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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의 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R&D 사업과 성과물의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성과활용 실 은 여 히 낮은 편으로, 연구 성과물에 한 실질 인 활용분석  경제  기여도 분석 노력이 시 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와 경제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 을 

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가 자문 등 정량 인 방법과 정성 인 방법을 병행하 다.

ABSTRACT
As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of the world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common information 

and its utilization, they have begun to seek a plan that will facilitate manipulation of common information. 

Despit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R&D activities and its quantitative increase in Korea, its practical 

use still remains at a lower level.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practical use and economic 

contribution in order to achieve higher profits. There are two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purpose 

is to draw a conclusion by analyzing the practical uses of the National R&D Reports,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evaluate economic contributions by the National R&D Report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and experts’ consultation were conducted 

as a way to deepen research, simultaneously compri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키워드: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경제성 분석, 성과 측정, 유용 가치, 지불 가치

National R&D Reports, Economic Analysis, Outcome Measurement, Useful Value(UV), 

Willingness to Pay(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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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의 

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로 국 정부는 2012년 국

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을 발표 즉시 인

터넷에 올려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연구성과 발표제도를 개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2.7.17).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R&D 사업과 성과물의 양  증가

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성과활용 실 은 여

히 낮은 편으로, 연구 성과물에 한 실질 인 

활용분석  경제  기여도 분석 노력은 매우 

시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리) 13항

에 의거하여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 약의 체결)에 따

른 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성과 분

야별 리․유통 담기 ’에 등록하거나 기

탁하여야 한다. 한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은 기 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련된 정보의 리․

유통체계를 구축․운 하여야 하며, 연구성

과의 유지․보   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가 R&D 보고서 역시 앞서 언 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 R&D

보고서등록 리시스템(NRMS: National Science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 Registry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되어 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R&D 사업과 성과물

의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성과활

용 실 은 여 히 낮은 편이며, 연구성과물에 

한 실질 인 활용분석  경제  기여도에 

한 분석 노력 한 미흡하다.

국가 차원에서 수행한 R&D보고서를 디지

털화하고 이를 체계 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

산과 성과 결과를 활용한 후속 연구의 활성화

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의 창출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기 의 R&D 성과가 민간 부문

에 효과 으로 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실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정보인 연구성과물을 활

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한 성과활용 분석 

 경제  기여도 분석을 통해 지 까지의 노력

을 재 검, 결산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국가 R&D 

보고서에 쉽게 근하고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통을 통한 정성

․정량  경제가치 분석은 보고서 원문서비

스 투자에 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가 R&D 

보고서의 가치를 화폐단 로 환산해 으로써 

보고서의 질  수 과 효용가치를 직  체감할 

수 있어 보고서의 지속  리  유통확산의 

객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와 경제  기여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

용률 제고를 한 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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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성과 활용 분석 

 경제  기여도 분석을 해 문헌조사,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정략 인 방법과 

정성 인 방법을 병행하 다. 

설문 상자 선정은 NDSL과 NTIS를 통해서 

국가 R&D 보고서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

자를 상으로 설문참여 이메일을 보내고 자발

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하 다. 설문조사는 2014

년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41일간 KISTI의 

설문조사시스템(http://ksurvey.kisti.re.kr)으

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

용성과  경제성 분석을 해 학계와 장의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 으며, 설문에 참여한 표본의 수는 196명이

다.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65 84.2

학력

고졸 2 1.0

여 31 15.8 문 졸 3 1.5

연령

20 16 8.2 졸 34 17.4

30 70 35.7 학원(석사)졸 71 36.2

40 63 32.1 학원(박사)졸 86 43.9

50 42 21.4

근무

연수

5년 이내 50 25.5

60  이상 5 2.6 5년~10년 51 26.0

소속

기

교육기 26 13.3 11년~15년 30 15.3

연구소 112 57.1 16년~20년 17 8.7

행정기 8 4.1 20년 이상 48 24.5

기업체 43 21.9

주제

분야

수학 4 2.0

기타 7 3.6 물리학 3 1.5

직

교육기

교수 11 5.6 화학 4 2.0

교사 1 0.5 지구과학 6 3.1

학원생 9 4.6 생명과학 15 7.7

학생 2 1.0 농림수산식품 14 7.1

교직원 3 1.5 보건의료 1 0.5

연구소

책임연구원 32 16.3 기계 11 5.6

선임연구원 42 21.4 재료 11 5.6

연구원 27 13.8 화공 7 3.6

기술직 7 3.6 기/ 자 22 11.2

행정직 4 2.0 정보통신 44 22.4

행정기

장 2 1.0 에 지/자원 8 4.1

계장 1 0.5 원자력 6 3.1

실무담당 5 2.6 환경 4 2.0

기업체

임원 16 8.2 건설/교통 10 5.1

부장 15 7.7 기타 26 13.3

과장 7 3.6

리 4 2.0

사원 1 0.5

기타 계약직 등 7 3.6

<표 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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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자 84.2%, 여자 15.8%로 남자의 비

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 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40  32.1%, 50  21.4%, 

20  8.2%, 60  이상 2.6% 순으로 나타났다. 소

속기 별로는 연구소 종사자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체 21.9%, 교육기  13.3%, 행정

기  4.1%, 기타 기  3.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 에서는 교수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생 4.6%, 교직원 1.5%, 학생 1.0%, 교사 

0.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서는 선임연구원

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연구원 16.3%, 연

구원 13.8%, 기술직 3.6%, 행정직 2.0%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기 에서는 실무담당이 2.6%로 가

장 많았으며 장 1.0%, 계장 0.5% 순으로 나타

났다. 기업체에서는 임원 이 8.2%로 가장 많았

으며 부장  7.7%, 과장  3.6%, 리  2.0%, 사

원  0.5% 순으로 나타났다. 학 별로는 학원

(박사)졸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석

사)졸 36.2%, 졸 17.4%, 문 졸 1.5%, 고졸 

1.0%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분야별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22.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주제분야 

13.3%, 기/ 자 11.2%, 생명과학 7.7%, 농림수

산식품 7.1%, 기계 5.6%, 재료 5.6%, 에 지/자

원 4.1%, 화공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제분야는 경 경제, 과학기술정책, 문헌정보, 사

회과학, 정보학, 항공, 행정 등이다. 

2. 이론  배경

2.1 선행연구 

공공도서  는 공공기 에서 무료로 제공

되는 원문정보에 한 경제  기여도 는 가치

를 측정하려는 선행연구들은 국내․외 으로 

지속되어 왔다. 주로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원문정보에 한 경제  가치를 측정하기 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고, 이 방법론에 의

거한 경제  가치를 측정해 왔다.

해외 선행연구들을 먼  살펴보면, Holt and 

Donald(2004)의 연구는 지불의사가치(WTP)

와 지불수용가치(WTA)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

공도서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

으며, 측정결과, WTA는 136백만달러, WTP는 

15백만달러로 분석되어 WTA 가치가 WTP에 

비해 9배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Pung 등(2004)의 연구에서는 도서 정보서

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투자 비 효과의 비용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 

연 83백만유로의 편익이 발생하여 투자비용의 

약 4.4배 정도에 달하는 경제  가치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Keati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국

도서  정보서비스에 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분석결과, 419백만유로의 순 경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이 4.9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오석(2006)

의 연구는 공공정보의 경제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2007년 후속연

구에서는 공공정보서비스 지불의사 액을 분석

한 결과, 7,771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정보 활

용에 따른 련산업에서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김희섭 등(200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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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경제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그 

평가모형을 용하여 가치를 측정한 결과, 이용

가치는 연간 약 608억원, 교환가치는 약 22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정용일 등(2005)의 연구는 정보분석 보고서

의 이용자 만족도  경제  가치를 측정하 다. 

이 연구의 경제  가치 측정은 시간환산 액가

치와 지불의사 액 가치를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 시간환산 액가치는 315만원으로 산출

되었고 지불의사 액 가치는 1,059만원으로 나

타났다.

류희경(2006)의 연구에서는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를 측정하여 국내 단행본 원문정보서

비스의 가치를 산출하 다. 분석결과, 연간 경

제  총가치는 사용가치가 827억원, 비상용가

치가 4.8억원으로 분석되어 총 가치는 약 832억

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곽승진, 김정택, 박용재(2007)는 KISTI가 서

비스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의 경제  유용

가치와 지불의사가치를 설문을 통하여 산출하

다. 체 학술정보의 연간 경제  유용가치는 

약 1,228억원 수 으로 추정되었으며, 건당 유

용가치는 21,126원으로 분석되었다. 경제  지

불의사가치는 연간 1,002억원 수 으로 콘텐츠 

건당 17,17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 부(2009)에서도 공공도서 의 

경제  가치  비용편익을 분석하 다. 자료

이용의 경제  가치를 분석한 결과, 월 3,263원

으로 나타났고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경제  

가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 다. 

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3.66배 정도의 경제

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공공도서   공공

기 의 원문정보 경제성 분석방법론을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연구자 연구내용 경제성 분석방법

Holt &
Donald(2004)

공공도서  정보서비스의 경제  가치 측정
- 지불수용 액가치(WTA)
- 지불의사 액가치(WTP)

Pung, Clarke & 

Patten (2004)
국도서 의 경제  향 측정 - 비용편익(B/C) 분석

Keating, O'Brien & 
Tessler(2013)

국도서  서비스의 경제  가치 측정 - 비용편익(B/C) 분석

김희섭 등(2005)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경제  가치 평가모형 개발  
측정

- 이용가치(UV)
- 교환가치(WTP)

정용일 등(2005)
정보분석 보고서의 이용자 만족도  경제  

가치평가 측정

- 지불의사 액가치(WTP)

- 시간환산 액가치

양오석(2006)
공공정보 상업  활용의 경제  가치측정  

효과 분석

- 지불의사 액가치
- 경제  효과(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

류희경(2006)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  가치를 측정 - 사용가치/비사용가치(WTP)

곽승진 등(2007)
KISTI가 서비스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의 

경제  유용가치와 지불의사가치 측정

- 경제  유용가치(UV)

- 지불의사가치(WTP) 

문화체육 부
(2009)

공공도서 의 경제  가치측정
- 지불의사 액가치(WTP)
- 비용편익(B/C) 분석

<표 2> 공공도서 /공공기  원문정보 경제성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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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경제성 분석 

지표

국내외 선행연구의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경제성 분석을 한 

정성 ․정량  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 정성  지표로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가치, 타인과의 공유가치, 새로운 R&D 기

획에의 기여가치, 보존가치로 분류하 으며, 정

량  지표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

치, 지불가치, 비용편익분석으로 분류하 다. 

정성  지표를 분석하기 한 방법은 7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

으며, 계산식은 7  리커트 척도를 100 으로 

환산한 다음의 산출식에 의해 분석하 다.

 
 


×  = 7 척도 평균값, n= 체응답자수

정량  지표인 유용가치(UV)와 지불가치

(WTP)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

들의 유용가치와 지불가치를 다음과 같은 계산

식에 의해 산출하 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치(UV) 계산식

  × 

 UV: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체 유용가치

 CS
UV
: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1인당 유용가치

 N: 체 가입자수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지불가치(WTP) 계산식

 × 

 WTP: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체 지불가치

 CS
WTP

: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1인당 지불가치

 N: 체 가입자수

비용편익(B/C) 분석은 국가 R&D 보고서 원

문 구축  제공 서비스에 사용된 총 비용 비 

총 편익을 나  값으로 보통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총 편익은 국가 R&D 보

고서 원문의 유용가치  지불가치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용/편익(B/C)분석 계산식

 B/C(Benefit-Cost) = 총 편익의 순 재가치 / 

총 비용의 순 재가치

 순 재가치(NPV) = 




 × 


 Valuesi: i연도의 편익 or 비용, rate: 할인율, n: 연도수

 ※  NPV 공식은 과거가치를 재가치로 환산한 계산

식임

구 분 세부 지표

정성  지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가치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타인과의 공유가치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새로운 R&D기획에의 기여가치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보존가치 

정량  지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치(UV)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지불가치(WTP)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용편익분석(B/C)

<표 3>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경제성 분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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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성과 
활용 분석

3.1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 분석

학계와 장의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를 상

으로 조사․분석한 KISTI 제공 국가 R&D 보

고서 원문의 평균 이용기간은 6.3년, 월 평균 상

세보기 이용건수는 16.6건, 월 평균 원문보기 이

용건수는 9.2건, 월 평균 이용시간은 11.6시간으

로 나타났다. 

연구․업무․학습을 해 수집하는 과학기

술정보  KISTI에서 구축․제공하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에 한 결과를 살펴

보면, “보통”이 26.0%(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을 기 으로 정 (매우 높음, 높음, 약

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9.5%(97명), 부

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4.5%(48명)로 나타났다. 이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과는 56.8 이다. 

연구․업무․학습을 해 활용하는 과학기

술정보  KISTI에서 구축․제공하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요도에 한 결과를 살

펴보면, “높음”이 26.5%(52명)로 가장 많았으

며 “보통”을 기 으로 정 (매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1.2%(120명), 

부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7.4%(34명)로 나타났다. 이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과는 62.6 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수집 는 활용 과

학기술정보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과 요도 모두 “보통”과 “약간 높

음” 사이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보통 이상의 수 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약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용건수, 수집 과학

기술정보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 활

용 과학기술정보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요도를 보다 개선하기 해서는 각 항목에 

하여 인구통계  특성별로 취약한 부분을 조

사․분석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표 4>는 

항목별․인구통계  특성별로 조사․분석한 결

과, 수 가 낮게 나타난 이용자 집단이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를 보다 개

선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첫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는 도

출된 취약집단을 상으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포지셔닝(Positioning)할 것을 제안한다. 

<표 3>의 이용자 집단을 상으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인지시키고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성을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앞에서 조사․분석한 표본의 최근 5년간 공

분야별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용추이와 

본 설문의 월 평균 원문보기 이용건수 두 가지 

분석에서 모두 낮게 나타난 화학, 지구과학, 정

보통신, 환경 분야와 본 설문의 월 평균 원문보

기 이용건수, 수집 과학기술정보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 활용 과학기술정보  국

가 R&D 보고서 원문의 요도 세 가지 분석에

서 2번 이상 낮게 나타난 수학, 환경 분야에서 

포지셔닝과 유용성 홍보를 극 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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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이용기간
월 평균

이용건수(상세보기)

월 평균 

이용건수(원문보기)

월 평균 

이용시간
비율1) 요도2)

연령별 20 , 30
20 , 40 ,

60  이상

20 , 40 , 

60  이상

20 ,

60  이상

20 ,

60  이상
20

소속

기 별
행정기

교육기 ,

행정기
행정기

교육기 ,

행정기
- -

학 별 고졸, 졸
고졸, 문 졸,

졸
졸

고졸, 문 졸,

졸
- 고졸

근무

연수별

5년 이내,

5년~10년

5년~10년,

20년 이상

11년~15년,

20년 이상
- - 5년 이내

주제

분야별

화학, 지구과학, 

보건의료, 

건설/교통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보건의료, 

에 지/자원, 환경

화학, 지구과학, 

보건의료, 

정보통신, 환경

수학, 재료, 

원자력, 

건설/교통

수학, 환경 수학

<표 4> 항목별․인구 통계  특성별 수 가 낮게 나타난 이용자 집단

둘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는 취

약한 주제분야인 수학, 화학, 지구과학, 보건의

료, 정보통신, 환경 분야의 국가 R&D 보고서 

원문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3.2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효과 분석

인용 과학기술정보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 29.1%(57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

통”을 기 으로 정 (매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4.9%(88명), 부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

율은 26.0%(5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

과는 55.2 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용 과학기술

정보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이 “보통”과 “약간 높음” 사이에 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인용 과학기술정보 에서 KISTI 제

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이 차지하는 비 이 

50%를 약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연령별에서는 20 , 소속기 별에서는 

행정기 , 주제분야별에서는 수학, 화학 분야에

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인용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콘텐

츠 품질수 을 응답자 체를 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높음”이 32.1%(63명)

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을 기 으로 정

(매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

율은 69.4%(136명), 부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7.1%(14명)로 

나타났다. 이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과는 

68.7 이다.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시스템 

 1) 수집 과학기술정보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율

 2) 활용 과학기술정보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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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 을 응답자 체를 상으로 비교․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높음”이 29.1%(57명)

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을 기 으로 정 (매

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4.3%(126명), 부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8.7%(17명)로 나타났

다. 이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과는 67.2

이다.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에 한 

만족도를 응답자 체를 상으로 비교․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이 29.6%(58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을 기 으로 정 (매

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5.8%(129명), 부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

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1.2%(22명)로 나타났

다. 이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과는 67.0

이다. 

KISTI 제공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

성 정도를 응답자 체를 상으로 비교․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용”이 36.7%(7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을 기 으로 정 (매

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73.0%(143명), 부정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6%(13명)로 나타

났다. 이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결과는 72.0

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 R&D 보고서 

원문에 한 콘텐츠 품질수 , 시스템 품질수 , 

만족도, 유용성 정도 모두 “약간 높음”과 “높음” 

사이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

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국가 R&D 보

고서 원문에 하여 상당한 수 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부정 (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으

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 10% 이내인 은 주목

할 만하다.

다만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는 각 

항목에 하여 인구통계  특성별로 취약한 부

분을 조사․분석하고 보완함으로써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용건수, 만족도, 유용성 정도

를 보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표 5>는 항목

별․인구통계  특성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수 가 낮게 나타난 이용자집단이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용건수, 만족도, 

유용성 정도를 개선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는 

<표 4>에서 도출된 취약집단을 상으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포지셔닝(Positioning)할 

것을 제안한다. 연령별에서는 20 와 60  이

구분 콘텐츠 품질수 시스템 품질수 만족도 유용성 정도

연령별 20 60  이상 20 , 60  이상 20

소속기 별 - - 교육기 교육기

학 별 - - - -

근무년수별 - 5년 이내 - -

주제분야별 수학, 화학, 환경
생명과학, 지구과학, 보건

의료, 건설/교통
수학 수학

<표 5> 항목별․인구 통계  특성별 수 가 낮게 나타난 이용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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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속기 별에서는 교육기 , 근무연수별에

서는 5년 이내, 주제분야별에서는 수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건설/교통, 환경 

분야 이용자들을 상으로, 특히 만족도와 유

용성 정도가 낮은 수학 분야 이용자를 상으

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인지시키고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성을 홍보할 것을 제

안한다. 

둘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는 

취약한 주제분야인 수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

과학, 보건의료, 건설/교통, 환경 분야의 국가 

R&D 보고서의 원문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제

안한다.

셋째, 큰 차이는 없지만 유용성 정도보다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과 콘텐츠 품질수 과 

시스템 품질수 이 유용성 정도보다 낮게 나타

났다는 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의

미하는 바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이 이용자 

본인에게 상당한 수 에서 유용하지만 유용성에 

비해 콘텐츠 품질수 이나 시스템 품질수 이 

덜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R&D 보

고서 원문 운 주체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지속

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4.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경제성 분석

4.1 정성  지표를 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정성  지표를 용한 국가 R&D 보고서 원

문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존가치 

80.9 , 활용가치 76.4 , 공유가치 75.1 , 기여

가치 7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지표의 분석 값이 “약간 높음”

과 “높음” 사이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보존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 값이 

70 여서 활용도와 기여도 측면에서 지속

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국가 R&D 보고서 원

문에 한 활용가치, 공유가치, 기여가치, 보존

가치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활용가치와 공

유가치는 50 , 기여가치는 60  이상, 보존가치

는 40 가 가장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  유형별에서는 기업체가 국가 R&D 보

고서 원문에 한 활용가치, 공유가치, 기여가

치, 보존가치의 모든 측면에서 타 기 보다 높

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 별에서는 

고졸이 국가 R&D 보고서 원문에 한 활용가

치, 공유가치, 기여가치, 보존가치의 모든 측면

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 다. 근무연수별에서는 

16~20년까지 근무자가 국가 R&D 보고서 원

문에 한 활용가치, 공유가치, 기여가치, 보존

가치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가치를 높게 평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분야별에서 활용가

치는 농림수산식품, 공유가치는 기 자와 에

지/자원, 기여가치는 기계 분야, 보존가치는 

원자력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활용가치, 

공유가치, 기여가치, 보존가치의 평가가 다양하

게 나타남에 따라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사

용하고 있는 이용자 특성에 합한 맞춤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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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4.2 정량  지표를 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4.2.1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치

(UV)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원문보기 1건당 

유용가치는 2,908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치를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2,933원

으로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 다. 연령별에서

는 60  이상이 3,800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고, 소속기  유형별에서는 교육기 에 소속

된 응답자가 3,827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다. 

학 별에서는 학원(석사) 졸업자가 2,887원

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으며, 근무연구별에서

는 20년 이상이 3,427원으로 근무연수가 높을수

록 보고서 유용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제분야별에서는 환경이 4,375원으로 가

장 높게 평가되었고, 화공, 물리학 분야 순으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치를 크게 느

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체 유용가치를 

아래의 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유용가치는 

약 1,713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용가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4.2.2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지불가치

(WTP)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원문보기 1건당 

지불가치는 2,156원으로 유용가치보다는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유용가

치를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

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불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에서는 60  이상이 3,100원으로 다른 연령

보다 지불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  유형별에서는 교육기 , 기업체, 기타 

기 이 2,400원 로 높게 평가되었고, 학 별에

서는 고졸자가 3,250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

다. 근무연수별에서는 20년 이상이 2,573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지불가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 분야별에서는 환경이 3,875원으로 가장 높

게 평가되었고, 보건의료가 500원으로 가장 낮

게 평가되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연간이용료는 58,546

원으로 평가되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

의 연간이용료를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60,152원으로 여

성보다 높게 제시하 다. 연령별에서는 20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가입자 수(명) 36,614 53,955 78,294 110,509 156,616 188,002 623,990

유용가치(억원) 118 173 251 355 503 604 1,713 

<표 6> 국가 R&D 보고서 원문 체 유용가치 분석결과

총 유용가치 
  년

년
건당 유용가치원×

인당월평균이용건수건×개월×연도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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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1,875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하 고, 소속기

 유형별에서는 연구소가 60,491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하 다. 학 별에서는 고졸자와 문

졸업자가 75,000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하 고, 

근무연수별에서는 5년 이내가 66,000원으로 가

장 높게 제시하 다. 주제분야별에서는 에 지/

자원이 106,250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하 고 수

학, 화공 분야 순으로 연간이용료를 높게 제시

하 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체 지불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 지불가치는 1,270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지불가치

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지불가치 
  년
년

건당 지불가치원×

인당월평균이용건수건×개월×연도 가입자수

4.2.3 비용/편익(B/C) 분석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용가치에 의한 비용편익은 15.5

로 비용 비 약 16배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지불가치에 의한 비용편익은 

11.5로 비용 비 약 12배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 제

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매년 비용이 약 111억원 

규모에 반해,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경제  

가치는 이보다 12~16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

석되어 국가 R&D 보고서 원문 구축  제공 서

비스는 매우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용가치 비용편익(B/C) = 

1,713억원/111억원 = 15.5

지불가치 비용편익(B/C) = 

1,270억원/111억원 = 11.5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가입자 수(명) 36,614 53,955 78,294 110,509 156,616 188,002 623,990

지불가치(억원) 87 128 186 263 373 447 1,270 

<표 7> 국가 R&D 보고서 원문 체 지불가치 분석결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용  5  7  22  23 21  18  95 

비용( 재가치)  7  10  27  27  23  18  111 

유용가치( 재가치) 118  173  251  355  503 604  1,713 

지불가치( 재가치)  87  128  186  263 373  447  1,270 

※ 비용의 재가치는 순 재가치(NPV) 환산 계산식에 의해 과거의 가치 → 재가치로 환산하되, 할인율 7.7% 용(구 

지식경제부(08년) 기술가치평가실무요령, 과학  기술서비스 할인율 용)

※ 유용가치와 지불가치의 경우, 1건당 유용가치와 지불가치가 재가치로 용되었으므로 별도의 환산 차 없이 그 로 

사용함

<표 8> 국가 R&D 보고서 원문 비용  편익의 재가치 분석결과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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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지표를 용한 국가 R&D 보고서 원문

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가 R&D 보

고서 원문의 원문이용 1건당 유용가치는 2,908원

으로 분석되었고, 2009년부터 2014년 재까지

의 총 유용가치는 1,713억원 규모로 비용 비 약 

16배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원문이용 1건당 지불가치는 2,156원으로 유용가

치보다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2009년부터 2014년 

재까지의 총 지불가치는 1,270억원 정도가 되

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용 비 약 12배의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도서 의 

경제성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 인 

것을 알 수 있다. 부분 국내외 도서 의 비용

비 편익은 3~9배 수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국가  차원에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구축․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경제성 있는 사업이며 이용건수 증가에 따

라 매년 지속 으로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 운 주체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와 기여도 측면에서

의 가치를 높이는 략을 통해 경제성을 더욱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5. 결 론

선진국 등 많은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수행

한 R&D보고서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체계 으

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

로써, 연구성과의 확산과 성과 결과를 활용한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

부가가치 서비스의 창출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 유통을 통한 정성

․정량  경제가치 분석은 보고서 원문서비

스 투자에 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매

우 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R&D 보고서 원

문의 활용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경제  기

여도를 분석하기 한 정성 ․정량  평가지

표를 개발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주목

이 있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새로운 R&D 기획에 기여하는 가치를 

높여야 하고 한 활용가치와 타인과의 공유가

치도 활용도와 기여도 측면에서 지속 으로 가치

를 높일 수 있는 략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원문이용 1건당 

2,908원의 유용가치와 원문이용 1건당 2,156원

의 지불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비용 비 약 12배에서 16배의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국내외 도서 의 비

용 비 편익보다 높은 수 으로 평가된다.

국가 R&D 보고서의 이용률 향상을 한 연

구기   문헌정보학분야 문가와 일반 이용

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 R&D보고서의 

국가  수집과 보존 문제, 서비스의 요성, 사

용편리성 심의 시스템 개선, 콘텐츠의 품질, 

외부 기 의 력 방안 등을 강조하 다.

문가와 이용자 두 집단 모두 국가 R&D 보

고서 원문의 국가  수집과 보존, 서비스의 

요성과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R&D 보

고서와 연구데이터의 수집․보존․서비스는 

국가 경쟁력과 정보력을 키우는 일이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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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보고서와 연구데이터의 수집 확 , 장기

 데이터 보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 인 

산 투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NTIS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수집  

서비스를 심으로 구축하고, 향후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항구  보존과 리에 해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고 연구자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수 있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용활성화를 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에 한 납본제 

시행을 한 법 ,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국

가표 보고서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한다.

둘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품질은 정확

성, 최신성, 신뢰성, 문성, 이해용이성을 갖추

어야 하고, 정보시스템은 사용용의성, 근용이

성, 응답시간, 검색성공률이 높은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R&D 보고서에 디지털 큐 이션 

개념의 도입  활용이 필요하고 R&D 보고서 

내용에 기반한 구조화, 시각화, 타 정보와의 연

계서비스, 개인화서비스, 어노테이션서비스 개

발 등이 필요하다.

넷째, 유 기 과의 상호 력이 으로 

필요하고 력망 구축과 강화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한 보고서 활용 증진을 한 다양한 행

사(성공 사례, 이용 사례, 경험 , 최다 이용 

보고서 선정 등)를 실시한다. 력기 간 세미

나  성과보고회 개최, SNS를 통한 홍보 확

가 요구된다.

다섯째,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가치를 

극 으로 홍보하고, Open API를 통한 공개 확

가 요구된다. 기 구축된 데이터에 기 한 기

별, 연구자별 연구성과의 분석데이터를 언론

에 홍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활용도

와 경제  기여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R&D 보고서 원문의 이용률 제

고를 한 략을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96명이라는 소규모 표

본을 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체의 

결과로 확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비시장재화가치에 한 다

양한 방법론의 비교분석  다양한 요인을 고

려한 보고서 원문의 경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진보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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