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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미지 감성어휘 추출을 통한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 홍보영상제작에 관한 연구

원강식*, 조동민**

The Study of making Visual Media for Public Relations by the 

Extraction of Emotional vocabulary from City Images

Kang-Sik Won*, Dong-Min Cho**

요  약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본인들의 지방정부를 좋은 이미지로 알려 관광이나 경제통상에 이득
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미지가 조각된 홍보영상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이미지
와 시정홍보영상 이미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영상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평소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감성어휘로 추출하여 시정홍보영상 이미지에도 동일한 감성어휘가 들어가 있는지
와 홍보영상이미지에서의 이미지 어휘에 대한 평균값이 상승 혹은 하락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지역이미지가 긍정적
으로 투영된 시정홍보영상 이미지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감성어휘, 지역 이미지, 시정홍보영상, 행정PR 

Abstract  In recent years, visual media for Public Rel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to improve or 
change city im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ity images and images in 
visual media for PR.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provid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making city's 
promotional video effectively.

Key Words : Sensibility, Affective word, Emotional vocabulary, Images on a city, Visual media for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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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상물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는 감상자의 감성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조를 구

해 정책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사용하는 행정PR

의 방법 에는 보편 인 인터넷기반을 통한 홈페이지와 

홍보 상 상   인터넷방송국 운 과 편리한 스마트폰

을 활용한 UCC 상 보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PR 방법  하나

인 행정홍보 상에 한 연구는 주로 상물의 제작방식

이나 표 기법 는 달내용 등을 분석하는 내용들이었

다. [3][4] 지역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취약한 분야를 살리

고, 개성있는 분야는 경쟁력있게 표 하여 지역의 홍보

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윤지미의 연구[5] 내용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상은 지역의 정 인 이미지를 

투 하고 부정 인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내용과 상편

집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

인들의 지방정부를 좋은 이미지로 알려 이나 경제통

상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미지가 

조각된 홍보 상은 필요하다.

이에 역자치단체인 역시의 홍보 상을 통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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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정 으로 투 하

는지, 부정 인 이미지를 감소시켰는지를 감성어휘 추출

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 지역에 해 가지고 있

는 감성과 그 지역 홍보물의 상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감성을 비교하여 효과 인 홍보 상 제작을 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이론  배경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지

역이미지와 행정 PR에 한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조사

에 사용될 지역이미지 감성어휘를 추출한 후 셋째, 

이미지가 강한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5  역시의 

시정홍보 상을 선정하여, 넷째, 역시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 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호감도를 조사하

다. 

․충남 소재 학의 학생 74명을 상으로 실험

을 실시하 고, 설문문항은 총 230문항으로 총 6 트로 

구성하 다. 첫 번째 트는 기본 인 인구통계학  질

문이고, 나머지 트는 5개 역시에 한 이미지 조사를 

하여 SPSS 통계 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PR방법으로서의 홍

보영상

행정홍보는 주민과의 계개선을 목 으로 재화나 서

비스에 한 호의를 이끌어내기 한 설득커뮤니 이션

의 한 유형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한 선의의 커뮤

니테이션이라는 에서 선 이나 고와 구분되어진

다.[4]

지방자치단체의 시정홍보 상은 지방정부의 아이덴

티티 구축을 토 로 외 으로 지역의 특징과 발 정도

를 홍보하여 외부 방문객과 각종 행사에 시정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근성이 용이한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지역민의 자 심을 높이고, 주민과의 행정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시정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는 각 자치단체들이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변화한 시

정발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정홍보 상

을 활발하게 제작하게 하고 있다.

2.2 지역이미지와 감성어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통

합 CI 나 슬로건(It's , Hi Seoul)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매

를 한 고유 랜드를 제작하는 등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과 신규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 을 도모하기 해 노력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정부들의 활동들은 그동안 축

된 정 인 지역이미지를 높이거나 만연된 부정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내국

민들에게 자리잡은 지역의 이미지를 잘 다듬고 수정하여 

구축해 놓으면 해외 경쟁시 에 각 지역를 어필하기 한 

홍보 략 수립에 기 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한 지역 고유의 이미지 도출은 지방정부 

운 에 있어 요한 기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지를 가지고 있고 의 

목 지가 될 수 있기에 지역 이미지에 한 연구는 주로 

지 이미지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지

연구에서 측정되는 이미지는 인지  이미지, 정서  이

미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인지  이미지는 어떤 상에 

한 지각  평가로 나타나는 이미지, 정서  이미지는 

그 상에 한 개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담은 이미지

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1] 임서경 등[7]은 기

업의 랜드 인식에 한 이미지 측정법을 활용하여 지

역의 인지  연상에 따른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

다. 김철민 등[1]은 홍보 상 노출 후의 인지  

이미지와 감성  이미지의 변화 조사를 통해 방문선호도 

차이에 주는 향을 분석하 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설계

정부의 홍보에 한 요성과 지역이미지에 한 

요성은 행정학 분야에서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다. 좋은 

지역이미지는 홍보 상에 녹아있어야 하고 부정 인 지

역이미지는 제거된 홍보 상이 제작되어져야 한다. 그 

요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 인 홍보

략들이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으나, 지역이미지와 지역

홍보의 계를 시정홍보 상을 심으로 조사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정홍보 상의 이미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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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이미지간의 계를 시정홍보 상 시청 후의 지역이

미지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1. 지역에 한 이미지와 시정홍보 상의 이미지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설2. 지역의 부정 인 이미지는 시정홍보 상에는 나

타나지 않고 어들 것이다.

가설3. 지역의 시정홍보 상 시청 후에 따라 그 지역에 

한 호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역이미지
지역의 

시정홍보 상

지역에 한

호감도

정  이미지 → 반 , 투
→ 향

부정  이미지 → 감소, 삭제

[그림 1] 연구모형

3.2 이미지 감성어휘 추출

지역에 한 이미지를 측정하는 감성어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차용하 다. 주로 학 분야에서 

지 지역에 한 이미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지

방자치단체는 지로도 변될 수 있어 이태희[6], 박

석희 등[2], 황길식 등[9], 조명환 등[8] 의 연구에서 신뢰

도를 검증한 어휘들을 추출하 다. 한 도시와 지역을 

공하고 있는 문가들의 해당지역에 한 자유연상  

인스토 을 통해 수집된 어휘들을 추가하여 이를 기

반으로 도시  지역개발 문가 집단과 토의를 통해 21

의 지역이미지 측정 변수를 도출하 다. 지역이미지는 

형용사 어휘로 표 할 수 있고 감성어휘도 형용사로 표

되어 지역이미지와 지역홍보 상이미지에 동일한 이

미지어휘 21 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스러운-세련된 재미없는-재미있는

단조로운-활기찬 시끄러운-조용한

미련한- 한 불편한-편안한

일반 인-색다른 인 인-자연 인

오래된-새로운 냉정한-정겨운

여성스러운-남자다운 옛날의- 인

어색한-친근한 배타 인-포용 인

우울한-산뜻한 정돈 안된-깨끗한

부드러운-강인한 암울한-희망찬

정 인-동 인 불안한-안 한

고 인-이국 인

<표 1> 최종 선별된 21쌍의 이미지 감성어휘

3.3 조사 방법

역자치단체  이미지가 강렬한 서울특별시와 부산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5개 역시의 시정홍

보 상을 상으로 하 다. 각 홍보 상이 러닝타임이 

달라 시작 후 4분까지의 상을 상 하고 설문을 진행하

다. 홍보 상은 연속으로 상 하지 않고 역시별로 

시청 후 설문을 하여 홍보 상간 혼동과 잔상의 혼재를 

제거하 다. 

실험자들에게 역시라는 무형의 존재에 한 감성  

이미지에 해당하는 표 어휘를 SD 7  척도내에서 선택

하게 하고, 홍보 상을 본 후, 홍보 상의 이미지와 근

한 어휘를 7  척도내에서 선택하게 하 다.

실험에 사용된 5개 역시 시정홍보 상은 <표 2>와 

같다. 

<표 2> 5개 광역시 시정홍보영상
주 역시

상분량 8:30

제작년도 2012

구 역시

상분량 7:13

제작년도 2011

역시

상분량 8:20

제작년도 2011

울산 역시

상분량 5:49

제작년도 2012

인천 역시

상분량 5:08

제작년도 2011

출처 : 각 역시 홈페이지와 역시 인터넷방송국

3.4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충남지역 학생을 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둘째, 실험 상이 상 되

어지는 장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역시 

홍보 상이 상 되는 장소가 실외나 오 된 장소일 경우 

감상자가 느끼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다. 셋째, 시정홍보

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담고 있는 내용이나 편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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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제한이 있어 다른 지역 고나 랜드홍보 상물과

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0.0를 사

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홍보 상에 나타난 감성의 변

화를 살펴보기 해 21 의 어휘를 의미분별척도법을 통

해 조사하 다. 이를 해 형용사 에 해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크론바하 알 값(Chronbach's 

alpha)이 0.60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이미지와 홍보 상이미지에 

한 크론바흐 알 계수는 5개 역시 모두 큰 차이없이 일

되게 나타났다.

<표 3> 조사 광역시별 신뢰도 분석 
지역이미지 지역홍보 상이미지

주 0.825 0.827

구 0.822 0.888

0.754 0.902

울산 0.748 0.783

인천 0.794 0.893

알 계수법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항목제거를 

실시하 으며, 지역이미지와 지역홍보 상이미지 어느 

한쪽이라도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제거하 다.

4.2 일반적 특성 분석

 충남 소재 학 학생 7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응답자 원이 20 이며, 성별분포는 표 4와 

같다. 성별과 연령 외에 고향과 조사지역 방문여부도 조

사하 다. 고향은 이 29.7%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 

충남, 충북 등 다른 지역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상 

역시에 한 방문여부는 다 응답으로 조사하 는데, 

을 방문한 응답자가 72명으로 체 응답자의 97.3%

를 차지하 고, 울산이 18명으로 가장 은 방문경험을 

가지고 있는 역시로 조사되었다.

<표 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9 52.7

여자 35 47.3

합계 74 100.0

연령

20～25세 70 94.6

25～30세 4 5.4

합계 74 100.0

해당 지역 

방문여부

(다 응답)

인천 43 58.1

72 97.3

주 26 35.1

울산 18 24.3

구 39 52.7

부산 56 75.7

합계 254 343.2

4.3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시정홍보영상이미지

신뢰성을 확보한 항목에 한 응표본 T-test를 실

시하여 각 역시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 상 이미지

간의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5개 역시별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홍보 상 이미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래 <표 5>부터 

<표 9>과 같다.

　 평균차 t df sig.

스러운-세련된 -1.311 -6.527 73 .000

오래된-새로운 -.973 -4.913 72 .000

암울한-희망찬 -.932 -4.963 73 .000

미련한- 한 -.892 -5.011 73 .000

단조로운-활기찬 -.851 -3.771 73 .000

정돈안된-깨끗한 -.784 -3.989 73 .000

옛날의- 인 -.730 -3.114 73 .003

일반 인-색다른 -.608 -2.682 73 .009

불안한-안 한 -.575 -3.341 72 .001

정 인-동 인 -.548 -2.754 72 .007

어색한-친근한 -.500 -2.486 73 .015

배타 인-포용 인 -.446 -2.047 73 .044

우울한-산뜻한 -.425 -2.965 72 .004

호감도 변화 -.714 -4.564 69 .000

<표 5> 광주의 지역이미지와 홍보영상이미지 중 차이를 보이
는 항목

주 역시의 시정홍보 상 이미지  ‘세련된’, ‘활기

찬’, ‘ 한’, ‘색다른’, ‘새로운’, ‘친근한’, ‘산뜻한’, ‘동

인’, ‘ 인’, ‘포용 인’, ‘깨끗한’, ‘희망찬’, ‘안 한’ 이

미지에 한 평균값이 지역이미지 평균값보다 상승하

으며, 체 인 호감도의 평균값도 0.714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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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주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영상이미지 변화

<표 6> 대구의 지역이미지와 홍보영상이미지 중 차이를 보이
는 항목
　 평균차 t df Sig.

스러운-세련된 -.824 -4.532 73 .000

미련한- 한 -.671 -3.236 72 .002

불안한-안 한 -.581 -3.020 73 .003

배타 인-포용 인 -.554 -3.050 73 .003

정돈안된-깨끗한 -.473 -2.061 73 .043

호감도 변화 -.479 -2.320 70 .023

구 역시의 시정홍보 상 이미지  ‘세련된’, ‘

한’, ‘포용 인’, ‘깨끗한’, ‘안 한’ 이미지에 한 평균값

이 지역이미지 평균값보다 상승하 으며, 체 인 호감

도의 평균값도 0.479  상승하 다.

[그림 3] 대구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영상이미지 변화

<표 7> 대전의 지역이미지와 홍보영상이미지 중 차이를 보이
는 항목
　 평균차 t df Sig.

정 인-동 인 -1.162 -5.141 73 .000

냉정한-정겨운 1.135 5.566 73 .000

어색한-친근한 .836 4.141 72 .000

미련한- 한 -.811 -3.245 73 .002

옛날의- 인 -.750 -3.219 71 .002

일반 인-색다른 -.716 -3.186 73 .002

오래된-새로운 -.528 -2.247 71 .028

암울한-희망찬 -.500 -2.085 71 .041

고 인-이국 인 -.446 -2.351 73 .021

호감도 변화 .486 2.666 71 .010

역시의 시정홍보 상 이미지  ‘ 한’, ‘색다

른’, ‘새로운’, ‘동 인’, ‘이국 인’, ‘ 인’, ‘희망찬’ 이

미지에 한 평균값은 상승하 으나, ‘친근한’, ‘정겨운’ 

이미지에 한 평균값은 하락하 으며, 체 인 호감도

의 평균값도 0.486  하락하 다.

[그림 4] 대전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영상이미지 변화

<표 8> 울산의 지역이미지와 홍보영상이미지 중 차이를 보이
는 항목
　 평균차 t df Sig.

스러운-세련된 -1.351 -6.013 73 .000

암울한-희망찬 -1.082 -5.856 72 .000

오래된-새로운 -1.014 -4.252 73 .000

단조로운-활기찬 -.945 -5.455 72 .000

정돈 안된-깨끗한 -.932 -4.887 73 .000

우울한-산뜻한 -.875 -4.470 71 .000

옛날의- 인 -.838 -3.379 73 .001

불안한-안 한 -.757 -4.246 73 .000

불편한-편안한 -.658 -4.142 72 .000

미련한- 한 -.649 -3.526 73 .001

일반 인-색다른 -.589 -2.640 72 .010

정 인-동 인 -.527 -2.400 73 .019

배타 인-포용 인 -.514 -3.140 73 .002

어색한-친근한 -.486 -2.105 73 .039

재미없는-재미있는 -.432 -2.395 73 .019

냉정한-정겨운 -.432 -2.162 73 .034

호감도 변화 -1.111 -6.463 71 .000

울산 역시의 홍보 상 이미지  ‘세련된’, ‘활기찬’, 

‘ 한’, ‘색다른’, ‘새로운’, ‘친근한’, ‘산뜻한’, ‘동 인’, ‘재

미있는’, ‘편안한’, ‘정겨운’, ‘ 인’, ‘포용 인’, ‘깨끗

한’, ‘희망찬’, ‘안 한’ 이미지에 한 평균값이 상승하

으며, 체 인 호감도의 평균값도 1.111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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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울산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영상이미지 변화

<표 9> 인천의 지역이미지와 홍보영상이미지 중 차이를 보이
는 항목
　 평균차 t df Sig.

인 인-자연 인 -1.027 -4.561 73 .000

우울한-산뜻한 -.959 -4.470 73 .000

암울한-희망찬 .892 4.925 73 .000

불안한-안 한 -.851 -3.885 73 .000

정돈안된-깨끗한 .797 3.339 73 .001

어색한-친근한 -.676 -3.806 73 .000

배타 인-포용 인 .635 2.774 73 .007

호감도 변화 -.500 -2.621 71 .011

인천 역시의 시정홍보 상 이미지  ‘친근한’, ‘산뜻

한’, ‘자연 인’, ‘안 한’ 이미지에 한 평균값은 상승하

으나, ‘포용 인’, ‘깨끗한’, ‘희망찬’ 이미지에 한 평균

값은 하락하 다. 체 인 호감도의 평균값도 0.500  

상승하 다.

[그림 6] 인천의 지역이미지와 시정홍보영상이미지 변화

4.4 가설의 분석

4.4.1 가설1

‘지역에 한 이미지와 시정홍보 상의 이미지는 일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아래와 같은 질  

분석이 될 수 있다. 21 의 이미지 어휘  신뢰도 분석

을 통해 제거되고 분석에 사용된 이미지  지역이미지

와 홍보 상 이미지간 평균차이가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표 10> 지역이미지와 홍보영상이미지
　

신뢰도제거 후 

항목

유의미한 

항목
일치율

주 역시 17 13 76.4%

구 역시 17 5 29.4%

역시 17 9 52.9%

울산 역시 17 16 94.1%

인천 역시 16 7 43.7%

울산 역시의 경우 지역이미지와 홍보 상 이미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이미지는 조사항목  94.1%로 거

의 모든 이미지가 일치하 다. 반면 구 역시는 29.4%

로 시정홍보 상이 지역의 이미지를 배가시키는 상이

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4.2 가설2

‘지역의 부정 인 이미지는 시정홍보 상에는 나타나

지 않고 어들 것이다.’ 라는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

어질 수 있다. [그림 2]부터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5개 역시의 홍보 상 이미지 평균 수는 지역이미지의 

수보다 거의 높다. 이는 조 은 낮았던 부정  지역이

미지는 홍보 상이미지에서 높아진 정  효과를 보이

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정홍보 상과 지역이미지 간 가

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세련된’ 으로, 주 역시와 

울산 역시의 경우 평균차가 1.3 이상 나타났다. 이는 

주와 울산의 지역이미지는 세련되지 않은 이미지 즉 부

정 인 이미지가 있으나, 시정홍보 상에는 세련된 이미

지를 투 하 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세련되지 않은 이미

지를 양극화된 이미지의 부정  이미지로 단정하여 지역

에 부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것은 향후 집 이

고 다각 인 연구가 수반된 후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시정홍보 상을 제작하기 에 지역의 이미지를 조

사하고 구분하여 부정 인 이미지는 높게 끌어올리고 

정 인 이미지는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시

사 은 도출할 수 있다.

4.4.3 가설3

‘지역의 시정홍보 상 시청 후에 따라 그 지역에 

한 호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아래 그림

과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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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광역시의 시정홍보영상 시청 전후 호감도 변화

시정홍보 상 시청 후 5개 역시에 한 호감도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시청  평소 지역에 갖는 호감도는 차이

가 있었기에 시청 후 호감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시정홍보 상 시청 후 호감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울

산과 주는 방문여부조사의 방문 빈도가 제일 낮아 

역시 방문여부가 호감도 변화에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방문을 한 집단과 방문하지 않은 집단간 홍보 상 

시청 후 호감도 평균변화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역시의 경우, 홍보 상 시청 후 호감도가 다른 

역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호감도가 타 지역보

다 높았던 이유로 홍보 상 시청 후 호감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조사 상자들이 에 해 잘 알

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향후 지역거주민과 외부

지역민들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홍보 상 제작의 다원화

를 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역의 이미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나 자 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의 지역선호도 나아가 방문 

희망도나 그 지역 제품에 한 신뢰도와 구매결정력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어떤 지방정부도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개성의 지방자치시 에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

립하여 다방면에 활용하는 것은 효율 인 정부운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이미지를 투 시킨 

시정홍보동 상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정 상 시청  조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와 

홍보 상을 시청하면서 느끼는 상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는 지역이미지의 요성에 한 근거를 설명해주고 

있다. 조사한 부분의 역시 홍보 상에서 이미지 평

균값이 상승하여 좋은 지역이미지 혹은 조 은 낮은 지

역이미지를 홍보 상에서 증가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정홍보 상의 본래 목 인 호감도 향상

의 목 은 달성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지만, 각 역시 시

정홍보 상에 련된 기타 변수들에 한 세부 인 향후 

연구로 보다 효과 인 홍보 상제작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정홍보 상에 지역이미지가 증가되는 방향

이든 감소시키는 방향이든 투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설

하에 진행되었고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정홍

보 상 제작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지역 이미지와 시정홍보 상 이미지간 상반된 결과가 

있는 인천 역시와 역시의 경우, 지역이미지에서 

높게 평가된 정 인 이미지가 시정홍보 상 이미지에

서는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으나, 시정홍보 상 시청후 

그 지역에 갖는 호감도가 인천 역시는 증가한 반면, 

역시는 감소하 다. 이는 홍보 상의 이미지가 지역

에 해 갖는 호감도에 으로 향을 미쳤다고 분

석하기에는 다른 향 요인들에 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근거이므로 시정홍보 상의 다른 변수들에 한 집

인 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한다. 한 계속 인 후속 연

구를 통해 지역거주민과 외부인들에 따른 이미지 차이 

등을 조사하여 효과 인 시정홍보 상 제작에 도움을 주

는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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