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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소통채널 다양화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임기내 임기외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 ● ● ● ●

◦ 트렌드에 따른 전략적인 홍보 체계 마련

  ◦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시민소통 공감대 확산

◦ 미디어 네트워크 및 웹커뮤니티 강화로 소통행정 구축

 기본 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활동으로 시민 소통 강화

◦ 채널별․세대별 시민맞춤형 콘텐츠 운영으로 시정 공감대 확산

◦ 양방향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추진내용

  1.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 정기적 홍보협력회의 운영

      ∙ 운  영 : 매주 금요일 홍보전략 회의

      ∙ 기  능 : 홍보 전략 통합관리 및 시책별 홍보대책 수립

◦ 최고의 홍보맨은 직원

      ∙ 부서별 홍보리더 지정 운영 : 96명

      ∙ 중요 시정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한 홍보리더 밴드 운영

◦ 2019년도 종합시정홍보 계획 수립 및 주간․월중홍보계획 수합 배포

  2. 소셜네트워크(SNS) 활성화

◦ SNS 운영 현황

대    상 명      칭 게시물
친구 및 팔로워 통계

비   고
기준 2018. 6월 2019. 11월

네이버 블로그 다함께 퐝퐝퐝! 987 이웃 6,424 8,741 2,317명 증가(36%)

페이스북 다함께 퐝퐝퐝! 1,371 좋아요 42,579 43,334 755명 증가(1.7%)

인스타그램 다함께 퐝퐝퐝! 599 팔로워 2,525 11,399 8,874명 증가(35.1%)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카카오퐝 291 친구 30,537 28,547 1,990명 감소(6.5%)

트위터 다함께 퐝퐝퐝! 1,230 팔로워 10,761 10,003 758명 감소(7%)

네이버 포스트 퐝스러운 포스트 28 팔로워 56 221 165명 증가(294%)



◦ 콘텐츠 제작

      ∙ 일직선TV 플랫폼 : 좌충우돌 숙영낭자 5편 제작 (죽도시장, 철길숲 등)

       ※ 일직선TV? : 포항시청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관의 벽을 허문 재미있는 영상 제작

      ∙ 웹 드라마 : 3회(5분 2편 정도/1회) / 포항 관광, 먹거리, 경제 활성화 등

      ∙ 포항 로고송 : 45초(1편), 5초(1편) / 콘셉트 : 시민이 함께 풍요로운 포항을!

  3.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2019. 12. 11字)

◦ 보도자료 제공 : 3,111건 / 보도건수 : 9,654건 / 보도율 80%

◦ 국별 브리핑 개최 : 24회

  4. 품격있는 시정 홍보

◦ 기획․홍보․디자인의 수준 높은 시정홍보물 제작

      ∙ 28페이지(2018년) → 32페이지(2019년)로 면수를 증대하여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내실있는 시정소식 전달

      ∙ 시승격 70년 기념 다양한 콘텐츠 마련 : 70년 역사 재조명, 포항12경 표지 선정 등

◦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취재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력풀 구성

      ∙ 어린이, 주부기자단 운영 : 어린이기자단 30명, 주부명예기자단 20명

⇒ 매월 열린포항에 생생한 현장 취재기사 평균 6건 게재

      ∙ SNS소셜플레이어 운영 : 블로그 10명, 페이스북 10명, 인스타그램 20명

⇒ 홍보전략회의 4회, 현장간담회 4회 실시로 다양한 홍보아이템 발굴

  5. 영상물 활용 시정홍보

◦ 방송매체 연계 홍보

      ∙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 콘텐츠 송출로 시정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 다큐멘터리(지방도시필생기, 포항사람의 포항이야기) 제작 및 포항MBC 송출

      ∙ 케이블 방송을 통한 시정주요소식 전달 및 시민 생활정보 안내

⇒ 주간시정뉴스 및 포항포스팅 현대HCN경북방송 매일 3회 정규방송 송출 

◦ 콘텐츠를 통한 양방향 소통

∙ 6/17 ~ 8/30 시민대상(수료자 총 32명) 미디어 교육 및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추진

∙ 철길숲 시민DJ 등 시민참여 방송채널 운영(매일 저녁 18:30 ~ 20:30 방송)

 향후계획

  1.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 정기적 홍보협력회의 강화 : 중요시정 홍보 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 부서별 홍보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SNS 교육 등 실시

◦ 주요사업 사전 홍보 계획 수립 : 홍보담담관 협의



  2. 소셜네트워크(SNS) 활성화

◦ 다양한 SNS채널 구축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현재 6개 채널 운영 : 매체특성에 따른 차별화 운영 강화

⇒ 재해, 재난 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확장력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 콘텐츠의 다양화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세대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기획

      ∙ 이미지(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숏폼영상, 일직선TV 플랫폼) 등 재미와 흥미,

감동을 주는 콘텐츠 제작 강화

      ∙ 웹 드라마 등 새로운 형식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콘텐츠 발굴

◦ SNS 모니터링을 통한 소통 및 참여 극대화 콘텐츠 기획 → 체계·전략적인 온라인 홍보

∙ 포항시책 및 축제 콘텐츠에 대한 SNS 채널별 분석 결과 도출

∙ 채널별 운영 트랜드 반영을 통한 새로운 홍보 방향성 제시

∙ 채널 운영 평가 및 타 공공기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제시

  3.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시정비전, 목표와 연계성 고려한 자료 생산

      ∙ 기획보도 강화(주4회)

      ∙ 홍보대상에 따른 맞춤형 매체선정 및 콘텐츠 제공(HCN, TBN 등)

  4. 품격 있는 시정 홍보

◦ 기획․홍보․디자인의 수준 높은 시정홍보물 제작

      ∙ 시니어를 위한 판형 확대형 소식지를 발행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시정소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 우편 구독 신청자 확대로 시정에 대한 적극적 관심 유도

  5. 영상물 활용 시정 홍보

◦ 방송매체 연계 홍보

      ∙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 콘텐츠 송출로 시정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 다큐멘터리 제작 상·하반기 각 1편

      ∙ 케이블 방송을 통한 시정주요소식 전달 및 시민 생활정보 안내

⇒ 주간시정뉴스 및 포항포스팅 주 1회

◦ 영상콘텐츠를 통한 양방향 소통

∙ 시민대상 미디어 교육 및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제작기술 분야 20명, 출연자 분야 20명)

∙ 포항 시민채널 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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