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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는 공공부문의 고객관계관리(Public CRM)

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37개 부·처·청 공무원들은 공공고객관계관리(Public CRM)를 단순히 정책고객 DB 리스
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사 도구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결과, 공무원과 일반국민이 함
께 PCRM을 정책고객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공고객관계관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감하고, PCRM 활용이 공공부문 
홍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강제했을 때, PCRM PR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PCRM PR 활용 전략 및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 정책고객서비스, 공공고객관리, 정부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PR매체
Abstract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PCRM) is a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Most of public servants at the 37 government ministries, however, has used PCRM as a simple tool 
for email service and online survey. This study shows government officials should understand the fact that 
PCRM is not a tool but a management system for general public; and utilize PCRM in each and every 
government PR practices. When using the PCRM indispensable to be shared with the PR of public sector, 
PCRM PR will be activated. The study also furnish various strategies and tactics for government PCRM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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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 부처의 IT발전에 따른 정책고객서비스(PCRM)

는 공공고객관계관리(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ublic CRM)에 해당되는정책고객관계관

리(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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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를일컫는데, 2003년 국무회의에서 “정책고객에대

한서비스강화방안”을마련하고 2004년 국정홍보처에서

정책고객대상이메일발송·여론조사실행컴퓨터프로그

램인 “PIMS(PCRM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를 24개 정부 부처로 배포하면서 고착된 정부 용어이다

[11]. 현재 정부 37개 부·처·청 공무원들이 공공고객관계

관리(Public CRM)를 단순히 정책고객 DB 리스트와 컴

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뉴스레터, 웹진 등 이메일발송

과 인식조사, 만족도조사 등의 여론조사 도구인 정책고

객관계관리(Policy CRM) 정도로만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PCRM 학술연구를 행정학 관련 문헌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으며, PCRM의 핵심개념인 홍보(Public

Relations: PR)와 PCRM의관계를분석한학술연구는전

무한 상태이다(1,2,3,4,5,6,7,8,9,10,11,12,13,14,15].

2. 이론 및 선행연구
2.1 PCRM의 태동
기존행정학문헌에따르면, 공공고객관계관리는온라

인뉴미디어(Online New Media)·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술발달과함께 1990년대중반경영학에서태

동한 민간부문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가, 같은 시기 행정학에서 신공공관

리론(New Public Management)·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대두되면서 소개되어 공공부문 고객관계관리

(Public CRM)로 분화한 것이다[8,12,15].

구체적으로, 정진우(2004)는 지방정부의 PCRM 도입

초기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 전화 콜센터와 새로운 뉴

미디어 인터넷 콜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광역화·전문화

하였을 때 지방정부의 전자민원서비스(e-CRM)가 활성

화되고나아가 PCRM 또한발전할수있음을주장한바

있다[8]. 김성호, 김영환, 박희서(2005)는 CRM의 공공부

문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고객지향의 조직

문화, 주민과의 의사소통 노력, 고위관리직의 지지, 정보

통신기술수준등이 PCRM정착의선결과제임을피력하

였다[12]. 오영균(2006)은 PCRM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통하여, PCRM을공공고객관계관리로개념적정

의한뒤, CRM고객세분화기법을적용한 PCRM주민서

비스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5].

2.2 PCRM의 특징
한편, 공공부문 고객관계관리는 양방향성·효율성이라

는 민간부분 고객관계관리 목표가치에, 민주성·형평성

이라는 공익적 목표가치가 추가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고객분류에있어서도민간부문의차별적우량고객

/일반소비자분류가아닌비차별적이해관계자정책고객/

일반국민정책고객 분류를 적용해야 타당할 것이다

[1,3,5,14].

배일섭(2006)은 노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PCRM 참여

거버넌스 연구를 통하여, 민간부문 CRM과 달리 공공부

문 PCRM은 민주성, 형평성 등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

야 함을 언급하였다[5].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를

통해공공부문 PCRM의비차별적서비스특징을강조한

다수의연구들이있는데, 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 PCRM

을비교한연구(윤태웅, 2006)와 부산광역시의 PCRM사

례(김혜정, 2007) 및 시스템(서창갑, 한기성, 2006) 소개

를 통해 일반 주민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그

것이다[1,2,14].

2.3 PCRM의 성공요인
공공고객관계관리가성공하기위한요인에대한연구

도 상당부분 진척되어 왔는데, 상시모니터링·조사분석·

고객수요반영 등 고객상호작용 활성화 정도, 부서간협

조·전문인력충원·성과평가반영 등 조직지원 활성화 정

도, 사용용이·통합가능·확장가능등 IT·기술활성화정도

등이공공고객관계관리성공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주

요인들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4,10].

권혁상, 오해영, 이장재(2007)는 조달청 PCRM담당자

를 대상으로 한 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연구를통해, PCRM의성공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의 중요도는 고객상호작용 활성화 정도, IT·기술 활성화

정도, 조직지원 활성화 정도의 순서임을 밝힌바 있다[4].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PCRM성공요인

을 도출한 임준식, 김용수(2007)의 연구에서도, IT·기술

활성화정도와조직지원활성화정도는고객상호작용활

성화정도를통해 PCRM성공여부에통계적으로유의미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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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언급한바와같이 PCRM과 PR의관계를

연구한 학술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에 본 연구는 다

음의 탐색적 연구문제를 도출하게 되었다.

연구문제 1: 정부부처 PCRM적용사례가존재하는가?

만약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

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정부 부처 PCRM PR 활용사례가존재하

는가? 만약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어떠

한 활용방안이 있는가?

3. 연구방법
연구문제의 해결 및 연구결과의 검증가능성

(Testability)과 반복가능성(Repeatability)을 높이기 위

해, 정부 부처 PCRM 적용사례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학

술논문 메타분류방법(Meta-Review)을, PCRM PR 활용

사례 연구방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과업지시서

(Reference For Proposal: RFP)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먼저, 정부 부처 PCRM 적용사례 조사분석을 위해

PCRM을 공공고객관계관리(Public CRM)와 정책고객관

계관리(Policy CRM)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ly

Defining)하고, 공표된 국내외 학술논문(Published

Journal Article) 전수를 검색하였다. PCRM을 정책고객

리스트 활용 이메일발송·여론조사 등의 정책고객관계관

리로협소하게정의할경우예상되는조사분석의한계를

우려하여, 공공고객관계관리와 정책고객관계관리 관련

공표된 학술논문 전수를 모두 분석하였다. 연구자와 관

계있는서울소재 K대학교의온라인도서관논문검색시

스템을 활용하여 “PCRM”, “공공고객”, “정책고객”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총 146개의 학술논문을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형태로추출하였고연구자

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15개의 학술논문을 메

타분류에 사용하였다.

이후, 정부부처 PCRM PR 활용사례조사분석을위해

2013년 1월1일-12월31일 1년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

된정부부처포함공공부문용역전수를검색하였다. 대

부분의 공공부문 홍보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PR 활용방

안을 명기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시하고, 회기년도 기준 1년 단위로 용약계약체결하는

점에착안하여, 2013년 1년간공시된공공홍보용역과업

지시서 전수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와 관계있는 국내 최

대 I 공공홍보 종합대행사 직원들을 활용하여 “홍보”,

“소통” 등의검색어를조달청나라장터검색시스템에입

력한 뒤 총 1,800여개의 2013년 발주 용역 과업지시서를

한글파일 형태로 추출하였고, 3명의 코더(Coder)가내용

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PCRM“, “공공고객”, “정책고

객”, “이해관계자” 등이명기된 33개의공공부문홍보·소

통용역 과업지시서를 내용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정부 부처 PCRM 적용사례 메타분류 결과
PCRM 관련논문분석결과, PCRM은주로공공고객

관계관리(Public CRM)로 정의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

부·처·청 PCRM은정책기획, 집행, 홍보, 평가의全과정

에걸쳐다양한온·오프라인매체를통해적용된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PCRM에 정책고객 리스트 활

용 단순 이메일발송·여론조사 기능을 넘어서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Table 1>에있는공공기관 PCRM관련학술논

문메타분류결과를살펴보면, 총 15편의논문중 PCRM

을 공공고객관계관리(Public CRM)로 정의한 사례

(53.33%)와 PCRM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사례

(60.00%)가 가장 많았다. 단, 표본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검증은어려우나, 정부부처청 PCRM은주로정책고객관

계관리(60.00%)로, 지방자치단체 PCRM은주로공공고객

관계관리(66.67%)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PCRM thesi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CRM definition and public agencies 
type

Policy

CRM

Public

CRM

Policy and

Public CRM
Total

Ministry

Agencies
3 1 1 5

Government

agencies
0 1 0 1

Local

Governments
1 6 2 9

Total 4 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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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Communication

PR & Communication
+

PCRM · policy
customers, stakeholders

The
No.of

Won
The
No.of

Won

agencies

government
legislation agency

2 208,128,600 - -

patriots ad

veterans
administration
agency

3 276,931,800 -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 275,974,730 - -

Sub total 8 761,035,130

<Table 2>는 PCRM 학술논문에서 사례를통해언급

한 PCRM적용정책단계와 PCRM적용매체를종합정

리한것이다. 정책 기획, 실행, 홍보, 평가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PCRM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PCRM thesis: PCRM apply policy steps 
and PCRM media

PCRM

application
stage

Policy planning,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promotion, policy evaluation

PCRM media

Closed Online media: email, webzine, cafes
and mobile messages

Open an online media: Website, Blogs

Offline media: newsletters, magazines, call

centers, field visits, supporters

4.2 정부 부처 PCRM PR 활용사례 내용분석 결과
2013년조달청나라장터를통해발주된공공기관홍보·

소통 용역제안요청서내용분석결과, 제안요청서에구체

적으로 PCRM·정책고객·이해관계자를 기술한 용역은 극

히드물었으나, PCRM PR을위해온라인이메일매체이

외에도다양한온·오프라인매체를활용하고있음을확인

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 향후공공기관홍보·소통제

안요청서 작성시 PCRM 명기와 다양한 PCRM PR 매체

제안 필요성의 논리근거로 활용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홍보·소통 용역 1165건 중

단지 33건(2.83%) 만이 제안요청서에 PCRM·정책고객·

이해관계자를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

공기관홍보·소통시장이연간 1,900억여원규모이며, 대

부분의 공공기관 홍보·소통 용역이 5천만원 미만

(39.31%), 5천만원-1억원(26.87%), 1억원-5억원(27.90%)

수준의 소액 발주임을 또한 알 수 있었다.

<Table 3>를보면사법부·입법부(0.00%), 지방자치단

체(0.85%) 대비 정부 산하기관(5.56%), 정부 부·처·청

(5.70%)의 제안요청서 PCRM·정책고객·이해관계자명기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전체

공공기관 홍보소통 용역 1,165건 중 절반이 넘는 693건

(59.48%)이 정부산하공공기관에의해발주되고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 산하기관의 수가 300여개가 넘

고 몇몇 정부 부·처·청의 경우 산하기관 사업비·경상비

보조등을통해홍보·소통 용역을대리발주하고있기때

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 공공기관 홍보·소통 용역

중 정부 부·처·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7%였다.

<Table 3> Public Procurement Servic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order, 
promote, communication, services by 
the public authorities in 2013

　

　

PR & Communication

PR & Communication+

PCRM · policy customers,

stakeholders

The

number of
Won

The

number

of
Won

Government

Ministries
228 36,984,958,180 13 2,892,494,010

Government

Agencies*
693 124,011,509,541 18 3,758,270,197

Local

Governments
236 27,904,917,490 2 201,010,000

Judiciary or

Legislature
8 1,022,552,000 - -

Total 1165 189,923,937,211 33 6,851,774,207

*정부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정부 산하기관은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 위탁집

행형 준 정부기관, 시장 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 공공기

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였다.

<Table 4>를보면정부처(0.00%) 대비, 부(5.29%)와

청(9.52%)의 제안요청서에 PCRM·정책고객·이해관계자

명기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의경

우,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의 홍보·소통

용역에, 정부청의경우,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중소기

업청, 행복청의홍보·소통 용역에, PCRM·정책고객·이해

관계자를 명기하고 있었다.

<Table 4> Public Procurement Servic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order, 
promote, communication, services by 
the public authorities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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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ie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 30,000,000 - -

Ministry of
Sch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7 633,495,100 - -

Ministry of
Education

21 1,375,804,910 1 35,000,00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 690,332,000 1 302,590,000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0 1,875,714,200 -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 169,771,150 -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4 3,093,645,490 1 271,090,09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6 2,871,850,240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6 724,975,000 1 15,000,0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 7,030,225,470 1 917,226,000

Ministry of
Environment

14 1,394,738,680 1 35,000,00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0 7,225,140,000 2 313,000,00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4 1,503,672,480 -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8 1,074,565,760 -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0 860,573,000 1 150,000,000

Sub total 170 30,554,503,480 9 2,038,906,090

adminstrat
ion
&
offices

supply
adminstration

3 70,950,000 -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3 721,364,000 - -

public
prosecutor's
office

2 79,330,000 - -

military
manpower
adminstration

3 652,311,150 - -

Defenc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3 430,565,400 1 280,000,000

ppublic policy
agency

3 109,730,000 - -

소방방재청 3 126,277,920 1 55,617,920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4 202,328,400 -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66,000,000 - -

forest service 2 241,830,000 - -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 712,952,000 1 352,970,000

industrial
property office

6 655,410,000 - -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4 858,616,200 -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1 165,000,000 1 165,000,000

Sub total 42 5,092,665,070 4 853,587,920

Total 220* 36,408,203,680 13 2,892,494,010

PCRM

PR

Media

Closed Online media: email, webzine, cafes, facebook
and mobile messages

Open an online media: Website, micro pages, blogs,

Twitter, and mobile applications

Offline Online media: newsletters, magazines, call

centers, field visits, supporters

*2013년 정부 부처 급 홍보·소통 용역은 총 228개 였으며, 이중 국무조

정실, 위원회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 부·처·청 홍보소통 용역은 220개

이다.

<Table 5>은 PCRM·정책고객·이해관계자를 명기한

소통·홍보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PR 매체들을종합

정리한것이다. PCRM PR에다양한온·오프라인매체가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Public Procurement Servic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order, 
promote, communication, services : 
PCRM PR media cases in 2013

5. 연구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공무원과 일반국민이 함께,

PCRM을 정책고객서비스를포함하는 공공고객관계관리

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감하고, PCRM 활용이 공공

부문 홍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공유했을 때,

PCRM PR 활성화가능성이높아질수있는것으로결론

지을 수 있다.

연구결과를토대로, 향후 PCRM PR 활용방안구체화

와 다양화를 위한 다섯 가지 PCRM PR 활성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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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관광체육부의범부처소통역량강화교육, 정

부 부처청대변인및온라인부대변인정례회의등을통

해, PCRM이 협의의 정책고객 리스트 기능관리를 넘어

서는 광의의 공공고객 관계관리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공공기관홍보업무는대부분대변인실홍보담당관

들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이 PCRM 인식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둘째, 기존국정홍보처의기능을이어받은문화체육관

광부국민소통실의공문을활용, 정부부처청,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작성時

“정책고객 구체적 제시”, “정책고객 대상 홍보 전략 제

시”, “정책고객대상홍보실행프로그램제시” 등의명기

를 권고해야 한다. 현재 3%미만의 제안요청서 명기로도

다양한 PCRM PR 활용방안이 홍보용역 대행사로부터

개진되리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경품 이벤트, 콜센터 경품 이벤트 등을

활용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책고객이름, 주소, 헨

드폰번호, 이메일주소, SNS계정 등에 대한 보완작업이

주기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재공공기관이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 리스트에는 이름과 이메일주소 정도만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책고객 리스트의 완결성

이 정책고객 DB분석 및 PCRM PR의 시작과 끝이며 전

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넷째, PCRM PR 매체의 다양성 및 공익성 가치를 이

해하고실무에반영해야한다. PCRM PR 활용가능매체

에는 이메일, 웹진 등에 더해 카페, 페이스북, 모바일 메

시지 등 폐쇄형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 마이크로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개방형 온라인

매체, 뉴스레터, 매거진, 콜센터, 현장방문, 서포터즈 등

오프라인 매체가 존재한다. 세분화된 대중매체 또한

PCRM PR 활용가능매체이긴하나, 공중(Public)을 대상

으로하는정부보유(Owned) PCRM매체(PCRM Media)

가, 대중(Mass)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보유(Paid) 대중매

체(Mass Media) 보다, 공익적형평성, 공익적민주성, 비

용적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마지막으로, 시간 주도력이 낮은 언론사 정책고객 대

상모바일 PCRM, 비교적시간주도력이높은의회·학술

정책고객 대상 오프라인 책자형 PCRM, 일반 정책고객

대상 이메일 PCRM 등 PCRM PR 메시지 수용자 특성

반영, PCRM 부서간 협업체계 마련, PCRM 성과평가체

계구축등 PCRM PR 내부조직관리가 PCRM PR 활용

방안다양화와구체화를위한활성화단초가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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