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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역방송의 영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방송사는 본 연구는 광주지역방송사 프
로그램의 ‘시장이 좋다’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가 시장 상인들의 공중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
을 통한 시장 활성화 여부는 모두 공중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 방송 활성화
를 위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헌신성, 관계성, 신뢰성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시장 활성화 여부는 관계성, 신
뢰성, 헌신성 순으로 모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방송 융합과 함께 방송사 브랜드 이미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 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상호관계성이 지역방송 정책에 있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지역방송 정책,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여부, 지역방송 융합, 공중관계성, 프로그램 만족도 

Abstract  To identify the satisfaction level towards Gwangju regional TV broadcasting company’s program, “I
Like the Market” and the effect of market vitalization on the market merchants’ public relationships, this study 
carried out survey targeting 256 merchants who are residing at the region.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towards the program and market vitalization via the program exert significant effect 
on the public relationships. Specifically, satisfaction level towards the program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broadcast exert effect in the following order; devotion, relationship and reliability. Meanwhile, market 
vitalization exert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reliability and devotion, in the order mentioned. This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of quality program for the regional residen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vergence of regional broadcast and in increasing broadcasting company’s brand image. Accordingly, positive 
interaction via regional vitalization when it comes to the formation of regional broadcast program going forth 
may be needed for regional broadcas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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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각 지역별 정체성을 확보하

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에

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 충분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수 증진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 지역으로 부터의 유입 효과도 

기 할 수 있다[1]. 특히 지역 방송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방송매체의 확 는 앙 종속 인 방송문화에서 지역민

의 이해와 심에 바탕을 둔 지역 공동체 심의 방송으

로 환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2]. 

이에 따라, 부분의 지역 방송사의 방송 이념은 “지

역성(Localism)”이며, 독자 인 역을 구축하면서 지역

사회 발 에 기여할 수 있고 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하 다. 하지만 지역방송과 지역민은 상호보

완 인 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앙방

송의 보완재  성격으로 존속함으로써 상호발 의 기회

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지역방송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해서는 

지역민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지역발 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가 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단된다. 특히 지역 심의 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에 한 련성이 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시청자와 지

역 주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도모할 것이며, 지역방송

사의 가치인식에도 정  향을  것으로 단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 은 “시장이 좋다”라는 지역방

송 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시장 상인들을 상

으로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을 통한 시장 융합화 

여부에 기여정도가 지역방송사와 공 계성 반에 미

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방송 활성화 프로그램의 정체성 

지역방송은 ‘지역’이라는 서비스나 의 도달 범

라는 개념과 지리  경계를 바탕으로 한 개념을 통해 규

정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  규정으로 볼 때, 서울과 수도

권에 치한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지역방송에 

해당된다. 지역 방송의 개념은 지역성(localism)으로 

표 되는 규범  개념과도 결합되어, 비록 경제성이나 기

술  효율성과 계없이 국 방송의 향력에서 보호 

되어야 할 공익 인 가치로 간주된다[1, 3].

즉, 지역방송이 존재하기 에는 앙의 독 인 지

에 려 지역정치, 지역문화, 지역경제는 소홀이 여겨

져 왔다. 한 지역문제에 한 지역주민들의 자립  

단을 내릴 근거에 한 정보의 부족으로 이어졌다[4]. 

그러므로 지역방송의 정체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공동체 내부에 존재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상호작

용을 통해 형성되는 특수성을 지닌 개별  지역 공동체

에 한 방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

이처럼 지역방송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서는 지역

성의 확보가 담보될 때 가능하다. 지역방송은 지역매체

의 성격을 최 한 살리는 내용은 담은 략, 즉, 철 한 

지역 리즘에 입각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와 지역

민을 한 정치, 경제, 사회 인 측면에서  도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 4]. 

그러나 실 으로 지역민을 한 로그램을 제작하

여 제공하는 데에는 제작 부실과 잘못된 편성구조 때문

에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민을 한 정  

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방송융합을 구 하기 해서는 지

역민의 만족도와 지역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방송사의 로그램 제작 시 지

연주민과의 공 계성을 높이기 한 구성요인으로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을 통한 시장 활성화 여부가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2.2 지역방송과 공중관계성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지역방송은 하나의 조직으로 

해당지역민과의 계를 형성하는데 을 맞추어야 한

다. 이와 같은 공 계성에 한 논의는 1984년 Ferguson

이 미국 언론학회에서 PR연구의 심을 조직과 핵심 공

 사이의 계성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 리 

패러다임 논의로부터 비롯되었다[5, 6].

지 까지 오직 몇몇의 학자들만이 조직-공  계성

의 개념화를 시도하 는데[7], 먼  Bruning & Ledingham[8]

은 조직-공  계성을 '조직과 공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로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경제 , 사회 , 정

치 , 그리고 문화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 다. 한 이상 인 조직-공  계란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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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에 련된 모든 존재에게 경제 , 사회 , 정치 , 문

화  이익이 제공되고 상호 정 인 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조직-공  계성에 하여 학자들은 각자 

다른 차원들을 제시하며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우선 

Grunig & Huang[9]은 인간 커뮤니 이션과 인간 

계성의 심리학을 조직-공  계성 연구에 용시켜 

계성을 측정하기 하여 상호통제성, 신뢰성, 만족성, 헌

신성, 교환  계성, 상호공존  계성을 핵심 요소들

로 제시하고, 특히 신뢰성을 순수성(integrity), 공언이행

성(dependability), 능력성(competence) 등의 3가지 하

개념으로 구체화하 다. 이후 Grunig & Huang[9]은 신

뢰성, 상호통제성, 헌신성과 만족성이 조직과 인 커뮤

니 이션에 한 문헌에서 일 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직-공  계성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

다. 국내에서는 한정호와 조삼섭[10]가 방송사의 공  

계성을 측정하기 한 지수로서 Grunig  &  Hon[11]의 

측정도구를 용했을 뿐 아니라, 사회기여성과 친 /친

숙성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조직-공 계성에 한 많은 학자들의 

심은 련 최근 언론 계 리에서 지역사회에 한 서

비스와 헌신, 지역민들과의 양방향 커뮤니 이션 등을 

통한 상호 호혜 인 계를 확립하고 있다[10]. 로그램

을 통한 지역민과의 공 계성의 측정항목들은 역동성, 

개방성, 신뢰성, 여도, 상호성, 헌신성 등 다양하다[12].

이러한 지역 로그램의 활성화에 한 지역민과의 

공 계성은 방송사와 지역민 사이에 형성되는 ‘ 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다. 한 지역

민과의 형성해야 할 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지역방송 정책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정  지지

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계성을 측정하기 한 요소로 

신뢰성, 헌신성, 계성을 측정문항으로 선정 하 다. 이

를 지역방송에 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신뢰성은 시장

상인들이 해당 방송사가 실제로 자신들에게 말 한 것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13]. 헌신성은 

지역방송사가 지역 주민과 호의 인 계를 유지하기 

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계성은 얼마나 지역방송사가 지역에 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같은 요인을 통해 공동체 발 에 기여하는 정

도이다. 

본 연구의 가설1은 ‘시장의 좋다’의 로그램을 통한 

시장 상인들의 로그램 만족도가 주방송에 한 공

계성(신뢰성, 헌신성, 계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하 다.  

가설 2는 ‘시장의 좋다’의 로그램을 통한 시장 상인

들이 느끼는 시장 활성화 여부가 주방송에 한 공

계성(신뢰성, 헌신성, 계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이 규명하고자 하는 가설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의 만족도는 

공 계성(신뢰성, 헌신성, 계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의 만족도

는 신뢰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의 만족도

는 헌신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의 만족도

는 계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을 통한 시장 

활성화 여부는 공 계성(신뢰성, 헌신성, 

계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을 통한 시

장 활성화 여부는 신뢰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2.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을 통한 시

장 활성화 여부는 헌신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3. 지역방송사의 통시장 로그램을 통한 시

장 활성화 여부는 계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설문조사 

주지역방송사 로그램의 ‘시장이 좋다’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가 시장 상인들의 공 계성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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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을 조사하 다. 조사 상으로 선정된 지역

은 로그램이 방송된 주· 남지역의 통시장 15곳의 

시장 상인을 상으로 500명  256명의 시청 상자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조사방법으로는 일 일 방문 면 을 통한 조사원 응

답기재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항목은 로그램 

시청빈도, 로그램 만족도, 통시장 활성화 여부, 주

방송사의 공 계성(신뢰성, 헌신성, 계성), 인구통계 

조사로 구성하 다. 

3.2 주요 변인의 측정 

3.2.1 독립변인: 프로그램 만족도  

로그램 만족도는 시장 상인들이 ‘시장이 좋다’의 

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변

인을 설정하 다[14]. 이를 해 ‘재미있다.’, ‘다양한 내용

을 달한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와 상인

들에게 화 소재를 제공한다.’,의 4문항으로 구성하 으

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2.2 독립변인: 프로그램 시장 활성화 여부 

로그램 시장 활성화 여부는 ‘시장이 좋다’ 로그램

을 통하여 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시장 활성화 여부로 정

의하고 변인을 설정하 다[15]. 이를 해 ‘시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시장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

다.’, ‘시장 상인들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2.3 종속변인: 광주방송 공중관계성  

공 계성은  ‘시장이 좋다’ 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시장 상인들과 주방송의 계성을 변인을 설정하

다. 이를 해 Bruning & Ledingham[6, 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방송에 역할에 해서 확신을 가진

다.’, ‘ 주방송은 하려고 하는 일을 성공 으로 완수 한

다고 생각한다.’, ‘ 주방송은 그들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주방송은 시민들이 말

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한다.’, ‘ 주방송은 나에게 따뜻

한 느낌을 주는 편이다.’, ‘ 주방송은 거래나 인연을 맺

게 되면 자연스런 느낌이 들 것 같다.’의 6문항으로 구성

하 으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

리닝 과정을 거쳐 통계자료로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

의 통계분석을 해 SPSS 18.0 for windows가 사용되었

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문항에 한 타당도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서 

확인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

인 특성과 거주특성 그리고 변인들의 속성을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주· 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

장상인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총 256명  남

자 117명, 여자 139명이었으며, 20-30  11명(4.3%), 40  

58명(22.7%), 50  118명(46.1%), 60  이상 69명(27.0%)

이었음. 50  이상의 응답자가 체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에 한 응답자들은 주 83

명(32.4%), 시지역 85명(33.2%), 군지역 88명(34.4%)으로 

응답자들의 속성은 고르게 나타났다. 

‘시장이 좋다’에 한 시청빈도는 ‘어느 정도 시청 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시청한 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256명) 에서 ’4회 이상‘이 73명(28.5%)이며, ’매주 시청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명(18.8%), ’한 달에 1회 시청 

한다‘가 39명(15.2%)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2-3회 시청 

한다‘가 96명(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달에 1회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가 체의 52%로 높게 

나타나 시장 상인들이 이 로그램의 고정 시청자 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의 세

분화된 요인을 추출하기 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화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한 자

료의 신뢰 측정으로 질문지의 내  일 성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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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

용하 다.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을 통한 시장 활성화 여

부 6개의 항목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두 개

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만족도’로 아이겐벨

류 값은 3.164이고, 45.19%의 변량 설명력을 가지며, 재

미, 다양, 유익, 소통 4개의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2

는 ‘활성화 여부’로 아이겐벨류 값은1.196 이고, 17.09%의 

변량 설명력을 가지며, 지명도, 매출증 , 화합 3개의 항

목으로 추출되었다. 

Item Satisfaction Activation

fun .703

Diversity .870

Benefit .815

Communication .672

Reputation .562

Increase sales .828

Unity .815

Cronbach¡¯s Alpha .789 .756

Cumulative % 45.19 17.090

<Table 1> Factors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Activation 

주방송의 공 계성에서 6개의 항목의 요인을 분

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3개의 요인을 추출하 다. 

요인 1은 ‘신뢰성’으로 아이겐벨류 값은 3.591이고, 

39.89%의 변량 설명력을 가지며, 확신, 성공  완수에 

한 2개의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2는 ‘헌신성’으로 아

이겐벨류 값은1.675 이고, 18.608%의 변량 설명력을 가지

며, 경청, 복지에 한 2개의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3는 ‘ 계성’으로 아이겐벨류 값은 2.005이고, 19.118%의 

변량 설명력을 가지며, 친 함, 상호 계에 한 2개의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Item Reliability Dedication Relationships 

Assurance .842

Completion .807

Listen .893

Welfare .781

Intimacy .912

Interrelationship .903

Cronbach¡¯s Alpha .827 .775 .759

Cumulative % 39.89 58.50 77.61

<Table 2> Factors of Public Relationship 

4.2 가설의 연구결과 

<가설 1>과 <가설 2>에 한  시장상인의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부가 신뢰성, 

헌신성 계성에 향을 주는지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Table 3>.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eta t

Reliability 
Satisfaction .128 1.868

***

Activation .367 6.197 *

 R2=.288, Modified R2=.279, df=2, ***p<.001, **p<.01, *p<.05,  

Dedication 
Satisfaction .209 2.813

*

Activation .235 3.669***

R2=.129, Modified R2=.122, df=2, ***p<.001, **p<.01, *p<.05, 

Relationships 
Satisfaction .167 2.601

*

Activation .405 7.315***

R2=.273, Modified R2=.267, df=2, ***p<.001, **p<.01, *p<.05, 

<Table 3>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is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

부가 신뢰성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다 상 계수는 .288로 만족할 

만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만족

도에 한 설명력은 .279로 나타났는데, 이는 로그램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가 신뢰도에 총 변량  28%

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그램의 만족도와 활

성화 여부의 신뢰도에 한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결과, 

회귀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2.608,  p<.001). 

한 2개의 독립변인들이 신뢰성에 미치는 회귀계수들은 

로그램 만족도(t=1.868, p<.000)와 로그램 시장 활성

화 여부(t=6.107, p<.05)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각 독립변인에 한 표 화계수 베타 값을 보면 활성

화 여부는 .367, 만족도는 .128로 활성화 여부에 비해 상

으로 낮으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에 따라 방

송에 한 신뢰성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

부가 헌신성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다 상 계수는 .129로 다소 낮

지만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헌신

성에 한 설명력은 .122로 나타났는데, 이는 로그램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가 헌신성에 총 변량  12%

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그램의 만족도와 시

장 활성화 여부의 헌신성에 한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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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결과, 회귀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8.739, 

p<.001). 한 2개의 독립변인들이 헌신성에 미치는 회귀

계수들은 로그램 만족도(t=2.813, p<.02)와 로그램 

시장 활성화 여부(t=3.669,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었다. 즉, 각 독립변인에 한 표 화계수 베타 값을 

보면 활성화 여부는 .235, 만족도는 .209로 활성화 여부에 

비해 조  낮으나 두 독립변인 모두 시장 상인들의 방송 

헌신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

부가  계성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다 상 계수는 .273으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성에 한 

설명력은 .267로 나타났는데, 이는 로그램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가 계성에 총 변량  26%를 설명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그램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의 계성에 한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결과, 회

귀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47.422, p<.001). 

한 2개의 독립변인들이 헌신성에 미치는 회귀계수들은 

로그램 만족도(t=2.601, p<.05)와 로그램 시장 활성

화 여부(t=7.315,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

다. 즉, 각 독립변인에 한 표 화계수 베타 값을 보면 

활성화 여부는 .167, 만족도는 .40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에 따라 계성이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즉, 주 방송의 <시장이 좋다> 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시장 상인들에 의견수렵을 통한 시장 활성화 요소

들이 주방송 공 계성을 통한 계형성에 가치인식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주 방송의 <시장이 좋다> 로그램의 만

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부가 공 계성

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지역 방송

이 주 시청자가 되는 특정 상인들을 상으로 방송 활성

화를 한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공 계

성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먼  지역 방송 활성화를 한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부가 신뢰성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 결과 두 독립변인 모두 정  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방송의 신뢰성을 높

이기 해서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시청자의 심과 

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구성과 로그램 진행 과정

에서 자연스러운 공간 노출 그리고 참여 가능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지역 로그램에 한 

신뢰성은 지역민의 지자체 활동에 한 참여의도를 도모

하고 직 인 향을 미칠 때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태도에  참여의

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주제를 선정해야 하겠다. 

둘째, 지역 방송 활성화를 한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부가 헌신성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 결과 두 독립변인 모두 정  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로그램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여부에 한 헌신성의 향력이 다소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방송 제작자들이 로그램에 상이 되는 시

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자신들의 복지환경에 

도움을 다는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 방송 로그램을 제작 할 때 방송사와 

시청자와의 우호  계를 개선하기 해서는 정보 달

에 을 두기 보다는 진정성을 갖는 메시지를 선별하

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 방송 활성화를 한 로그램 만족도와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부가 계성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 결과 로그램 만족성보다 로그램에 

한 시장 활성화 여부에 높은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사와 공 계성을 높

이고 우호 인 상호 계를 만들기 해서 시청자가 원하

는 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선별된 특정 타켓

에게 실 으로 로그램이 도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성공 인 

방송사와 지역민의 소통 계를 실 하기 해서는 서로 

상호호혜 인 계성의 구축을 목 으로 한 극 인 지

방 특성에 맞는 커뮤니 이션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방송 로

그램을 통한 참여여부가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다양한 정책, 사업, 이벤트 등의 정보제공과 참여유

도가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통 시장에 한 

로그램의 발 과 활성화가 미흡한 시 에서 시청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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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들에 한 폭넓은 연구와 조사에 요한 핵심이 

되고자 하 다. 제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 로그램 ‘시장이 좋다’의 만족도와 활성화 여부

에 한 공 계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로그램 만족도 보다 로그램을 통한 시장 활성

화가 이루어질수록 신뢰성, 헌신성, 계성 모두 높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과 ‘상인들의 ’을 통해 실감 있고 

통 시장의 장 과 특성을 알리고, 나아가 시장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려한 커뮤니 이션 략이 지역방송 

로그램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로그램 만족도와 활성화 여부에 한 공

계성에서도 계성의 요소가 가장 높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인들과 지역 사람들이 통 시

장의 생생함과 진정성 있는 삶의 과정을 반 해  것을 

요구 하는 소통의 장으로 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시장이 좋다>와 같이 지역 활성화를 한 

로그램을 소개할 때 지역 지만 아니라 유물이나, 유

, 축제와 연계하는 등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시장을 

찾는 외지인은 단시 시장을 찾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 시장의 지나 지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주변

의 볼거리들을 살리면서 시장 매출에도 도움을  수 있

는 로그램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방송 로그램을 통한 지역민과 

방송사의 공 계성을 높이기 한 구성요인으로 지자

체 활동에 한 주민들의 태도와 참여의도가 요한 경

로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지역방송 로그램은 지역의 

정체성에 알맞은 주제를 찾고, 로그램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들을 악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제시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실험 상을 주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상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 과정에서 다 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둘째, 방송 로그램을 통한 지역민

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구성요인들을 더 추가하여 직

인 계를 확인 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 후 련 연구

에서는 보다 구체 인 지역민과의 계성의 각 구성요인

들을 선정하여 측정 항목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시장 체를 아우르는 소재를 개발함으로

써 상인회 같은 상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 수 있는 실무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한 시청자는 

물론이고 상인들을 주체로 스스로가 로그램을 활용하

고 그들의 삶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그램

의 양과 질을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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