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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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그 동안 정부기 은 소  민홍보를 심으로 하는 일방향  커뮤니 이션 구성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

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극 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단말기의 폭발 인 보 으로 인해 정부기 의 공공정책에 

한 PR 방식이 SNS, 어 리 이션 제작 등으로 다각화되고, 이를 통해 련 정보에 한 수용자의 이해도는 

물론 참여를 극 으로 높이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 등 공공기 이 

SNS를 통한 PR 캠페인 활동을 좀 더 효율 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미국의 사례

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한 SNS 략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 중심어 :∣정부정책PR∣정부정책 신뢰도∣SNS∣PR∣정부정책홍보∣

Abstract

Meanwhile,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has been familiar with construction and method of 

one-way communication focused on public relation.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re are few 

customers who have interest in, understand,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policy of the 

government.However, by propagation of smart phone terminal, public relation of government 

policy is diversified such as SNS, application manufacture, etc. It paved the way for actively 

increasing customers’ comprehen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as well. With that 

background in mind, this research tried to search pattern and feature of SNS strategy through 

domestic and American examples for improving trustof government policy and find common 

ground in order to seek for solution to help government office conduct a PR campaign more 

efficiently through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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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소비자참여는 마켓3.0시 의 가장 큰 특징인데, 소셜

노믹스(Socialnomics)를 근간으로 하는 참여경제시

에 고와 마  한 소비자 참여가 요해지고 있

다. 아날로그 매스미디어 시 에는 소비자를 매우 수동

인 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노출 심이었지만 

방통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의 독자 인 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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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수용자들을 상으로 PR하는 것은 어려운 환

경이 되었고, 기업  공공기 의 PR방식에 근본 인 

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단순 수용자 혹은 일반 인 

콘텐츠 소비자로서의 PR 상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

하고 소비하고 유통(공유)시키는 행태가 일반화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을 반 하듯 SNS는 가장 강력한 PR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리서치 기 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순방문자수를 월간 집계한 결과, 네이버의 경

우 2010년 1월 3108만 UV에서 11월 3097만 UV로 

0.35% 감소했고, 다음 역시 동일 시  기 으로 1.8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트 터는 136만UV에서 

738만 UV로 441% 성장했고, 페이스북은 112만 UV에

서 667만 UV로 555% 증가하는 엄청난 기록을 보이면

서 가장 향력있는 PR 미디어로 등장했다. 

2011년도 PR트랜드를 주도하게 될 뉴미디어에 한 

망 조사(The PR, 2010.12)에서도 SNS가 40%로 단연 

1 를 차지했고, 2 는 스마트 폰(30%), 3 는 태블릿 

PC(17%)가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은 11%로 

굳건한 선두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터 각 기업과 공공기 이 앞 다투어 소셜 미디어를 

도입해 운 했지만 트랜드에 리지 않기 해 뛰어드

는 수 이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소셜 미디어와 스마

트 폰을 주축으로 하는 본격 인 소셜 커뮤니 이션 

PR 행 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스마트미디어시 의 PR은 스마트미디어의 요한 

속성인 소 트웨어를 이용한 소비자의 컨텐츠 생산과 

형태가 다른 고형식의 결합 등을 통해 고에 한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양방향 , 계  고를 말한다. 

SNS에 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의에 따르면, SNS

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 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서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미니 홈피,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1]. 김은미 외[2]는 이용자 자신의 개

인 웹페이지를 구축한 뒤, 친구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의 SNS는 온라인을 통

한 인맥 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회원도 일

부 콘텐츠에 근 가능한 개방형 SNS와 회원만 사이트 

내 콘텐츠  서비스에 근 가능한 폐쇄형 SNS가 있

다. 의의 SNS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을 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가상 실서비스, 커뮤니티 서비

스, 인스턴트 메신  등이 포함된다. SNS 유사서비스

로 블로그, 미니 홈피, 동 상, UCC 등 사회  네트워

크를 온라인상에서 구축하는 서비스 등도 있다[3].

결론 으로 SNS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인

간의 모든 지 , 오락  활동을 한 랫폼을 지칭하

고, 이로 인해 SNS는 의사소통, 토론, 오락, 상거래, TV 

로그램 시청 등 각자 다른 랫폼에서 가능했던 모든 

기능들을 한 곳에서 집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SNS에 한정시키고 

있다.

SNS는 한 다양한 구성과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 

구성과 형태와 련 없이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진

다. 먼  제한 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로필을 구축

하고 연결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목록을 가지

고 있어 자신의 목록과 더불어 다른 이들의 목록까지 살

펴보는 것이다. 한 SNS는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

며, 참여(participation), 개방(openess), 화

(conversation), 공동체(community), 연결

(connectedness) 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향력을 

확 하고 있다[4].

그 동안 정부기 은 소  민홍보를 심으로 하는 

일방향  커뮤니 이션 구성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

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극 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극

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NS가  많은 

인기를 얻어가면서 정부의 정책에 한 PR 방식이 다

각화되고, 이를 통해 련 정보에 한 수용자의 이해

도는 물론 참여를 극 으로 높이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 등 공공기 이 

SNS를 통한 PR 캠페인 활동을 좀 더 효율 으로 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분의 정부 기

이 단순 참여의 방식으로 스마트 미디어가 가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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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양식의 PR 략을 극 으로 구사하고 있지 못

하며, 이로 인해 공공정책에 한 근과 신뢰도 제고

에 실패하고 있는 을 반 하여 본 연구는 정부기 의 

정책이 좀 더 효율 으로 홍보되고 이로 인해 정부정책

의 신뢰도가 제고되기 해 필요한 략과 방법이 무엇

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재 국내·외 공공기

이 채택하고 있는 SNS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신뢰도 제고를 한 정책PR의 수단으로서 SNS의 

의미와 시사 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한 SNS 홍보 략의 

국내사례는 어떠한가?

정책과정에 한 국민의 참여배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책결정에 반 하지 못하게 하며, 국민에

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경우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길

이 쇄되어 궁극 으로 정책불신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정책정보 독 은 국민의 참여를 원천 으로 쇄

하는 한편 정책에 여할 수 있는 공식 인 외부기 으

로서 국회, 언론, 정당, 이익집단 등의 외부통제를 차단

하여 의혹과 불신을 조장시킨다. 정책집행과정에서 행

정기 이 자의 으로 해석하여 규칙 용의 기 에 일

성이 없게 용될 경우 강자에게 유리하게, 약자에게 

불리하게 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정책집행의 자

의성은 잘못된 정책을 일방 이고 강압 으로 처리하

려는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국민들로 하여  거부감과 

냉소주의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SNS의 활용은 정책에 한 일방

향  근이나 정책 홍보에 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데 강력한 향을  수 있는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내에서 표 인 SNS 

정책 홍보사례로 경기도청, 보건복지부의 SNS 홍보사

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은 분석하기 해 공공기 의 시민에 한 홍보

방식과 사이트 구성 요소, 로그램의 활용 방안 등에 

검토하기로 한다.

2) 정부정책 신뢰도 제로를 한 SNS 홍보 략의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재 미국과 국, 호주 증 해외 주요국은 정책 황

을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해 시민과의 소통

과 참여, 업을 극 으로 추진하여 열린 국정 운  

방식으로 추진 에 있다. 주요국은 신뢰와 친 감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과의 계정립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공 인 국정 운 을 해 최 의 략 틀

로서 SNS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  뿐만 아니라 부분의 정치인들

은 SNS 계정을 갖추고 극 인 정책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문제에서는 성공 인 SNS 정책홍보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미국 백악 의 ‘Stay Connected’, 캘리포니

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Myidea4U’, 샌 란시

스코의 ‘SF311’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분석을 통해 

구체 인 정책 홍보와 홍보 방식, 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SNS와 련된 최근의 연구는 SNS 웹 사이트 품질 

련 연구에서 마 , SNS 활용  이용 동기로 연구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SNS 웹 사이트 품질

에 한 연구로는 박지홍[5], 서우종, 원욱연, 홍진원[6], 

유혜림, 송인국[7], 가명호, 정 율[8]가 있고, 소셜 커뮤

니 이션 자체에 한 연구로는 황상민, 김지연, 조희진

[9], 희성, 최민수[10], 송경채[11], 김 성, 박 목[12]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심층  

동기와 심리에 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고객이나 사용자

들의 내면 인 동기와 행동을 이해해야만 보다 정교하

고 차별 인 마  략을 사용하여 경 성과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SNS를 활용한 소셜 마 과 련된 연구로는 

Taubenheim, A et al.[13], 김경희[14], 김유정, 김혜

[15], 정기한, 정지희, 신재익[16], 박보석, 이상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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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정[18], 윤 선[19], 김 석, 윤주 [20]등의 연구가 

있으며, SNS 활용  이용동기에 한 연구로는 황하

성[21], 나종연[22], 이상민[23], 이강호[24], 홍삼열, 오

재철[25], 이수 , 내가 [26], 이 , 이동일[27], 심홍진·

황유선[28]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

이션, 특히 기업이나 기  입장에서의 홍보 커뮤니 이

션 효과를 주제로 구체 인 사례를 통해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공공기 이 소셜 미디

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려는 사례에 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의 

원인은 사례 자체의 희귀성보다 공공기 의 홍보에 

한 불신이나 정치에 한 회의감 등이 국민 홍보에도 

간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 으로 

공공미디어의 홍보 략에 한 학문  심도 조했

던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Ⅲ.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PR과 정책PR의 차이점
정부PR은 그 주체가 정부이고, 그 상자가 국민인 

만큼 일반 인 PR개념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정부PR

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부정책을 알림으로써, 정부정책

에 한 국민의 이해와 력을 구하는 행정활동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정부PR은 정부 는 행정기 이 정책

수행과 직․간 으로 련된 공 집단을 조사․ 악하

고 각 집단과의 계를 리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

된다. 이런 에서 정부PR은 일방 이고 수직 인 정

보제공이 아니라 국민과의 상호 커뮤니 이션을 이끌

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정부PR은 진실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국민에 한 계몽과 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PR 활동은 정책과정에서 이해 계가 

발생하는 공  집단들과의 계를 우호 으로 유지․

리하기 해 각 공 집단마다 ‘차별화’된 커뮤니 이

션 략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엄 히 말해 정부PR과 정책PR은 개념 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PR과 정책PR은 PR의 주체가 정부 

자신이라는 에서 동일하지만, PR 상에서 정책PR은 

개별정책을 PR하는 것에 국한되나 정부PR은 개별정책

을 뛰어넘어 사회 기나 갈등에 한 국민의 정부역할 

기 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실 으로 정부PR과 

정책PR을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렵다. 정부PR과 정책

PR의 수행주체가 정부라는 에서 정책PR이 곧 정부

PR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PR과 정책PR의 개념의 구분

이 필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집권정부의 정치  성

향에 계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정

책이슈를 집권정부의 정치  성향과 연 시켜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정부PR

을 정부가 국민과 정  계를 형성하기 해 수행하

는 모든 PR활동으로, 정책PR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정책에 한 PR활동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정부PR

에는 통령이나 정부를 표하는 정치인에 한 PR,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PR, 기나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정부가 국민을 상으로 수행하는 PR활

동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책PR은 

정부가 개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

목표나 정책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를 구하는 과

정 는 개별정책과 련하여 정부가 국민과 양방향 커

뮤니 이션을 이끌어내기 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9].

2. 정책PR과 정책 신뢰의 관계
정부신뢰란 신뢰자로서 국민이 신뢰 상으로서 정부

역할에 한 기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역할은 

경제, 안보, 노사, 사회복지, 외교 등 국가운 과 련한 

통령, 고 료, 공무원 등의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

책집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 정부신뢰는 

“정부의 운 이 국민의 규범  기 에 부응하는 정

도”[30] 는 “정부가 국민의 역할기 의 내용에 따라

서 행동할 확률”[31] 규정되기도 한다. 정부성과를 강조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 산

출물에 한 평가, 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 인 기

에 부응하여 어떻게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기 한 정

부에 한 기본 인 평가’[32]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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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는 국가 체로서의 규모  차원과 운 공

동체로서의 질  차원에서 그 수 이 결정된다. 정부신

뢰가 높은 사람은 정부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신뢰도가 높을 때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지

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자본으

로서의 정부신뢰는 정부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34]. 정부신뢰가 차 증 될 때, 정부는 그에 기

하여 새로운 임과 권한을 형성할 수 있고, 만약 그

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훨씬 더 큰 정부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가 낮아졌을 때 정부는 효과 으로 

통치할 수 없으며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되어 결국 정부

기능의 약화와 정부불신의 악순환이 형성된다[33][30].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신뢰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해 매우 요하다. 국민이 정부를 신

뢰하지 못하면 정책수행에 필수 인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효과 인 정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34].

정부신뢰와 종종 혼동되는 개념으로서 정책신뢰 개

념을 악하기 해서는 먼  정책의 개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정책이란 사회 체를 한 제가치의 권  

배분, 정치체계가 내린 권  결정, 권  생산물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정책의 정치성, 권 성, 가치성, 함

의성, 사회지향성 등을 포함한다. 정책은 다양한 사회구

성원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상호타 을 거쳐 어려 사회

집단이 도달한 결정으로 일종의 타 의 산물로 정책이 

이해되기도 한다. 결국 정책이란 사회문제에 처하기 

해 고안된 실제  는 잠재  정부계획과 행동이다.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동태  과정을 통해 주로 정부기

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지향  행동지침을 말하며, 

이는 공식 으로 최선의 가능한 수단을 통해 공익을 달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신뢰는 정책에 한 오랜 경험이나 사회

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정책신뢰는 갑작스런 충격이

나 계속 인 정책실패로 인해 변화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지속 이고 우호 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정책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내용, 행정 료

의 정책형성  리능력, 주민이나 행정 료  정치

집단이 참여하는 정책과정, 정책홍보 등이 상호 복합

으로 작용된다.

Ⅳ.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SNS의 특징 
및 기능

1. 소셜 미디어로서 SNS의 주요 특징
국내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힘입어 SNS 시장의 확

  이용자의 격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방

성 (Openness)’, ‘연결성 (Connectivity)’에 따른 보안 이

슈가 부각된다. 특히 최근의 스마트폰 증가로 SNS 

App(Application, 어 리 이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

다. 한 SNS업체들이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개를 통해 랫폼업체로서 변신함에 따라, 

단순한 단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컨버 스를 유도하

고 진하고 있으며, 특유의 개방성과 실시간성, 확장

성, 그리고 정보 신뢰성을 바탕으로 검색엔진 등 기존 

포털이 제공하지 못했던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세  포

털 랫폼으로서 각 받고 있다.

그림 1. SNS의 진화[35]

모바일에서 SNS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이며, 

조만간 체 이용자 수에서도 1 에 오를 것으로 망

되고 있다. 일본의 표 SNS인 ‘Mixi’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속비율이 ’06년 17%에서 ’09년 무려 72%로 증

가하여 PC 속율을 추월했고, iPhone 이용자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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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하는 App 1순 가 facebook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론 으로 SNS는 모바일에서의 Killer App

으로 포지셔닝 이며, 스마트폰이 SNS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SNS가 스마트폰 보 의 확산을 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인해  세계 SNS 이용자수는 

2010년 15.1 억 명에 달하며, 이는 2007년 4.5억 명에서 

3.3배나 성장한 수치이다. 2010년 7월 기 , 국가별 

SNS 순방문자 규모를 보면, 미국의 순방문자는 년 

비 33% 성장한 1억 7천 4백 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했

다. 다음으로 국이 9천 7백 만 명을 기록했다. 독일이 

년 비 47% 성장한 3천 8백 만 명을 기록했다. 라

질은 3천 5백 만 명, 인도는 43% 증가한 3천 3백 만 명

이고 일본은 35% 증간한 3천 2백 만 명을 기록했다. 같

은 시기 한국은 2천 5백만의 방문자를 기록했는데, 이

는 년 비 57% 성장한 것이다 (Genova, 2010, 9, 28).  

국, 러시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서방국들에서는 

Facebook이 1 를 달리고 있으며, MySpace나 Twitter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 러시아, 일본은 자국 SNS

에서 서비스가 수 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인다.

표 1. 해외 주요 국가별 소셜미디어 순위[35]
국가/순 1 2 3

미국 Facebook MySpace Twitter
중국 QQ Xiaonei 51
독일 Facebook StudiVZ MySpace
러시아 V Kontakte Odnoklassniki Live Journal
영국 Facebook Bedo MySpace
프랑스 Facebook Skyrock MySpace
캐나다 Facebook MySpace Flicker
호주 Facebook MySpace Twitter
일본 Mobage Town mixi Gree

국내 이용자들은 2001년 도입된 SK 컴즈의 ‘싸이월

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NHN의 마이크로 블로

그 서비스인 미투데이도 인기가 높다. ‘페이스북’, ‘트

터’, Daum의 ‘요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  확산에 힘입어 모바일 SNS 서비스

가 출 하기 시작하 으며, 이용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으로 인해 2011년 PR 트랜드를 주도

할 뉴미디어에 한 조사(The PR, 2010.12)에서 SNS가 

40%로 단연 1 를 차지했고, 2 는 30%로 스마트폰이, 

3 는 17%인 태블릿 PC로 꼽았고, 인터넷은 11%로 

려났다. 2010년 각 기업  공공기 마다 SNS를 도입

해서 운 했지만 이는 트랜드에 뒤처지지 않기 해 우

선 으로 뛰어드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를 띠

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이 차 확 됨

에 따라 해마다 SNS를 이용한 공공기 의 PR활동은 

활발해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그림 2. PR 주도 매체에 대한 조사결과[36]

2.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SNS의 필요성
이와 같이 스마트폰 확산과 이로 인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인구의 폭발 인 증가로 공공 부문에도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 미디어 활용 략이 필요해

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화 외에도 무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소비하고 기존 유선으

로도 가능했던 SNS의 활용이 자유로워지면서 공공 부

문과의 서비스 달 채 과 의사소통 방식이 소셜 미디

어를 심으로 환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SNS와 스

마트폰을 통해 조직의 정책 정보를 달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소셜 미디어 활용 략이 시

한 시 이다. 즉 소셜 미디어의 진화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략 필요한데, 구체 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래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갈등과 정

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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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 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 과 국가 성장

을 도모하기 해 SNS의 도입  활용이 필요한 시

이다. 즉 진화하는 SNS의 사회  기능을 활용하고, 기

술  측면을 정책에 도입하여 정책 추진의 성과와 기

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 의 원활한 정책 추진과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시민과의 친 한 계 형성이 가

장 요하며, 이를 해 SNS를 략  채 로 활용하

는 것이다. 수 많은 인구와 복잡한 사회 활동  인간

계를 특징을 하는 사회구조의 특성 상 온라인을 통

한 직 이고 실시간 인 소통과 화는 시민과 공공

기  간의 유 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화

합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확 되면서 공공기 의 역

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 된다.

Ⅴ. 연구결과

1. 국내사례
1.1 경기도청
1.1.1 홍보방식

경기도는 2011년 5월부터 스마트 공공미디어 시 를 

열기 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만

의 생활 착형 앱과 웹을 개발해서 블로그, 트 터, 페

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민( 民) 서비스를 시작했

다. 경기앱스(apps.gg.go.kr)는 경기도가 운  인 모

든 모바일 앱과 웹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서비스로서 기존 32종의 경기도 모바일 서비스를 

별도로 찾아야 했던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

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사용자의 근성과 편리성을 획기 으로 개

선했다. 경기도 앱스는 공공기 으로서는 국 최 로 

시도한 모바일용 포털 서비스인 셈이다.

1.1.2 구성요소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기앱스는 

리맵, e-홈런, 기업 SOS 등 14개 모바일 웹 서비스와 

함께 18개 앱이 아이폰용(버스정보, 부동산, 박물  등)

과 안드로이드용( 치찾기, 문화의 당, 도서  등)으

로 나 어져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경기앱스는 SNS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트 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 PR하고자 하는 아젠다

를 주변 사람들은 물론 홍보의 상인 경기도민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림 3. 경기도 모바일 App 매뉴얼

1.1.3 활용방안

경기도 앱스는 공공기 이 정부정책 신뢰의 제고를 

해 만든 최 의 모바일용 어 리 이션으로 실시간

으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물론 도정에 

한 도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복지행정과 정책

신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어 리

이션이 이동성과 참여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도가 

수행하고자 했던 ‘찾아가는 서비스’와 ‘생활정보의 편리

한 근’, ‘열린 행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기능과 역할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책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기 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 에

서 홍보 상에 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한 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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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4. 경기도 SNS 홍보 사례(페이스북)

1.2 보건복지부
1.2.1 홍보방식

보건복지부 ‘따스아리’는 정보 달  련 질문 답

변을 물론, 감성 인 채 로 활용, 딱딱한 정부 기  이

미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개인으로 인식하게 함으

로써 친근함을 강조하는 채 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부터 트 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따스아리 트 터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이나 행

사, 이벤트 등을 팔로워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으며, 체 공지도 가능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 팔

로워가 아닌 일반시민도 리뷰가 가능하도록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5. 보건복지부의 따스아리 페이스북 화면

그림 6. 보건복지부의 따스아리 트위터 화면

1.2.2 구성요소

보건복지부는 특정 정책에 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

기 해 해당 페이지에 링크 기능을 두어 구체 인 안

내를 병행하고 있다. 를 들어 4  증질환 보장을 

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에 한 정보를 소개하는 페

이지를 만들고, ‘국민 참여방’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 4  증질환 치료를 해 검사, 수술, 의약품  건

강보험 혜택의 확 가 필요한 항목을 설문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  증질환 보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공약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 될 것으

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

하고 있는 홍보방식을 모바일앱의 기능과 PC 기능을 

목시켰다는 에서 시민들의 참여방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활용방안

국가공공기 이 시민들에게 낯선 정보나 정책을 홍

보하는 일은 정책신뢰 제고를 한 첫걸음이자 가장 어

려운 홍보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에 한 신뢰는 해

당 정책에 한 이해의 제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정책

에 한 이해는 결국 정보의 근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가정이 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SNS 서비스는 시민들의 정보 근 정도를 높이고 근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정책에 한 이해도 제고와 함

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에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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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뢰 홍보방안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2. 해외사례
2.1 정책홍보
미국이나 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책홍보에 모바일

과 다양한 단말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

양한 방식으로 정책홍보를 개해왔다. 주요 사례들은 

부분 정부정책 주요 타겟인 은 세   개인 간 

계개선에서 모바일은 필수 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홍보에 용시키고 있

었다. 특히 모바일의 특성상 랜드 리가 주요하고 

기 도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 취 될 수 있으므로 친

감을 바탕으로 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주요국은 공공기 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

무나 정책에 근하기 어려운 계로 요약된 정책 내역

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 이며 구체 인 업

무가 진행되는 모습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노력도 필

요하다는 을 인지하여 개인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당 

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를 들어 백악

의 소식을 알리기 해 오바마 통령이 극 나서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주요국은 SNS를 통해 정부정책을 알리기 

해 콘텐츠에 해 지속 인 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심과 트래픽을 유도하고 정책에 한 입

소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정책홍보를 한 

비단계와 운 략이 필수 으로 제되고 있었다.  

네번째, 주요국은 채 의 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정

보의 신뢰성에 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  

홍보가 아닌 양방향 소통, 편  홍보가 아닌 총체  

정보를 홍보하기 해 채 의 다양화는 물론 좀 더 자유

롭게 채 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주요국의 정책정보 제공의 홍보방

식을 구체 인 사례로 설명한 것이다.

2.2 홍보방식
2.2.1 오바마 통령을 심으로 한 백악 의 ‘Stay 

Connected’

백악 은 ‘Stay Connceted’라는 이름으로 트 터, 페

이스북, 유튜 , 마이스페이스, 링키드인(linkedIn), 

릭커(Flickr), 비메오(Vimeo), 아이튠(iTune) 등 8개의 

SNS를공식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운 하고 있다. 오바

마 통령의 생생한 음성과 억양을 통해 정책 정보와 

주요 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참여에 한 세심한 

피드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오바마 통령은 선거 

캠페인 운 에서부터 당선 이후 국정 운 에까지 트

터로 자신의 정책 지지를 호소하며 세계 정치 지도자들 

 가장 많은 팔로어 수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팔로어에게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7. 오바마 대통령의 ‘Stay Connected’의 트위터 
사례

2.2.2 트 터를 활용한 주지사들의 성공 인 정책 공

략과 이미지 메이킹

미국 주지사 50명  32명이 트 터를 도입, 활용하

고 있으며, 캘리포티아주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 거

의 략 인 트 터(@schwarzenegger)가 유명하다. 

2008년 1월 트 터를 시작한 슈워제 거는 약 170만 명

의 팔로어에게 하루 평균 2.1개의 트 터 메시지를 

송하고 있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솔직하게 달함으

로써 솔선수범하는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과 

함께 시민에게 직 인 피드백 달로 긴 한 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쉬태그로 근이 용이한 정책 분류와 

정보 달, 캘리포니아 신 포럼을 통한 참여의견 반 , 

강조하고 싶은 정치에 한 지속 인 홍보와 효과 인 

동 상 등으로 규모 재정 기 극복을 한 시민들의 

정책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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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Myidea4CA 트위터 
사례

2.2.3 샌 란시스코

샌 란시스코는 일반 시민들을 한 민원서비스(트

터 콜센터 SF311)을 이용해 도로청소, 수 수도  

신고 등 다양한 민원을 수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

로 통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 6월 2일 시작

된 트 터 콜센터는 2010년 4월 4일 기  5,461명이 팔

로어했고, 하루 평균 2.6개의 트 터 메시지가 업데이트

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샌 란시스코의 시정 련 트

터는 시 감독 원회, 시장, 주 정부 뉴스, 시 검사, 비

상 리부, 공공사업, 상 원회, 교통부, 공공사업 

원회, 환경부, 공공도서  등을 운 하고 있으며, 샌

란시스코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9.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SF311 사례

2.3 홍보전략 
주요국이 실천하고 있는 정책, 세부 략  사례 등

을 비교‧분석하면 성공 인 SNS의 도입과 활용을 

해 소통과 공유, 연계, 참여와 같은 4가지 핵심 목표별 

활용 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략은 주로 시민과 온라인 일  맺기 등을 통

해 주요 정책 추진과 국정 운 에 한 소통 창구를 개

설함과 동시에 열린 개방 채 의 기능을 통해 정책고객

의 높은 만족감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에서 가

장 기본 인 SNS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 략은 핵심 인 공공정책을 정책고객과 공유하

는 방식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 화하기 한 수단으로

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피드백과 같은 양방향 시스템의 

구축으로 특정 정책 사안에 한 조기 응  솔루션 

개발 차원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연계 략은 정책고객과 24시간 연계된 최상의 근

성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정책에 한 신뢰감을 극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생활 속의 편의를 제고하고, 반

하는 채 로서의 기능을 통해 민서비스 품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 략은 21세기형 직  민주주의를 SNS 시스템

을 통해 구 하는 방안으로서 참여를 통해 직 이고 

실질 인 정책고객의 향력을 증 시키는 행 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반의 다

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에서 정책에 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최근에 활발히 개되고 있는 

정책 홍보 략을 구체 인 공공기   정치인의 사례

를 통해 조사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부분의 공공기 의 정치인은 SNS 계정

을 활용하기 에 충분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재 정부사이트에는 자유게시 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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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토론방 등 다양한 온라인 정책 참여 채 들

이 만들어졌으나 공공기  사이트의 이용률은 어 국

민들의 참여는 은 것이 사실이다. 트 터 등 다양한 

매체나 수단을 활용한 공공기 의 홍보정책은 근성 

확 라는 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문가들은 이

견이 없지만 충분한 콘텐츠 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해외의 경우는 자정부 사이트나 공공정책 

홈페이지를 블로그나 키디피아 등 웹 2.0 랫폼 기

반의 정책서비스 환경으로 개편하고 유투 , 페이스북, 

트 터 등과 연계해서 정부정책의 온라인 홍보뿐만 아

니라 국민의 의견을 직  수렵하는 등 국민과의 양방향

 정책소통을 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 번째, SNS에서는 실시간 사건이나 이슈에 한 

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 터의 경우에는 

화주제의 80%가 실시간 이슈다. 트 터의 일방향 인 

구독의 성격이 이슈의 빠른 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

한 것이다. 통 인 미니홈피의 주된 목 이 친 성의 

교환, 정보 교환으로서의 SNS 다면 트 터는 ‘지 ’, 

‘이곳’의 실시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SNS는 

스마트폰의 즉시성과 결합하여 Ubiquitous Media의 잠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미디어의 특성을 살린 극 인 홍보 략이 필요한 것

이다.

그림 10. 트위터 대화의 실시간성 [36]

결론 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해 공

공기 이나 정부와 같은 정책주체는 다음과 같은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SNS 운 의 주체로서 공공기 은 일방 인 홍

보나 달의 매체가 아니라 양방향 소통과 신뢰를 제고

하는 매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부분의 커뮤니 이션 

실패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 인 데서 비롯되는데, 공

공기 의 홍보는 지극히 일방향일 경우, 홍보 상의 

홍보물에 한 이질감이 증폭되어 소기의 목 을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SNS의 본래 기능과 특징에 부합하고 최 화된 양

방향 서비스를 극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우선 재 공공 부문의 소셜 미디어 

화 공간에서 어떤 화가 오가 가는지에 한 내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내용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즈니스 키워드와 련하여 어떤 채 에서 화가 있

는지, 가 온라인상에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조

직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

는지 등을 단한다.

둘째, 홍보 상으로서의 수용자를 리의 상이 아

니라 공공정책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다. 

수용자는 공공기 의 정책에 최종 수혜자로서 다양한 

공공기 의 활동에 직간 으로 향을 받는다는 에

서 공공기 의 활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홍보나 

리의 상으로서 수용자를 인지할 경우, 수용자가 능동

으로 정책에 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을 해 수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에서 

특히 신 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용자를 리의 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책 홍보와 정책에 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

이를 해 구체 으로 공공 부분 비즈니스 키워드에 

맞는 SNS 화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 안으

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채 별(블로그, 트 터, 페이스

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 향력 행사자를 규명하고, 그

들과 우호 인 계 구축을 한 활동 개 필요하다. 

한 이들 향력 행사자와의 우호 인 계 구축을 

해 최신 사례, 불만 사항 해소 등을 포함하여 지속 인 

화 커뮤니 이션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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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공기 의 SNS 련 업무를 담하는 

문가 혹은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고, 이들의 성과

를 단하기 한 기 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SNS 리자는 SNS 시스템을 검하고 리하

는 것으로 업무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양방향 커뮤니

이션을 진행하기 해서는 련 부서의 동의와 조

를 통해 수용자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에 즉시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SNS의 속보성, 항상성은 언제 어디서나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

다. 이를 해서는 복잡한 결재 라인을 폭 축소하고, 

련 실무자가 권한을 가지고 해당 사안에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민감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응이 필수 이고, 반 의 경우는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 기  차원에서 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에서 SNS를 이용한 정부 정책PR은 기존 

온라인 채 보다 효율 인 인력자원 배분이 필요하며, 

담당자 뿐 만 아니라 조직 인 인지와 의지가 필요하

다. 그러나 재 부분의 공공기 이 SNS의 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해당 담당자에게 계획부터 실행  

운 을 담하게 하면서 기존 업무 운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 도입되고 활용되어 문제로 지 되고 있다. 기존 

미디어 운  업무의 KPI나 ROI 등을 용하여 트 터

의 방문자수와 게시  수, 댓  수 등을 기 으로 성과

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도입이 필

요하다. 

한 리자에게 수용자의 의견이나 질문에 한 답

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 로 이양되지 않는다는 

이다. 공공기 이 료 조직이라는 에서 담당 부서

의 업무가 일률 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SNS 

리자가 해당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의견

에 일일이 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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