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기능으로 현재 언론홍보담당관실실에서 소관하는 기능 중 정보에 관한
기능과 시설관리에 관한 기능을 소관하는 부서를 구분하여 조직을 설계함
- 현재의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의 관리에 관한 기능을 전문화함
- 현재의 방송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능을 별도의 부서로 설치함

(조직설계 및 기능배분) 현재의 1담당관 4팀으로부터 1팀을 증설하여 1담당관
5팀체제로 전환함
현재의 방송팀의 기능 중 시설 및 장비관리 기능을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함
현재의 문헌정보기능(도서관 운영)을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조
하고 의회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첫째, 언론팀은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주무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기획･계획 및 관리기능, 그리고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언론팀은 계획수립, 부서내 조직, 인사, 재무관리, 과서무, 그리고 다른 팀에서
소관하지 않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기능을 소관함
언론팀은 전통적인 언론 홍보 매체를 소관하며, 의회사무처의 공식적인 보도자
료 작성 및 배포, 언론사 관리, 출입기자 관리 등의 기능을 소관함

둘째, 홍보팀은 전통적인 언론홍보 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기능을 소관함
홍보팀은 전통적인 언론홍보 매체(공중파, 신문사, 광고판 등)를 활용한 의회홍
보를 담당함
홍보팀은 의정뉴스의 제작, 영상 및 도안 등 홍보콘텐츠의 제작,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 촬영, 홍보물 현황물 제작 등의 기능을 담당함
홍보팀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위촉, 의회역사관 견학운영, 경기도의회사연구
등의 기능을 소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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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뉴미디어팀은 현재의 미디어팀을 해체하고 신설부서로 설치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홍보수단을 통한 홍보 활동을 소관함
뉴미디어 팀이 소관하는 기능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통한 홍보기능임
홈페이지 관리운영, 전자게시판 관리 및 업데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기
능, 소셜TV 관련 기능을 소관함
이외의 기능으로, 의정홍보 만화제작 및 의회정기간행물 등의 전자매체를 통한
발간 등의 기능을 소관함

넷째, 정보팀은 의회도서관의 운영기능을 중심으로 문헌정보 및 전자정보에
관한 정보생성, 정보수집, 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주요기능으로 함
정보팀은 의회도서관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문헌정보의 관리와 문헌정보
의 발간(정기간행물 등 발간) 기능을 소관함
정보팀은 전자정보에 관한 기능으로써 데이터 베이스 구축, 아카이브시스템 운
영, 의정포털 1･2단계사업 등의 기능을 소관함

끝으로, 시설팀은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관리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부서
를 신설함

[그림 5-7] 언론홍보담당관실실 조직재설계 대안 2

제5장 경기도의회의 조직진단∣107

4. 경기도의회의 행정홍보 인력 재배분

1) 인력재배분 원칙

(부서별 업무량 균형의 원칙) 인력배분은 부서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우선기준으로 적용함
진단결과에 의하면, 1인당 1일 평균 업무량은 약 7.6시간으로 추정됨

1인당 1일 평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5%의 인력감원이 요구될 것으로
추정되나, 인력충원보다 부서간 업무량의 균형점 도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
을 재배치함
연간 부서별 평균업무량의 평탄화를 원칙으로 함. 다만, 회기별로 업무량 차이가
큰 의회사무처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월별 업무량 편중의 크기를 고려함

2)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인력재배분

(1) 대안 1

조직재설계 대안 1의 기능배분은 현재 부서의 기능을 크게 재편한 바, 이전부
서의 인력배분과 차이가 크게 발생함
매체중심의 기능을 배분한 언론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인력은 16명으로 배분하
고, 언론팀 6명(담당관포함), 영상미디어팀 5명, 소셜미디어팀 5명 등으로 재배
분함
기능중심으로 기능을 재배분 한 언론홍보콘텐츠담당관의 인력은 17명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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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콘텐츠기획팀 7명(담당관포함), 홍보전략팀 5명, 여론조사팀 5명 등으로
재배분함

제2안의 인력배분안은 과장급 직위의 관리자 인력이 1명 더 소요되는 바,
일선부서의 업무량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9] 언론홍보담당관실 인력재배분 대안 1
팀

이전부서

전체
(담당관포함)
언론홍보
미디어 담
당관

언론홍보콘
텐츠 담당
관

이전부서
필수인력규모

인력재배분

32.2

33

미디어기획팀

언론팀

10.7

6

영상미디어팀

방송팀

5.8

5

소셜미디어팀

미디어팀

7.4

5

콘텐츠기획팀

-

-

7

홍보전략팀

홍보팀

7.3

5

여론조사팀

홍보팀

-

5

(2) 대안 2

첫째, 언론팀의 인력은 현재 11명이며, 필수인력규모는 10.7명으로 추정된
바, 언론팀은 11명으로 인력을 배분함
과 주무팀으로서의 기능수행과, 언론팀의 기능의 중요성 및 향후 기능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홍보팀의 인력은 현재 8명이며, 필수인력규모는 7.3명으로 추정되는
바, 홍보팀의 인력은 9명으로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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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의 기능 재배분은 방송팀 소관기능 중 영상촬영, 사진활영 등의 기능을
이관하는 바, 방송팀의 인력 중 2명을 홍보팀으로 재배치하고, 홍보팀의 인력
중 1명은 정보팀(도서관)으로 재배치함

셋째, 뉴미디어팀은 미디어팀의 기능 중 전통미디어 기능을 언론팀으로 이관하
는 바, 추정된 필수인력규모 7.4명을 고려할 때 6명으로 배분함
넷째, 정보팀은 홍보팀의 도서관 운영기능을 중심으로 정보화 기능을 이관하여
신설한 부서로 최소 부서 인력인 4명을 배분함
정보팀은 신설팀으로 홍보팀으로부터 분리하는 바,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인
력을 배분함

끝으로, 시설팀은 방송팀의 기능 중 방송제작 및 사진활영 등 소프트웨어 측면
의 기능을 제외한 장비의 유지･보수･관리 기능만을 소관함
시설팀의 인력은 방송팀의 인력 6명 중 홍보팀으로 재배치한 인력 2명을 제외한
4명으로 배분함

[표 5-10] 언론홍보담당관실 인력재배분 대안 2
팀
전체
(담당관포함)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정보팀
시설팀

이전부서

언론팀
홍보팀
미디어팀
홍보팀(도서관)
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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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서
필수인력규모

인력재배분

32.2

33

10.7
7.3
7.4
5.8

11
9
6
4
4

06
경기도의회의 효율적인
홍보전략 제시
G

1. 경기도의회의 구미디어 홍보전략

y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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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기도의회의 효율적인 홍보전략의 제시
1. 경기도의회의 구미디어 홍보전략

1) 구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의 기본방향

최근 사회는 스마트폰, 태플릿PC, SNS 등이 생활화하면서 사람, 사물, 공간
등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계되는 초연결사회로 전환됨으로써 정보의 생성,
수집, 공유 및 활용되는 사회로 급변함
초연결사회의 등장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등 구미디어 매체에 의한 일방적인 소통
체계에서 현재는 SNS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체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임
정책홍보도 초연결사회의 등장으로 쌍방향 소통이 보편화되면서 공공기관이 국민
들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입안/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

경기도의회의 홍보를 위해 구미디어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도의회의
홍보목적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회의 홍보 목적 및 목표가 명확해지면 구 미디어 언론매체 각각의 기능
과 역할, 특성을 기반으로 구미디어 언론매체 활용전략을 구상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도의회의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합
한 구미디어 매체를 탐색하고, 비용과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러한 행정홍보 과정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구미디어 홍보 전달매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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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구 미디어 매체 이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은 고령층의 열독률(16.9%)
및 열독시간(5.2시간)이 높게 나타났고, TV 프로그램을 매일 이용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68.4%로 나타났고, 고령층일수록 TV
프로그램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종이신문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인터넷 이용률은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상승한 반면,
PC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고령층(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61.8%로 20-50대의 이용률(90%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모바일 인터넷의 20-40대 이용률은 50%대, 50대 이상
은 30%대 이하로 나타남(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구미디어 행정홍보 전달매체의 이용률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경기도의회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을 계층별･지역별･연령
대별로 세분화된 그룹의 선호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홍보의 기본방향을 설정
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회 행정홍보 기본방향은 ⅰ)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ⅱ) 구미디어를 통한 정책 신뢰도 및 이해도 제고, ⅲ) 행정홍보 유관 부서
간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ⅳ) 공격적 홍보를 통한 도의회 위상 강화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로 정책 공감대 확산) 구미디어 홍보 강
화와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함
(구미디어 언론 매체와의 적극 소통으로 정책 신뢰도 및 이해도 제고) 종이신문,
TV 및 인터넷 등 구미디어 매체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경기도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함
(행정홍보 유관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효율성 극대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홍보 과정의 각 단계별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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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회가
입안한 정책의 가치 제고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함
(공격적 홍보를 통한 한국의 선도적 의회로서 위상 강화) 경기도의회가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공간적 영역을
경기도 전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홍보를 활성화
하여야 함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미디어 홍보가 경기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경기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정책입안, 집행 및 정책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SWOT분석과 시장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홍보전략(customized PR
strategy)을 수립하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구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방안

(1) 수도권 대상으로 first mover 홍보방안 채택

경기도의회가 추종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우리나라의
허브 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홍보전략에서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현존하는 구미디어 매체 홍보 중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옥외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의 공간적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한국의 중심의회로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우선, 서울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초록색 버스와 파란색 버스)와 광역버스를
통해서 노출되는 버스TV광고, 즉 얍티비(YAPTV) 광고(서울시 버스 6천여 대
설치된 서울버스 TV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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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선도적 역할과 선진 경기도의회의 긍정적 이미지 및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지역은 G버스 광고는 현재 8개월간 버스 8천 대를 대상으로 자막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전 지역에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홍보를 위해
이를 확대하여야 함
즉,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G마크 표기)와 광역버스(10,500
대)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옥외광고를 통해 경기도의회 홍보를 확대해야 함
행정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과 관련이 있는 특정 지
역을 통과할 때만 홍보가 방영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홍보가 노출되지 않는
타겟팅 광고방식(targeting PR style)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 동영상의 AVOD 시장 적극 활용

국내의 인터넷 동영상 시장 규모(2020)는 약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한 것으로 추정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3.7%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임
특히, 국내 인터넷 동영상 시장 등장은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시장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2021년
AVOD 시장은 전체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경기도의회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
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회의 홍보예산
총액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증대시켜야 함
경기도민 수용자 맞춤형 홍보를 위해, 인터넷 동영상의 AVOD 시장(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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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도의회 홍보 보도자료/신문기고 도민 공모전

공공기관의 행정홍보 목적은 소통, 정보제공, 이해와 관심 유도, 편견 극복,
공감대 형성 및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있음
이러한 행정홍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구미디어 매체의 단점을 극복
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의회의 행정
홍보 보도자료 및 신문기고를 도민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
할 필요가 있음
즉, 도의회의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 확정단계까지 단계별로 도의회 정책
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해도 증진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도의회의
각 정책입안을 도민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신문기고를 하는 공모전을 개최함
공모전 개최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유도, 정보 확인, 편견
극복, 도민 공감도 형성과 쌍방향 소통 등과 같은 도의회의 행정홍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도의회는 대체로 경기도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뉴스를 스스로 생성하여 보도자
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함
언론사는 모든 보도자료가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
서 도의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게재함
구미디어 홍보매체인 인쇄매체(신문/잡지) 등은 일방향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므
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신문기고 및 보도자료를 도민 공모를 통해서 수집함
으로써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함
도의회 홍보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실은 쌍방향 소통을 위해 청년층의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도의회 행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요령을 공지하고,
보도자료 및 신문기고 공모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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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업적 홍보 거버넌
스 체계 구축

도의회 정책은 경기도 지역의 다양한 생활권과 31개 지자체 등과 밀접한 연계
관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행정홍보를 위해서는 경기도 소재 기초지자체들과
의 협업적 홍보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
경기도 도민이지만 기초지자체에 속해 있는 도민은, 경기도 전반의 정책보다는
수용층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과 연관이 있는 정책에 관심이 더 큼
이러한 이유로 도의회는 경기도 소재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회 등 정책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적 홍보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즉, 월간 기초지자체/종이 소식지, 주간/e-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고, 동시에
주민자치 모임을 통해 도의회의 행정홍보를 활성화하여, 경기도의회와 특정 기
초자치단체에 대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행정홍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히, 융･복합화 된 현대사회구조는 일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연계
된 것들이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관내 31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된
세밀한 행정홍보가 필요함
즉, 정책에 관련된 경기도의회 내 연관 부서나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 조직
간의 연결과 함께, 정책 분야별 연계를 통한 홍보가 필요함

도의회에 행정홍보 마케팅을 전담하는 부서는 행정홍보의 테마별로 연관이
있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유관 공공기관들과의 효율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경기도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및 지역정체성과 충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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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의회 옥외광고에 우정사업본부 네트워크의 전방위 활용

도의회의 홍보활동에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우정사업본부의 옥외광고 네
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홍보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부 부처의
행정홍보에 효과적인 매체인 TC/라디오. 온라인/SNS, 옥외/교통, 신문/잡지,
행사/이벤트, 홍보물 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정부 부처 행정홍보에 있어 구미디어 매체 중 신문/잡지 매체보다 더 효과
적인 매체로 나타난 옥외/교통 매체에 관한 관심이 저비용/고효율 홍보효과 측
면에서 증대하고 있음

경기도는 전국에 도의회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홍보 모두에 활용할
수 있고, 제한적인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우정사
업본부의 전국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전국적으로 교통요지에 소재하고 있는 총괄우체국에 옥외 매체 중 관심도가 높
은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경기도 소재 총괄우체국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점차 전국 단위로
확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기타 대안으로는 총괄우체국의 우편 인프라, 즉 우편차량(스타럭스, 1톤 탑차
및 2.5톤 탑차 등)에 외부래핑 필름을 부착하여 차량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
의 옥외광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자동차 래핑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노출 빈도가 높아 실제 광고효과도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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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한 행정홍보를 위해 각 주거유형 점유율을 고려한 홍보방안 강구

현 도의회 행정홍보는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머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는 형평성에 걸맞지 않은 불평등한 행정홍보방안을 시
행하고 있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가구는 1,166만 가구(62.9%)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단독주택 가구는 412만 가구
(21.0%), 연립/다세대 주택 275만 가구(14.9%), 비거주용 22만 가구(1.2%) 등
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행정홍보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위한 행정홍보를 확대해서 시행
하기 위해 이들 거주유형에 대한 홍보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인 1인 가구(31.7%), 다문화가구(37만 가구, 1.8%;
총인구 2.1%)들을 위한 행정홍보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함
사회적 소외계층인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와 함께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공정한 행정홍보를 위해 각
주거유형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에 비례하여 홍보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7)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홍보전략

도민이 도의회에서 입안한 정책을 쉽게 기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
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홍보전략이 필요함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
는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고, 기억나게 하며 정서적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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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니고 있음

도의회에서 입안한 정책의 홍보목적은 메시지 전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
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임
스토리텔링은 도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머릿속에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그림
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으므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홍보전략이
필요함

도의회의 홍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스토리(brand story)를 제작
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 3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홍보 기획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활용하여야 함

(8) 구미디어 매체에 대한 시장세분화 맞춤형 홍보전략 필요

구미디어 매체(신문, TV, 인터넷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할 경우, 경기도민
의 특성, 관심 정책분야 및 주 이용 매체를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용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세대별) 행정홍보의 수용층은 소득 계층별･연령대별로 분류하여, 각 계층/세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홍보를 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경기도민 수용층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입안한
정책내용, 정책대상자 및 도민의 언론매체 이용행태 등을 기반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임
- 즉, 행정홍보 수용층인 도민의 연령대와 소득 수준 등으로 시장세분화를 통해 선호하는
구미디어 언론매체와 이용 빈도수가 상이하므로, 행정홍보 담당자들은 행정홍보 수용자들
이 홍보내용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구미디어 언론매체를 선별하여 행정홍보 분야를 고려해
행정홍보활동을 함으로써 행정홍보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별) 도의회는 경기도 소재 31개 기초자치단체로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모든
지역과 경기도민들에게 공정/공평하게 행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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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생활권별 홍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 또는 6개 생활권역별로 유기적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
템(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구축을 통해 선순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언론매체별) 언론매체별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매체 특성을 고려해
행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즉, TV, 신문 등에 경기도 정책에 대한 기획 보도와 정책의 세부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은 인터넷･대중교통･현수막 광고 등을 통해 현존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미디어 매체의 이용자 시장세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정책입안자의 일방적인 홍보 시스템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이 필요함
- 도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도민 정책수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수렴하는 선순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9) 기타 홍보 방안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점자 소식지와 어린이 신문을 발행함
도의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어린이 등에게 적합한 언론매체인 점자
소식지와 어린이 신문 등을 발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그룹들과 행정홍보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함
도 소재 대학･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그룹들과
행정홍보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경기도민들에게 정책사업 및 프로그
램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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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문가 그룹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입안에 관한 개선점, 효
율적 정책입안과정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민 참여형 행정홍보) 도의회는 인구특성과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행정홍보 수용층인 경기도민과 관련된 SWOT분석과 시장세분화 자료를 분석
함
도민의 각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방법을 통해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도민의 민의를 반영
하는 경기도민 참여형 행정홍보가 필요함

(청년층 대상으로 도의회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도 거주 청년층을 대상
으로 도의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도의회 정책입안
에 참신한 의견을 수렴함
나아가, 도의회와 청년층 간 소통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구미디어 언론매체가
지닌 한계점을 극복함

(구미디어 매체 홍보자료의 모니터링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구미디어 언론
매체의 단점 중의 하나인 일방향 소통문제(one-way communication
problem)를 보완하기 위해 신문기사, 방송뉴스 및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기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각종 구미디어 매체에 보도된 행정홍보 내용을 취합/분석을 통해 여론을 수렴
해, 정책입안과 정책 평가과정에 피드백(feedback)한 모니터링(monitoring)
자료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 및 현안 대응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미디
어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 및 활용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기 위해 분기별 연 4회 홍보 웹툰을 제작함
도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도의회의 행정홍보를 전달하기 위해 웹툰(webtoon)
제작이 필요함
단, 웹툰 제작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회의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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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가는 콘티를 짜고, 작화
와 채색을 진행하며 큰 틀을 짤 필요가 있음
웹툰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의회의 행정홍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임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행정홍보 대사 임명) 도의회가 입안한 정책의 대상자인
도민을 행정홍보의 대사로 임명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민 참여형 행정홍보대사제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
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효율적인 행정홍보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동시에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정책을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입안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소결

최근 초연결사회의 등장으로 행정홍보도 쌍방향 소통이 보편화되고 있음
자치단체가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입안/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트렌드
가 변화하고 있음
구미디어 매체 이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미디어 행정홍보 전달매체 이용률
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미디어 매체가 중요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구미디어 매체의 포괄 홍보 전략) 경기도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중요성
및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의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자 홍보
전략과 구미디어 매체에 대한 시장세분화 맞춤형 홍보전략의 채택이 필요함

124∣효율적인 경기도의회 홍보시스템 구축방안

구미디어 매체 홍보방식을 추종자 전략(fast-follower strategy)에서 지역 타겟
팅 광고방식(targeting PR strategy)의 선도자 전략(first-mover strategy)으
로 전환하고, 현존하는 홍보 전략의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 및 수도권 전 지역으
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구미디어 매체(신문, TV, 인터넷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할 경우, 경기도민
의 특성, 관심 정책분야 및 주 이용 매체, 지역별, 세대별 등 시장세분화를
통해 수용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신문/잡지)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도의회 홍보 보도자료/신문기고, 도민 공모
전이 필요함
(TV/라디오)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TV/라디오 행정홍보 대사 임명이 긴요
함
(옥외광고) 타겟팅 광고방식(targeting PR style)의 선도자 홍보전략, 도의회
옥외광고에 우정사업본부 네트워크의 전방위 활용이 필요함
(인터넷) 경기도민 수용자 맞춤형 홍보를 위해, 인터넷 동영상의 AVOD 시장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적극 활용이 긴요함
(기타) 도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업적 홍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정한 행정홍보를 위해 각 주거유형 점유율을 고려한 홍보전략, 스토리텔
링 기법을 활용한 홍보전략, 분기별 연 4회 홍보 웹툰 제작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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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구디미어 매체 홍보전략
구분

홍보전략
구미디어 매체에 대한 시장세분화
맞춤형 홍보전략 필요
전체
구 미디어 매체 추종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 홍보 전략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도의회 홍보 보
신문/잡지
도자료/신문기고 도민 공모전
TV/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도민 정책홍
라디오 보 대사 임명
부문별
매체

옥외
광고

인터넷

기타

Ÿ
Ÿ
Ÿ
Ÿ

Ÿ
타겟팅 광고방식(targeting PR style)
의 선도자 홍보 전략
Ÿ
Ÿ
경기도의회 옥외광고에 우정사업본부
Ÿ
네트워크 전방위 활용
인터넷 동영상 AVOD 시장 적극 활용

Ÿ

도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 유관기관 Ÿ
과의 협업적 홍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Ÿ
공정한 행정홍보를 위해 각 주거유
형 점유율 고려 홍보전략
Ÿ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홍보전략
분기별 연 4회 홍보 웹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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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주요내용
구 미디어 매체의 이용자 시장세분화를 통해 세대별･지역별･구 미디어 언론매체별로 수요자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정책입안자의 일방적인 홍보 시스템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필요
추종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우리나라의 허브 의회로 도약하기
위해, 홍보의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장
쌍방향 소통을 위해 청년층의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요령을 공지하고, 보도자료 및 신문기고 공모전 추진
경기도민 참여형 행정홍보대사제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효율적인
정책홍보 마케팅 효과
서울 운행 시내버스(초록색･파란색 버스)와 광역버스를 통해서 노출되는 버스TV광고, 즉 얍티비
(YAPTV) 광고(서울시 버스 6천여 대 설치된 서울버스 TV광고)가 필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G마크 표기)와 광역버스(10,500대)에 옥외광고를 통해
홍보범위를 전 지역 확대
전국 교통요지 소재 총괄우체국에 옥외 매체 중 관심도가 높은 전광판 설치방안 고려
총괄우체국의 우편차량(스타럭스, 1톤 탑차 및 2.5톤 탑차 등)에 외부래핑 필름을 부착
하여 차량을 통한 옥외광고 필요
경기도민 수용자 맞춤형 홍보를 위해 인터넷 동영상의 AVOD 시장(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적극 활용
경기도의회 행정홍보 마케팅 전담부서는 행정홍보의 테마별로 연관이 있는 경기도, 경기
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유관 공공기관들과의 효율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 주택 등)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위한 행정홍보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거주유형에 대한 홍보비용 책정 필요
사회적 소외계층인 1인 가구(31.7%), 다문화가구(37만 가구, 1.8%; 총인구 2.1%)들을
위한 행정홍보에 대한 배려
브랜드 스토리(brand story) 제작과 스토리 3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홍보 기획자를 고용하여 활용
경기도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도의회의 정책홍보를 전달하기 위해 웹툰 제작

2. 경기도의회의 뉴미디어 홍보전략

1)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의 기본방향

도의회의 뉴미디어 홍보의 과정은 ⅰ) 협력, ⅱ) 연결, ⅲ) 맥락, ⅳ) 스토리텔링
등으로 분류됨
(협력) 도의회의 내부조직 간 연계･협력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콘텐
츠를 생산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함
(연결) 도의회의 홍보콘텐츠 제작 시점에 주민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함
(맥락) 도민이 필요로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맥락에 맞게 구성하되, 뉴 미디어의
유형에 맞는 형태로 제작함
(스토리텔링) 도의회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단순한 사실정보의 전달 뿐만 아니
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뉴미디어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홍보영역은,
첫째로 컴퓨터 기반의 네트워크로부터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음
방송, 인쇄, 디지털, OOH(Out of Home) 등 주요 매체별 광고(홍보)시장의
사례에서 디지털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4년 26.8%에서 2016
년 2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디지털 부문 중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의 광고(홍보)시장 구성비는 2014년
18.5%, 2015년 16.0%, 그리고 2016년 14.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이와 다르게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의 광고(홍보)시장의 구성비는 2014년 8.3%,
2015년 11.9%, 2016년 13.9%로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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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매체별 광고시장
(단위: %)

성장률

팀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9.9

10.9

4.6

26.8

28.0

28.8

검색광고

-7.0

-7.5

-7.2

12.2

10.6

9.7

노출광고

-6.4

-8.4

-3.1

6.3

5.4

5.2

소계

-6.8

-7.8

-5.8

18.5

16.0

14.8

검색광고

59.6

47.5

17.7

4.5

6.2

7.2

노출광고

118.8

58.5

19.7

3.8

5.7

6.7

소계

82.4

52.6

18.7

8.3

11.9

13.9

계
컴퓨터

모바일

구성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가 주요정책 광고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둘째, 전통적인 홍보 매체의 활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홍보매체의 활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또한, 전통적인 홍보매체의 활용방식도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
례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중심의 홍보로부터 콘텐츠 중심의 홍보로 전환되고
있음
- 전통적인 홍보매체로서 방송 미디어는 주요 홍보매체로서 기존의 지상파 TV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IP TV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함
- IPTV는 2014년도 67.1%성장을 비롯하여 2015년도 26.1%, 2016년도 13.0% 등의
성장률을 나타냄

셋째,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은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으로 분류됨
우리나라의 SNS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네이버 밴드가 1,657만명, 인스타그램
1,165만명, 카카오스토리 976만명, 페이스북 936만명, 네이버 카페 509만명,
틱톡 304만명 등으로 조사됨(모바일인덱스, 2020)
연령별로, 10대는 페이스북, 20대와 30대는 인스타그램, 40대 이상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닐슨 코리안클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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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국내 소셜미디어 연령별 월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자료 : 닐슨 코리안클릭(2020). “2020년 1분기 포털 & SNS 보고서”.

끝으로,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임
이용자 수 측면에서의 주요 광고 매체와 더불어, 이용자의 사용시간의 측면에서
유튜브는 주요 광고 매체가 됨
- 사용 시간의 긴 플랫폼은 2019년 현재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네이버 순으로 조사됨(와
이스앱8), 2019)

전통적인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의 활용
과, IPTV의 확산에 따른 유튜브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와 같은 뉴미디어 홍보의 확산 추세 속에서, 도의회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8) “https://www.wiseapp.co.kr/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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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방안

(1) 유튜브

(도의회 유튜브 현황) 도의회 유튜브는 교육정책토론회, 정책토론대축제, 정책
편의점, Shorts, 조례탐구생활, 의정이슈, 의회라이프, 의회라이브, 만화조례,
의회존, 이벤트, 의정뉴스 등 총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도의회 유튜브 채널 ‘e-끌림’의 조회 수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96,931회
이며, 최근의 동영상 조회수는 최대 1.2만회(Short: 귀염둥이 소원이의 점프실
력)이며, 대체로 100회 내외(의정이슈 월평균 약92회, 의정뉴스 일평균 약 12회
등)의 조회수를 기록함
도의회 유튜브 채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연동하여 운영됨
- 도의회 페이스북으로 접속하여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됨
- 대체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매체별 특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유튜브 홍보전략 1 : 프로슈머의 적극적 활용) 프로슈머란, 일반소비자보다
더욱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소비자임(Toffler9), 1980)
일반적으로 프로슈머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강요당한 수동적 소비자가 앞으로
는 신제품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의 선호나 요구를 직접적으로
시장에 적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프로슈머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참여하거나, 실제 자신이 스스로 생산활동
을 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양한 이유
로 프로슈머가 되기도 함

프로슈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함
9)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BAN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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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해당 이슈에 대해 정확한 판단 또는 바람직한 방향(또는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임

둘째, 프로슈머는 전문성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신뢰성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도의회 유튜브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타당성을
인식시키는 능력임

셋째, 프로슈머는 인터넷환경의 발달에 따라 활동이 확대된 바,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전략의 핵심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집단지성으로서 일반대중들이 서로의 지식
과 정보를 편하고 손쉽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이 발생하고, 집단지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인터넷 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제공
되는 정보는, 정책소비자가 또 다른 정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도의회
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용이함

이와 같은 측면에서, 프로슈머를 활용한 도의회의 홍보전략은 정책소비자로서
도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홍보전략의 이행을 위한 홍보매체로서 유튜브를 적극
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긴요함
구체적으로, 도의회 유튜브의 콘텐츠 제작에서 도의회 내부 구성원으로 콘텐츠
를 제작하기보다는 주민의 참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도의회 유튜브의 제작에서 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근거, 즉 입체적인 시각
에서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콘텐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
람직함

(유튜브 홍보전략 2 : 유튜브 광고 활용) 공공부문의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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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을 발굴하는 것은,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유튜브 광고유형으로 범퍼 광고, 트루뷰 인스트림, 오버레이형 광고, 아웃스트
림 동영상 광고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범퍼광고는 다른 유튜브 동영상의 상영 전에 약 6초간의 동영상으로 삽입되는
광고 형태로 중간에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이며, 짧고 명료한 광고영상의 제작이
긴요하며, 6초 이상의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 트루뷰 인스트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트루뷰 인스트림은 가장 보편적인 유투브 광고유형으로, 다른 동영상의 상영
전 또는 상영 중에 ‘5초 건너뛰기’ 버튼과 함께 노출되어 모든 홍보영상이 재생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6초 이내에 홍보의 주요 내용을 담는 것이 긴요함
오버레이형 광고는 다른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가로형 배너를 삽입하는 광고형
태로, 배너를 클릭하면 도의회 홍보채널로 연결되도록 함
아웃스트림 동영상 광고는 도의회의 홍보 동영상을 뉴스기사(홍보 동영상과 뉴
스의 맥락이 통함)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사이에 포함된 유튜브 화면을
스크롤로 지나갈 때 도의회 유튜브 동영상 홍보가 플레이되는 방식임

(유튜브 홍보전략 3 : 유튜브 채널 운영관리 전략) 유튜브 채널의 운영은 도의
회의 브랜드 관리, 이용자와의 연결, 도의회 의정활동 콘텐츠 관리 등으로
관리분야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함
첫째, 도의회의 브랜드 관리 분야의 주요 세부관리 항목은 콘텐츠 게재유형,
콘텐츠 품질관리, 콘텐츠 유형분류, 썸네일 제작 등임
도의회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게재유형은 실시간 스트리밍형과 녹화본 방영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실시간 스트리밍은 의정활동 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
회 운영 실황중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녹화본 콘텐츠의 업로드 주기는 최소 주 1회 이상으로 설정하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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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가 ‘구독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긴요함
이슈가 생길 때, 수시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구독자가 알람을 받아 볼 수 있도
록함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도의회의 유튜브채널을 주채널과 옴니채널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주채널을 동영상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옴니채널은 인스타
그램, 네이버밴드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임
도의회 로고를 썸네일로 제작하여 도의회 홍보자료임을 밝히되, 홍보 동영상의
유형을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유형별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효과적임

둘째, 도의회 유튜브 홍보와 이용자의 연결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의 전달과, 주민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용자와의 연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콘텐츠 제작에서 프로슈머를
활용하는 것과, 댓글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임
유튜브 홍보 동영상의 노출빈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다른 유관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도의회 유튜브 홍보 동영상과 인스타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되, 이 것들 이외의
너무 많은 플랫폼의 연계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페이스북 운영은 전반적인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인스타그램으
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함

셋째, 도의회 의정활동 콘텐츠의 상품성 관리는 화질, 품목, 레이아웃, 자막,
평균재생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화질은 1080p60(HD급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일반적임
품목은 상임위원회 별로 1개씩의 동영상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되,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보 동영상은 콘셉트와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며, 홍보동영상의 시청자가 기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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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은 적절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자막 등)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급적 3분 이내의 분량으로 제작하고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분량이 적절함

(2) 인스타그램

(도의회 인스타그램 운영 현황) 인스타그램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2021년 10월 현재 게시물 243개, 팔로워 1만명, 팔로우 888 등으로 운영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근 게시물별 ‘좋아요’ 클릭 건수는 ‘소원이와
함께하는 가을맞이 팔로우 이벤트’의 1,500여건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의 도의회 인스타그램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도
의회 인스타그램 자체를 홍보하는 단계로 홍보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인스타그램 홍보전략 1 :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 게시) 현재 뉴미디어 홍보매체
중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활용이 위축되는 이유로 정보전달의 매체가 문자에서
이미지로 전환되는 변화가 지목됨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보다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에 더욱 적극적임
2019년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이상으로, 현재의 도의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여명의 10배 이상을 확보함
서울시는 이미지 중심의 정보전달방식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카드뉴스, 외국
인 여행객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함
정보수용자의 문자해독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함

이에 따라, 도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짤막한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미
지로 게재하는 방식의 확대가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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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의정활동 등 도의회가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자보
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긴요함
주요 이슈에 대해 해시태그를 달아 검색에 노출되는 빈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동영상으로 제작된 정보는 유튜브를 우선 활용하되,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함

(인스타그램 홍보전략 2 : 권위와 격식보다는 접근성 우선 전략) 첫째로, 인스
타그램을 통한 홍보는 이미지 중심의 직관적인 형태로 구성된 메시지를 전달하
는 바, 권위적인 이미지 또는 있는 이미지보다 친근한 이미지의 활용이 긴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캐릭터의 활용을 지속하되, 가급적 많은 캐릭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에서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의 제작이 긴요함(현재의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는 청소년관람불가 드라마를 활용한 이미지이므로, 청소년의 접근을
배제함)
이미지 구성을 위한 캐릭터 발굴과 더불어, 캐릭터의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명명
하는 것이 긴요함

둘째,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별 이미지는 12개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인스타그램의 최대 장점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의미를 인식할 수 있
도록 구성하는 것인 바, 너무 긴 이미지의 제공은 역효과를 발생시킴
인스타그램은 3열 그리드 형태로 구성되므로, 3열 그리드가 4회 이상 전환되는
것은 독자가 인식하는 데 유용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5개 이상을 넘기지 못하며, 3~4개 정도로 분할하여
기억하는 바, 3열 그리드 4회 전환으로 구성하는 12컷 이미지를 최대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은 법적 책임과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친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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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친근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긴요함
인스타그램을 통한 댓글 소통은 격식보다는 친근함을 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다만, 친근함을 추구하더라도, 공공부문으로서의 법적책무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함

이에 따라, 댓글 응대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인
스타그램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인스타그램 운영관리 전략) 인스타그램의 운영은 도의회의 브랜드 관리, 이용
자와의 연결, 도의회 의정활동 콘텐츠 관리 등으로 관리분야를 구분함
첫째, 도의회의 브랜드 관리 분야의 주요 세부 관리 항목은 콘텐츠 게재유형,
콘텐츠 품질관리, 콘텐츠 유형분류, 썸네일 제작 등임
도의회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게재유형 중 실시간 스트리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
나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이 필요한 경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채널간 아웃스
트리밍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스타그램의 콘텐츠의 업로드 주기는 최소 주 1회 이상으로 설정하되, 도의회
의정활동 주기에 따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필요
함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품질관리는 요구되지 않으며, 해시태그를 통해 노출빈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이벤트 관리 수준이 적절함

둘째, 도의회 인스타그램 홍보와 이용자의 연결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 주민들과 공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용자와의 연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콘텐츠 제작에서 프로슈머를
활용하는 것과, 댓글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임
유튜브 홍보 동영상의 노출빈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해시태그 달기 이벤트
등 해시태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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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채널을 연계하여 운영하되, 너무 많은 플랫폼의 연
계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페이스북 운영은 전반적인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네이버 밴드
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함

셋째, 도의회 의정활동 콘텐츠의 상품성 관리는 화질, 레이아웃, 자막, 게시물
의 길이 등을 결정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화질은 True Color급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일반적이므
로, 상임위원회별로 1개씩의 이미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되, 주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보 이미지는 적절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자막, 댓글 등)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
적이며, 가급적 9컷 이내의 분량으로 제작하고 최대 12컷을 넘지 않는 분량이
적절함

3) 소결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도의회 홍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집중하는 전략
이 바람직함
유튜브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와 모바일 네트워크 모두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매체이며,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매체임
현재 도의회에서 운영중인 여타 매체(예 : 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과감하게 폐쇄
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매체를 단순화하여 적절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
작하는 것이 효율적임

그리고 도의회 홍보를 위한 주요 채널은 유튜브로 활용하고, 인스타그램(40대
이상을 위한 네이버밴드)은 옴니 채널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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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미디어의 다양한 매체를 모두 연계하기보다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
로 연계하여 홍보채널을 구성하고, 다른 매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연결
되도록 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함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연계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폐지하며, 네이버 밴드
는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이 외의 다른 뉴미디어 매체들은 이용자가 접속할 경우,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으로 접속페이지가 이동하도록 설정하여 운영함

(1) 유튜브 홍보전략

(프로슈머의 활용) 지방자치 분야,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일반인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가 긴요함
전문성을 갖춘 도민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채널)을 제공하는 방식으
로 운영이 필요함
도의회 내부 구성원에 의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
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활용함

(유튜브 광고의 적극적 활용) 유튜브를 통한 도의회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유튜브 구독자의 확보가 필요함
도의회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튜브 채널을 광고하는 것이
긴요함
유튜브 채널의 광고를 위해 유사한 분야의 유튜브 콘텐츠에 경기도의회 유튜브
광고를 삽입하는 범퍼광고, 인스드림 광고, 오버레이형 광고 제작이 필요함

(유튜브 채널의 운영) 유튜브를 통한 도의회 홍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콘텐츠
업로드가 긴요함
정기적인 콘텐츠 업로드 이외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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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활용한 도의회의 홍보를 위해, 약 3분 내외의 동영상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가
바람직함

(운영관리 전략) 도의회 유튜브 홍보와 이용자의 연결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 주민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용자와의 연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콘텐츠 제작에서 프로슈머를
활용하는 것과 댓글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임
유튜브 홍보 동영상의 노출빈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다른 유관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도의회의 브랜드 관리 분야의 주요 세부관리 항목은 콘텐츠 게재유형, 콘텐츠
품질관리, 콘텐츠 유형분류, 썸네일 제작 등임
도의회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게재유형은 실시간 스트리밍형과 녹화본 방영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실시간 스트리밍은 의정활동 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
회 운영 실황중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녹화본 콘텐츠의 업로드 주기는 최소 주 1회 이상으로 설정하되, 유튜브
접속자가 ‘구독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필요함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제작함
상임위원회별로 1개씩의 동영상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되, 주 1회이상 정기적으
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인 홍보영상의 제작 및
업로드 후, 구독자에게 알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함
-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의 화질은 1080p60(HD급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일반적임

(2) 인스타그램 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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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심의 홍보) 홍보 콘텐츠의 제작은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인 바, 연속된 짧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도의회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9컷~12컷 내외의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함
인스타그램은 홍보내용에 대해 3~4개 섹션으로 구분하고, 각 섹션별로 3컷 이
내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노출빈도의 확대를 위해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핵심단어(keyword) 추출 및 선택을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적절한 해시태
그 단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접근성을 우선순위에 둔 콘텐츠 제작) 도의회의 대표 캐릭터의 활용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현재 활용하고 있는 캐릭터의 활용을 지속하되, 가급적 많은 캐릭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긴요함
캐릭터의 활용 및 이미지의 구성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캐릭터와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19금 제외, 차별요소 제외 등)

양방향 소통에서 권위와 품위를 확보와 더불어, 친근한 표현의 발굴이 긴요함
이미지와 더불어 이미지에 포함되는 메시지의 표현에 있어서 권위와 품위를 갖
춘 가운데 친근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양방향 소통을 위한 댓글 작성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맥락
을 이해하는 가운데 적절한 단어로써 친근감 있는 표현이 긴요함

(운영관리 전략) 유튜브를 주 홍보채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람을 설정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정기적인 홍보영상의 제작 및 업로드 후, 구독자에게 알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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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압축된 홍보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예 : 카
드뉴스)로 제작하여 제공하되,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네이버 밴드에도 동일한
내용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표 6-3] 뉴미디어 매체 활용방안
구분

홍보전략

유튜브
인스타그램
비고
Ÿ 구독자 확보 : 도의회의 의 Ÿ 해시태그 활용 : 키워드 중심 Ÿ 정기적인 콘텐츠의
정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의 해시태그 선정으로, 검색 업로드가 필요
중심으로 5~6초 분량의 광 을 통한 접근의 확대 추진
고를 적극 활용
Ÿ 로고와 썸네일 제작

Ÿ 프로슈머 활용 : 동영상 콘 Ÿ 이슈별 홍보내용을 3~4개 섹 Ÿ 상임위원회별 콘텐
텐츠 제작에 지역 내 전문 션으로 구분하고, 한 섹션당 츠 제작
가의 참여 확대
3컷 이내의 이미지로 구성 Ÿ 콘텐츠 제작의 전문
Ÿ 3분 ~ 5분 이내 동영상 제 Ÿ 도의회에서 현재 사용하는 성 확보 필요
작(실시간 중계 제외)
캐릭터의 적극적 활용 및 새
콘텐츠 제작
Ÿ 동영상 콘텐츠 내 자막 제 로운 캐릭터의 개발
작 필수
Ÿ True color 수준의 이미지로
Ÿ 1080p60(HD급) 화질로 구성
제작

관리운영

Ÿ 주 1회 이상의 신규 콘텐츠 Ÿ 주 1회 이상의 신규 콘텐츠 Ÿ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로드
업로드
Ÿ 콘텐츠 업로드
Ÿ 댓글작성을 위한 전문인력 Ÿ 댓글작성을 위한 전문인력 Ÿ 주민으로부터의 피
배치
배치
드백 확인체계 운영

제6장 경기도의회의 효율적인 홍보전략의 제시∣141

07

결론 및 정책제언
G

1. 결론
y

e

2. 정책제언
o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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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진
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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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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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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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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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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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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제언

(행정홍보 조직의 재설계) 도의회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개편(안)의 추진
시, 단기적으로 일원화 안을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원화 안을 추구하도록 함
도의회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개편(안)의 추진 시, 조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집행부의 조직부서(정책기획관실 조직담당)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을 도모함

(행정홍보 인력의 재배분) 도의회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인력 재배분(안)의
추진 시, 단기적으로 일원화 기반 인력안을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원화
기반 인력안을 추구하도록 함
특히, 이원화 기반 인력안은 현행 언론홍보담당관실 과장급 1명에서 언론홍보미
디어 담당관실과 언론홍보콘텐츠 담당관실 과장급 2명으로 증가하므로, 조직권
을 보유한 경기도 집행부의 조직부서(정책기획관실 조직담당)와 협력하여 추진함
아울러, 도의회는 2022년 1월 인사권 독립과 병행하여, 자체 조직권 확보를 통
해 이원화 기반 인력안을 추진하는 방안의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미디어 홍보전략) 도의회는 도민참여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구미디어 홍보
전략을 추진하여, 구미디어 홍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도의회는 ‘도의회 홍보 보도자료 및 신문 기고 공모전’, ‘경기도의회 행정홍보대
사’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도민 맞춤형 홍보를 위해 ⅰ) 스마트 TV, ⅱ) 핸드폰, ⅲ) 태블릿 PC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 동영상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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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홍보전략) 도의회는 메가 트랜드인 뉴미디어 홍보전략의 추진을
위해, SNS 및 유튜브를 활요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함
경기도의회는 뉴미디어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도의원 및 도의회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SNS 및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인식
및 기술습득을 지원해야 함
그리고 도의회는 뉴미디어 홍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Out-sourcing
하고, 도의원 및 언론홍보담당관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뉴미디어 매체에 대
한 예산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홍보 전담인력 배치의 추진) 도의회는 행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홍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1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홍보 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적시적(Just in Time)인 정책 및 현안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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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esign of the Administrative Public Relations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draft) of the Media and Public Relations
Office of the Provincial Council is presented in two ways: i) dual plan
and ii) unification.
(2 way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ial Council's Office of Media and Public Relations, it was divided
into

i)

media-oriented

organization

and

ii)

media

public

relations-oriented organization. (Press & Public Relations and Media
Office) Divided functions based on the media and set up 3 teams: i) media
planning, ii) video media, and iii) social media. (Press and Public
Relations Contents Officer's Office) Three teams were established
focusing on the media promotion function: i) content planning, ii) public
relations strategy, and iii) opinion polls.
(1 way plan) i) Consider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ial
Council's Media and Public Relations Office, but ii) Minimize changes
in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principle. Changed from the
current 4 team system with 1 manager (press team, public relations team,
media team, broadcasting team) to 1 team with 5 teams (press team,
public relations team, new media team, information team, facilities team)
(Reallocation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Relations Manpower) The
manpower redistribution (draft) of the Provincial Council's Media and
Public Relations Office is presented in two categories: i) dual-based
manpower plan and ii) unification-based manpower plan.
(Dualization-based manpower plan) There are 16 people in the press
and media department in charge and 17 in charge of the press and public
relations content department, a total of 33 people. (Press & Public
Relations and Media Officer's Office) The manpower is allocated t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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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it is redistributed to 6 people in the press team (including
officers in charge), 5 people in the video media team, 5 people in the
social media team, etc. (Press and Public Relations Contents Officer) The
manpower is allocated to 17 people, and the content planning team has
7 people (including officers), 5 people in the PR strategy team, and 5
people in the polling team.
(Unification-based manpower plan) The Media and Public Relations
Office, which consists of 5 teams, consists of a total of 33 people.
Redistributed 11 press team, 9 PR team, 6 new media team, 4 information
team, 4 facilities team
(Provincial Council's public relations strategy) ii)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old media such as newspapers, TVs, and radios, and ii) New media
promotion strategies such as SNS and online video media are presented.
(Old Media Promotion Strategy) Divided into ⅰ) newspapers and
magazines, ii) TV and radio, iii) outdoor advertisements, and iv) the
Internet.

(Newspapers

and

magazines)

To

strengthen

two-way

communication, the ‘Provincial Council Promotion Press Release and
Newspaper Contribution Contest’ should be held in which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e. (TV・Radio) Introduce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Administrative Ambassador’ program in which the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provincial council. (Interne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Internet
video market based on various platforms such as i) smart TVs, ii) mobile
phones, and iii) tablet PCs for customized publicity.
(New media promotion strategy) ⅰ) SNS (Twitter, Facebook, Instagram,
etc.), ii) Online video media (YouTube, etc.), (SNS) i) Expand the use of
‘Sowon’,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the city council. (Online video
media) The main contents of YouTube video content are selected by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method of content delivery need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locals by collaborating with famous YouTu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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