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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자정부는 인 라 확충,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개발 

등 양  성장 주의 사업을 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정부 서비스에 한 인지도  

활용도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정부 서비스를 질 으로 개선하기 한 “행정 심, 공 자 

심의 자정부 운 에서 시민 심, 수요자 심의 자정부 서비스로”의 정책 패러다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가장 요한 요소로서, 정부와 시민간의 지

속 인 신뢰 계를 확보․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한 정보기술 가능자(IT Enabler)로

서, 민간기업에서 고객과의 일 일 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객 계 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고객 계 리는 '고객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 상 계층을 한정한다

는 개념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표 화된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정부의 목 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자정부에서 차세  비 으로 일반 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객 계 리 도입에는 민간부분과 상당한 수 의 개념  는 기술  차이가 있어, 민간부문에

서의 고객 계 리를 공공부문, 특히 자정부에 용함에 있어서 기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민 심의 자정부 구

을 한 목표를 지방정부 서비스의 극  홍보,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 시

민 세분화를 통한 유형별 맞춤 서비스 개발, 내부 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 일 맞춤 서비스 제

공 등으로 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11개 세부 구 략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

  아울러, 이러한 략을 달성하기 한 5개 핵심과제로서 (i) 시민 그룹을 핵심사용자 그룹, 

잠재사용자 그룹, 정보소외 사용자 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핵심사용자 그룹을 심으로 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방안과, (ii) 서울시 홈페이지 콘텐츠의 키워드 리를 통한 인터넷 

마  방안, (iii) 포털 연합을 통한 서울시 포털 서비스의 운용성 제고 방안, (iv) 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시민 행정 서비스의 일 성 달성 방

안, 그리고 (v)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의 통합방안을 제안하 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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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국내의 자정부는 주민 정책참여 기회의 확 ,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

한 서비스 근 편의성 제고, 다양한 채 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정보 평등주

의의 실  등을 목 으로 하고 있음.

- 최근까지 자정부는 인 라 확충,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 새로운 행정 서

비스의 개발 등 양  성장 주의 사업을 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정

부 서비스에 한 인지도  활용도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임(서비스 이

용률 28%로 세계 평균 30%에 못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정부 서비스를 질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해 공감 가 형성되고 있음.

- 차세  자정부의 비 으로서, “행정 심, 공 자 심의 자정부 운 에

서 시민 심, 수요자 심의 자정부 서비스로”의 정책 패러다임 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국민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지속 인 신뢰 계를 확

보․유지하기 하여, 정보기술 가능자(IT Enabler)로서 민간 기업에서 고객

과의 일 일 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객 계 리(CRM)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고객 계 리는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고객 세분화는 기업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고객으로 서비스 상 계층을 한정한다는 개념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표 화된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정부의 목 과 상이한 측면이 존재함.

-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 일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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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도 정보 평등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합한 시민 계

리의 략  서비스 발굴이 요구됨.

2. 국내외 전자정부 현황 및 사례

1) 국내외 전자정부 중점 추진사항

◦ 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

- 웹(WWW)에 의한 정보기술의 획기 인 발 은 ‘간단한’ 웹 라우  로그

램을 탑재하고 통신망에 속하기만 하면 서로 간에 정보, 메시지 등을 손쉽

게 교환할 수 있는 인 라 구축을 진시키고 있음. 

- 자민주주의를 통해 정부-시민간 신뢰 계를 발 시킬 수 있음. 주민 입장

에서 자국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 외에 정부 입장

에서는 국민/시민의 여론을 악하고 수렴함으로써, 정책 개발이나 홍보에 

이 을 제공하고 있음. 

◦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한 서비스 근 편의성 제고

-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근하기 한 시간 , 공간  제약

사항이 획기 으로 어들게 됨. 

◦ 다양한 채 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정보 평등주의의 실  

- ‘고객 심의 자정부 서비스’의 가장 기 가 되는 형태로서, 정부의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서 주민 간 개인 차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창구

응이나 우편, 화, 인터넷, 팩스, 메일, 키오스크, 방향 TV 등 다양한 채

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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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전자정부 사례 

◦ 캐나다

- 캐나다의 정부 온라인(Government On-Line) 략1)은 정보와 서비스에 

한 근성  이용편의성 향상,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  응답성 향상, 온라

인 업무처리의 신뢰성 구축을 3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 미국의 자정부 략(E-Government Strategy)2)은 시민의 수요에 맞는 정

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고, 정부 운 방식의 신을 통해 효율

성, 응성,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민의 직  참여 기회를 확 하여 정부와 

시민의 계를 질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함.

-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뉴욕시의 311 콜센터는 기존의 40개 콜센터를 1

개로 통합하여 뉴욕시 정보  행정서비스에 한 직  안내, 상황  

 상황 처 안내, 24시간 365일 상담원 직  안내, 170여개 언어로 통역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

- 국의 국가 CRM 로그램(National CRM Programme)3)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시민 심의 서비스로 변화시키고, 업무의 효율화를 진시키기 

해서 실행된 국가차원의 로그램임.

1) 한국 산원, 2005, “캐나다 자정부의 황”, 「 자정부 동향」, 2005-03호.

2) 한국 산원, 2005, “미국 자정부의 황Ⅰ”, 「 자정부 동향」, 2005-04호.

3) 강 옥, 2004, 「공공부문 CRM 도입 사례  시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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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호주의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략’4)은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기 해서 정보 리 방식과 업무 로세스 신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단일 을 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해외 전자정부 사례의 시사점

- 정기 으로  고객 정보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요에 합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수립단계에서 수정에 이르기까지 으로 시민과의 

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민과의 신뢰 계 유지가 단히 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 국의 CRM 략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 심의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내부  조직변 과 시민지향성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악되고 있음.

3. 고객관계관리를 활용한 전자정부 고도화

1) 고객관계관리의 개요

- 고객 계 리란 일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을 상으로 하던 공 자 

심의 마 (Mass Marketing)의 패러다임에서, 고객 개개인의 욕구를 

4) http://www.agimo.gov.au/publications/2002/11/b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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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소비자 만족 지향의 마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지칭함.

- 고객 계 리는 “고객과 련된 기업의 내, 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

객 특성에 기 한 마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리체계”5)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고객 세분화 략을 바탕으로 개별 고객의 욕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평생가치(Life Time Value)를 극 화하고자 하

는 마  기법임.

- 한, 고객의 행동양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경 의 질을 높이기 

한 략, 조직, 로세스  기술상의 변화 과정을 의미하며, 효과 인 CRM 

구 을 해서는 고객 련 활동들과 연계된 조직, 업무, 로세스  정보기

술 인 라의 고객가치 심으로의 재편이 요구됨. 

2) 고객관계관리의 주요 개념: 고객 세분화(Customer Segmentation)

◦ 고객 세분화의 필요성

- 고객 계 리는 기업의 수익이 일부 로얄(loyal) 고객층에 집 된 매출로부

터 발생한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음.

- 결국, 모든 고객을 상으로 마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기업의 수

익에 향을  수 있는 고객층(loyal 고객)만을 상으로 좀더 근 된, 고객 

지향  마 을 펼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밝 져 있음. 

◦ ‘서비스 상 계층의 한정’이라는 개념의 도입 배경

- 제품의 라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타사 제품과의 기술격차도 

5) 이상민, 2000, “인터넷 시 의 고객 계 리”,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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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는(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술격차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 시

장 상황의 변화를 반 한 것임.

- 한, 다양한 제품의 출시로 그만큼 고객들의 기호가 다양해 진 것도 요한 

원인임. 즉, 제품의 가격 는 품질 만으로 고객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한계

에 다다른 것이며, 경쟁사와의 차별화(differentiation) 수단은 결국 ‘서비스

의 품질’ 밖에 없다는 결론에 바탕을 둠.

3) 정보기술 인프라 측면의 고객관계관리

- CRM의 출 으로 말미암아 기업경  정보기술에 나타난 주요 변화는 정보 

(information)라는 것이 기업 경 에 있어서 략 으로 단히 요한 상

이며, 경쟁우  유지를 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임. 

- 실제로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에 근하기 한 도구로서 인터넷이나 콜센터

가 활용되고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DW)

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DM)과 같은 정보기술임.

4) 시민 세분화(Citizen Segmentation)

◦ 인구통계학  근 방법을 활용한 시민 세분화

-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자정부는 시민 세분화의 개념을 활용하

고 있으며, 일반 으로 상 에서 시민들을 국민/외국인/기업으로 분류하고, 

하 에서 국민을 성(sex),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학  분류기법에 

따라 세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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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의 자정부에 용된, 재의 고객 세분화 기술수 은 단순히 콘텐츠

의 라우징(browsing)을 한, 는 자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그루핑(grouping) 하기 한 수단 정도로 활용되는 극히 보 인 수 인 것

으로 단됨. 고객 세분화를, 콘텐츠를 라우징(browsing)하기 한 수단으

로만 활용하는 경우 게이트웨이(gateway) 이상의 역할을 기 하기 어려움.

일반시민

• 어린이

• 청소년

• 부모

• 노인

• 장애인 기업

외국인

이용자

세분화

• 일반기업

• 정부기관

• 거주자

• 관광객

일반시민

• 어린이

• 청소년

• 부모

• 노인

• 장애인 기업

외국인

이용자

세분화

• 일반기업

• 정부기관

• 거주자

• 관광객

형 인 이용자 세분화 패턴

       

생애주기

• 출생

• 교육

• 병역

• 교육

• 사망

행정관련

일상생활

컨텐츠

세분화

• 세금

• 연금

• 선거

• 문화생활

• 취업

• 교통
• 복지

• 의료

생애주기

• 출생

• 교육

• 병역

• 교육

• 사망

행정관련

일상생활

컨텐츠

세분화

• 세금

• 연금

• 선거

• 문화생활

• 취업

• 교통
• 복지

• 의료

형 인 콘텐츠 세분화 패턴 

〔그림 1〕 형 인 시민 세분화/콘텐츠 세분화 패턴

◦ 서울시 홈페이지 웹로그 분석을 통한 시민세분화

-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페이지뷰, 히트수, 방문수, 방문자수, 머문시간 

등의 5개 통계치에 해 월 단 로 웹로그 분석을 하고 있음.

- 서울시 본청 홈페이지 로그분석 결과, 월 평균 방문 수는 500만 정도이며, 

평균 페이지뷰 수는 20페이지 내외, 1회 방문시 머문시간은 평균 6~7분 정

도 수 임.

- 회원 로그인 비율이 2.17%로 매우 낮음. 한, 체방문자  공무원 회원 

방문자가 2,698명으로 체 직업비율의 38.14%를 차지하고 있음. 방문수로 

비교해 보면 공무원의 비율이 체 직업비율의 71.76%를 차지하고 있어 공



고객관계관리(CRM)를 활용한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 특성화 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9 

무원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방문빈도도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사용자 로그인으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속 

IP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나, 일반 ISP 업체의 유동 IP를 사용하여 속하

는 경우 동일 사용자 확인이 어렵다는 과 웹 캐쉬(web cache)를 사용하

는 경우 실제 속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에 따

라 실제 인 활용이 어려움.

◦ 시민들의 라이  스타일에 의한 시민 세분화

- 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소득수 의 반 인 변화, 주 5일제의 확산에 따

른 문화의 성숙, 산층 시민들의 감소 등의 반 인 라이  스타일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심 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를 들어, 랜드 충성도가 상 으로 높은 시민들의 참여가 기 되는 정

책토론방의 이용률이 방문수(2.65%), 페이지뷰(0.45%), 머문시간(0.13%) 면

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거나, 웹동호회를 지원하는 서울사랑 커뮤니티

의 경우, 방문수, 페이지뷰, 머문시간 등에서 계속 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 그리고 하이서울 뉴스의 경우, 3/4분기에 방문수  페이지뷰 측

면에서 폭 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추세 분석의 결과를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공공부문 CRM에서 시민 세분화에 대한 전략 재구성의 필요성

- ‘고객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된( 는 맞춤형) 고객 서비스’란 근방법이 평

등한 국민을 상으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자정부의 

근본 방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상 으로 서비스 

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세분화에 한 략 재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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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부 서비스는 고객지향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만족

도에 한 객  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특성상 국민 개개

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음. 

- 한, 자정부에서 차세  비 으로 일반 으로 제시되고 있는 CRM 도입

에는 민간부문과 상당한 수 의 개념  는 기술  차이가 있어 민간부문

에서의 고객 계 리를 공공부문, 특히 자정부에 용함에 있어서 기본 개

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4. 전자정부의 고객관계관리 전략 및 서비스 개발

1) 전자정부의 고객관계관리 전략 모형

◦ 시민 심의 자정부 개발을 한 략 모형

내부프로세스

개선을통한1:1 

맞춤서비스제공

시민세분화를통한

유형별맞춤서비스

서비스차별화를

통한시민편의성

제고

지방정부서비스의

적극적홍보

시민의(재)방문

유도

triggers

drives

enables

motivates

drives

enables

triggers

triggers

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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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심의 자정부 구 을 한 세부 개발 략

개발 목표 시민 세분화 / 서비스 차별화 / 시민 지향의 로세스 개선

개발 방향 세 부 구   략

근성 ↑

1. 자정부 서비스의  국민 홍보

2. 다양한 채 과 편리한 인터페이스 개발

3. 제공정보의 체계  구성  강력한 검색 기능 개발

4. 앙 자정부와 지방 자정부간의 역할 분담  원스톱 서비스 에서의 

계층  통합

유용성 ↑

5. 시민의 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지속  개선

6. 서비스의 다양화  고도화

7. 제공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확보

신뢰성 ↑
8. 트랜잭션의 신뢰성 확보를 한 기술  인 라 구축

9. 개인 라이버시 보호

응성 ↑
10.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한 로세스 효율화

11.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변화 리

 

2) CRM 기반의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방안

◦ 시민 세분화에 의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민 세분화가 차별화(differentiation) 략 는 일부 시민 그룹에 한 집

(concentration) 략으로 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인구통계학  에서의 시민 세분화에 따른 콘텐츠 그루핑을 기본으로, 라

이  스타일 분석에 의한 시민 심 역의 변경에 해 히 응하는 형

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단됨. 이와 아울러 자정부 서비스와의 근 도

(closeness)에 기반한 핵심사용자/잠재사용자/정보소외 사용자 그룹 등의 3

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효과 인 지원 방안(마  방안 포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핵심사용자 그룹’은 “최근에 홈페이지를 방문하 으며, 

자주 방문하는 편이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 화를 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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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 것이 체 인 에서 효과가 있다고 단되는”시민들의 그룹으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잠재 사용자 그룹’은 인터넷 등의 정보 인 라가 갖

추어져 있거나, 손쉽게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시민 계층으로서, 재 서

울시 홈페이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직은 그 활용이 필요가 없는 계층으로 정

의됨. ‘정보소외 사용자 그룹’은 ( 화망을 포함한)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 

인 라가 제 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계층으로 정의함.

- ‘핵심사용자 그룹’에 한 활발한 지원은 가족, 동문, 친구, 동료 등의 각종 

인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사용자 그룹’을 핵심사용자 그룹으로 자연스럽

게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됨. 

- 이와 아울러, 회원 로그인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심 콘텐츠에 한 정

보를 지속 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정부 지원자격 조회 포털의 

에서 보다시피, 사이트 신뢰도가 높고, 반  부  정보가 필요할수록 개

인정보 가능성은 높아짐. 서울시 홈페이지의 사이트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는, 정보보호  개인 라이버시 보호 측면에 한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 

◦ 인터넷 마  활용: 검색엔진

- 검색엔진, 이메일 마 , 뉴스그룹, 배 교환, 이벤트 등을 효과 으로 동원

하여 사용자들에게 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써 방문자를 유도하는 인터

넷 마 은 다른 홍보 채 에 비해 비용 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단됨. 

- 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메타태그(Meta 

Tag)의 불비로, 일반 인 검색엔진들의 검색 상 콘텐츠로서 하게 구성

되어 있지 않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됨.

- 체계 이고 지속 인 검색 키워드 리에 기반한 실행방안 마련이 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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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의 통합: 웹서비스(Web Services)

- 서울시 자민원 신청/조회 서비스는 12개 카테고리에 총 679건의 민원을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를 표방하고 개발되어 재 서비스 이지만, 실제로 

서울시 자정부 내에서 발  는 조회 가능한 민원은 ‘부동산/도시계획’ 

카테고리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토지(임야) 장 열람  등본교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등 9개 민원에 불과함. 기타 민원에 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 인 다른 정부 포털로 연결시켜 주고 있으나, 사용이 번거로워 시민들

이 외면할 소지가 있음.

- 자정부 민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 웹서비스에 기반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제안하고자 하는 근본 인 이유는 웹서비스의 표

화에 따른 개방성에 의해 웹서비스 콤포 트들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과, 웹서비스와 련된 3개 표 이 모두 인터넷 상에서 구 가능하다는 , 

즉 인터넷(HTTP)을 통한 호출이 가능하다는  때문임. 

◦ 포털 연합(Portal Federation)을 통한 서울시 포털 서비스의 운용성 제고

- 최근의 IT 환경은 무계획 으로 진행된 분산 포털 로젝트의 결과로 인해 

무 복잡해졌으며, 이러한 복잡성은 다시 운 의 복잡성, 비효율성과 더불

어 그 리 비용의 증가를 래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에도, 2006년 재, 

본청 96개, 사업소 30개를 포함하여 체 126개(외국어 사이트 30개 미포

함)에 이르는 홈페이지를 리 임. 

- 이를 한 해법으로 민간의 기업포털 합리화(Enterprise Portal Rationalization) 

략의 활용이 필요함. 기업포털 합리화를 한 솔루션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연합 포털(Federated Portal)은 각 단 조직의 변화 속도를 반 하면

서도, 그러한 변화들이 체 인 측면에서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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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가 인 제어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 임. 

- 연합 포털의  다른 장 으로서 의미론  단일화된 (semantic single 

contact point)의 구 이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음. 다수의 시민들이 

서비스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되는 웹 페이지에 들어온 경우 쉽게 그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아울러, 민간 포털 서비스와의 강력한 연계가 필요함. 민간 포털 서비

스와 복되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는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 포털 

서비스와 연합한다거나, 민간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인

, 물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략  모색이 필요함.

◦ 내부 업무 로세스의 일 성 제고 

- 시민과의 신뢰 계 유지를 해서는 행정 서비스의 일 성을 확보하는 것이 

단히 요함. 그러기 해서는 로세스 표 화와 로세스 심의 데이터 

통합이 무엇보다 요함. 이러한 목 으로 민간에서 활용 인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을 극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BPMS의 도입효과로서, 내부 업무 로세스의 효과 인 모니터링, 개별 시민

별 트랜젝션 히스토리 리,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동시에 제공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일 성 제고, 내부 력 계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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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제언

◦ 시민지향 정책의 효과  구 을 한 체계 인 근이 필요함.

- 투자와 성장 주의 자정부 사업 개에서 진일보하여 서비스 품질과 조

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체계 이고 포 인 근방안 개발이 필요한 

시 임. 

◦ 공공부문에서의 CRM의 략  목표에 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

- 고객 계 리 기법은 민간기업에서도 실제 그 효과가 검증된 사례가 다

(성공률은 20% 내외)는 에서 ‘시민 지향성’이란 개념은 채용하되 공공부문

의 특성에 합한 새로운 근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특히, 고객 계 리의 주요 개념인 ‘고객 세분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고’

란 도,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표 화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에서 민간 부문의 근과 차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장무경∣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301
mkjang@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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