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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문의 : 전략기획팀장 최윤규 연구위원
(063-280-7180)
▪담당자 : 연구기획부 김혜성 연구원
(063-280-7113/hskim@jthink.kr)

박사 유튜버, 전북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전북연구원, 유튜브 채널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개설
○ 박사들이 전북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 모습을 살펴보는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유튜브 ‘오
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채널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 연구원 박사들 가운데 권혁남 원장이 첫 번째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 권 원장이 행복을 주제로 출연한 ‘2020 전북도민 행복보고서’가
이달 게시됐다.
○ 이번 콘텐츠에서 권 원장은 행복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에
서 나타난 전북도민의 행복점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 콘텐츠에서 권 원장은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국가 경제력
이 개인의 행복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개인 행복
을 위해 경제성장 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법
을 제시했다.

○ 종합연구기관인 연구원은 일반인이 연구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
○ 연구원은 주요 연구성과를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채널에 개시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복안이다.
○ 연구원은 매달 하나의 주제를 여러 파트로 구성된 콘텐츠를 유튜
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전북연구원을 검색하거나, 연구
원 홈페이지(jthik.kr) ‘연구원소식’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권 원장은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연구원의 성과물은 공공의 자산
으로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
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 연구원은 ‘전북 경제성장 경로와 미래방향’과 ‘로컬가
치와 전북의 인구정책’, ‘먹거리와 푸드플랜’, ‘기후위기 대응
과 탄소중립’, ‘새만금은 지금’, ‘전북의 사회복지 인프라’
콘텐츠를 올해 연말까지 매달 한 편씩 게시할 예정이다.
○ 연구원은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전북의 현황
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
○ 나스미디어의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
상 이용률은 96.7%에 달했고, 유튜브 이용자가 91.8%로 동영상 플
랫폼 가운데 가장 많았다.

붙임. 전북연구원 유튜브 채널 ‘전북의 오늘, 내일의 행복’ 캡처

참조. 전북연구원 유튜브 채널 URL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FYYTvYnwUaCe7VAapXn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