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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한 “연구 성과관리･활
용 기본계획”에서는 연구개발로부터 도출된 연구 성과의 활용

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체계로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
과 활용방안을 기존의 관리 중심에서 확산 측면으로 전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성과물 유형과 활용목

표를 설정하는 연구 성과목표 관리제 도입을 제안함으로서 성과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과정, 행위로 

부터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는 등 연구 성과

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보다는 실제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해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황석영, 2006; 유희열, 
2005).
  한편, 2013년 국회예산처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측정 

방법연구”에서도 AHP분석을 통하여 성과측정 프레임워크와 지

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창조경제, 국가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등의 개념이 반영 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측정지표를 제

시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대하고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PBM 
(Performance Based Management)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도출된 결과물의 활용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초기 투입과정에 대

한 면밀한 검토, 즉 수요처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1).
  이상의 연구사례와 같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성과를 

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

본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

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감시시

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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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에 안착시키는 것은 연구개발 방향의 수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연구 성과의 수요처에 대한 요구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2).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산하 A공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점을 도

출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덧붙여 성과활용과 관련된 13개 설문항목을 대상으로 IPA

를 실시하여 성과활용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을 투입>과정>결과>환류측면에서 

분석함으로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기업 연구소의 성과활용확

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체계의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진단하

고 성과활용을 확대하기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으로 실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설문항목은 연구원과의 협업형태 및 연구분야를 진단하기 위하

여, 직급, 직종 및 현재 근무처와 같은 기본정보 5문항, 정기 

및 수시연구과제의 선정 및 수행체계에 관한 3문항,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중요도 만족도 조사를 위한 13문항 등 

총 21개 질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2013),「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Table 1. The overall contents of the general information for field 

interview

General
Info.

Targets - All staffs for LH

Method - Homepage survey

Surveillance 
period

- 2016.3.7~2016.3.11

Questionnaire

Geenral
- Job position
- Major
- Workplace

Research
system

- Selection process
- Improvements for research system

Utilization 
of 
results

- Degree of importance
- Degree of satisfaction
- Contribution level for company
- Expansion plan for research results

2.1 응답자 현황
  설문방법은 A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5일간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수는 339명이었으며, 직급, 직종 및 근무처별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3급 직원이 전체의 38%를, 뒤를 이어 4급 직원이 

48%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의 관리직인 1, 
2급의 경우 약 14%로 응답자 비율은 공사 직원의 직급 비율에 

상응하는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직종별로

는 건축(15%), 토목(32%), 행정(27%), 기계(12%)로 주요 직종

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및 화학 등의 소수직종

14%

38%

48%

1st and 2nd grade staff

3rd grade staff

4th grade staff

27%

15%

32%

12%

8%
1% 6%

Administration
Construct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Electric
Chemistry
etc.

40%

34%

26%

0%0%

Headquarter

Regional 
Headquarters
Field office

Education

(1) Job position (2) Major (3) Workplace

Fig.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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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근무처별로는 본사(40%) 및 지역본

부(35%)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교육, 사업단 등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분포는 전반

적으로 공사의 직급 및 직종 등의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원과의 협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본사 근

무자의 응답비율이 타 근무처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협업 유무 및 연구참여 형태
  그림 2는 전체 응답자중 연구원과의 협업 유무와 협업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응답자중 약 절반은 연구원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 형태로는 연구과제 제안 및 참여연

구진이 각각 12.4%, 1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기술지

원, 자료제공 등의 참여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의 경우, 과제제안 및 연구진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무 기술지원, 기술세미나 등의 수동적인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과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약 23% 정도로 실무

부서와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

고 있다.

No experience, 
50.15%

Proposal, 
12.39%

Participation, 
10.32%
Technical 

assistance, 7.08%
Material supply 

9.14%

etc., 
10.91%

Experience, 
49.85%

 

Fig 2. Experience of research process

2.3 연구과제 수행체계 개선 방안 
  현재 연구원은 연구진 구성 > 착수심의 및 연구착수 > 중간심

의(연구기간 60%시점), 최종심의(연구완료 1개월전) > 완료보

고 > 연구보고서 발간(연구완료 1개월 후)의 형태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연구과제 수행체계의 개선방안 관

하여 응답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약 57%는 연구수행체계 중 실무활용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

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뒤를 실무직원의 참여 및 연구진의 적절한 구성측면

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연구수행 체계의 초기단계부터 연구결과가 실무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 단계에서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

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부서의 참여연구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연구원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연구 성과가 실무부서에 

적시에 활용 되는데 유리함을 예상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Suitability of members

Participation level of field staff

Report quality and contents

Practical utility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lmost agree

Fig. 3. Improvement of research process

  한편, 그림 4는 정기연구과제3) 선정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에 

관한 응답결과이다. 현재 정기연구과제는 일반적으로 연구실별 

대응 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과제 발굴의 형태로 진행 중에 있으

며, 그 외 지역본부 등의 과제제안 형태로 매년 40~50건 정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0% 10% 20% 30% 40% 50% 60%

Expansion of application period

Expand schdedule for research 
selection

Expansion of briefing session to field 
staff

Control of application period

Expand co-derivation

Almost agree

Fig. 4. Improvement of regular research selection process

  특히, 정기연구과제는 중장기·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을 바탕으

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과제이며, 응답자들은 정기연구과

제 선정과 관련하여 현업부서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현안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는 2014년부터 실무조직 대응으로 연구조직을 개편하여 상당부

분 실무부서와의 연계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

고 있었으나, 역으로 지역본부, 사업단 등과의 협업체계가 약화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정기연구과제: 중장기·연도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구원 자체, 현업부

서 및 대외기관 제안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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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Appropriateness of selection reason

Appropriateness of examiner and 
project manager

Reflection for suggested contents

Appropriateness of selection period

Appropriateness of reject reason

Almost agree

Fig. 5. Improvement of irregular research selection process

  그림 5는 수시과제4) 선정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관한 응답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시과제는 공사의 현안 및 

사업과 현업부서의 업무수행 시 필요성을 바탕으로 수시로 제의

되는 과제로서, 제한 후 업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항목으로 수시과제 제안 후 과제의 선정여부에 대한 공지와 실

제 제안과제의 수행 형태에 관한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과제제안 방법, 제안절차 

등 과제의뢰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공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시과제 제안을 위한 창구

의 명확화 및 전반적인 절차 등의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중요도-만족도 조사 결과5)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able 2. The original IPA framework

Quadrant Definition

Perform
ance

Possible 
Overkill

Keep Up 
Good Work

Low 
Priority

Concentrate 
Here

Importance

Quadrant I Keep Up Good Work
All attributes that fall into this
quadrant are the strength and pillar of the organisations, and 
they should be the pride of the organisations.

Quadrant II Concentrate Here
Attributes that fall into this quadrant
represent ke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with top 
priority

Quadrant III Low Priority
Thus, any of the attributes that fall into this
quadrant are not important and pose no threat to the 
organisations.

Quadrant IV Possible Overkill It denotes attributes that are overly
emphasized by the organisations

4) 수시연구과제: 공사의 현안 및 사업과 현업부서의 업무수행 시 필요성

이 인정되어 수시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5) 시설장비사업군 심층평가보고서(20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용

  중요도-만족도 조사(이하, IPA로표기)는 Martilla와 James 
(1977)가 제안한 분석방법으로, 20여 년 전 소개된 이래 마케팅, 
교육, 스포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IPA는 이용 전 속성의 중요도와, 이용 후의 만족도를 

이용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CS(Customer Satisfy)조사 형태

로 2차원 평면상에서 속성별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

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척도

의 중간 값에서 1~2 척도를 조정하거나(Guadagnolo, 1985), 속
성들의 평균치에 대한 산술평균을 원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표-2와 같이 4개 분면의 성격을 제시함으로서 중요하지

만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성과의 활요성 확대를 위하여

  표 3과 같이 13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질문별로 투입⟶과정⟶결과⟶환류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연구원의 비전과 과제 추진을 위한 인자(투입), 과제수행, 
참여 및 연구원과의 소통(과정), 성과의 적용, 활용성 확대 및 

연구질적 수준 확보(결과), 그리고 연구완료 후 성과의 확산, 
효용성 강화를 위한 피드백관련 질문(환류)의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5점 척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항목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

도를 교차 질문함으로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편, 만족도 산출

하기 위해서는 식 1을 통해서 전체 응답중 “매우만족”, “만족”의 

비율과 표준, 표준편차와의 관계를 통하여 산출하게 되며, 중요

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를 도출하게된다.

   ×

   
  식   

여기서

Rate : 전체 응답 중 매우만족, 만족한다의 비율 

Avr. : 만족도 평균

Standard deviation : 만족도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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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estionnaire Item for IPA

Item
1. Understanding of institute vision to derive effective research results Input
2. Input element for rational promotion Input
3. Smooth relationship between LHI and field staffs Process
4. Accessibility enhancement for research results Process
5. Accessibility enhancement to project manager Process
6. Enhanc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Results
7. Creative research topic Results
8. Ensure competitiveness for research results Results
9. Quality check for research results Results
10. Liberal expression of research results Feedback
11. Active publicity of research results Feedback
12. System construction for research achievement Feedback
13. Feed back system for research achievement Feedback

Item
Experience No experience

Importance Satisfaction Importance Satisfaction
1. Understanding of institute vision to derive effective research results 46.2 72.3 33.6 70.5 
2. Input element for rational promotion 51.4 52.9 47.3  59.9 
3. Smooth relationship between LHI and field staffs 63.2 52.3 61.0  49.3 
4. Accessibility enhancement for research results 47.5 41.4 53.4  38.7 
5. Accessibility enhancement to project manager 50.1 54.6 42.7  36.8 
6. Enhanc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64.5 40.3 64.1  43.6 
7. Creative research topic 37.0 50.0 30.5  50.3 
8. Ensure competitiveness for research results 52.7 54.0 53.4  50.3 
9. Quality check for research results 64.5 62.6 59.5  64.7 
10. Liberal expression of research results 42.2 49.4 47.3  51.3 
11. Active publicity of research results 43.5 40.3 56.5  40.7 
12. System construction for research achievement 33.1 43.7 51.9  49.3 
13. Feed back system for research achievement 54.0 36.3 48.8  44.5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ses by experience research process

(1) Yes (2) No

Fig 6.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ses by experience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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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협업 유무에 따른 중요도-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6은 연구원과의 협업 유무에 따른 중요도-만족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협업 경험이 있는 경우 중요도 측면에서는 

연구성과의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는 것과 질적수준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연구과제 

수행 시 현업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덧붙여 만족도의 경우 연구결과의 실

무적용, 적극적인홍보 및 성과의 선순환적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환류 단계에서의 중요

성은 가장 낮은 반면 결과 단계가 가장 높으며, 중요도 인식은 

(1) 1st and 2nd grade staff (2) 3rd and 4th grade staff

Fig 7.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by job positon

Item
Job position

1 · 2 3 4
I S I S I S

1. Understanding of institute vision to derive effective research results 7 1 4 1 13 1 Input

2. Input element for rational promotion 6 3 9 4 6 3 Input

3. Smooth relationship between LHI and field staffs 2 4 1 3 4 7 Process

4. Accessibility enhancement for research results 7 9 7 10 6 13 Process

5. Accessibility enhancement to project manager 7 4 6 4 11 9 Process

6. Enhanc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2 11 2 10 1 11 Results

7. Creative research topic 11 4 13 8 12 5 Results

8. Ensure competitiveness for research results 4 4 7 7 5 4 Results

9. Quality check for research results 1 2 3 2 3 2 Results

10. Liberal expression of research results 13 4 10 6 8 6 Feedback

11. Active publicity of research results 7 12 11 12 2 11 Feedback

12. System construction for research achievement 11 9 11 9 10 7 Feedback

13. Feed back system for research achievement 4 13 5 13 8 10 Feedback

Table 5. Improvement fac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by job position

I : Importance, S : Satisfaction

결과 > 과정 > 투입 > 환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협업 

경험이 없는 경우 중요도 측면에서는 협업을 경험한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만족도 측면에서는 연구성과의 접근

성과 관련 연구자와의 연계가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 되

었다. 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투입 단계에서의 

중요성은 가장 낮은 반면 과정 단계가 가장 높으며, 중요도 인식

은 과정 > 결과 > 환류 > 투입 순으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결과 단계 보다는 과정 단계가 중요하며, 투입 보다는 환류 단계

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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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급별 중요도-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7은 직급별 중요도-만족도 조사결과를, 표 4는 직급별 

중요도-만족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 측면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현업부서와의 소통”, “연구성과의 실무적용”, 
“성과의 질적수준 확보”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연구의 과정>결과>환류 측면에 관심

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만족도 측면에서는 모든 

직급에서 연구성과가 실무에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그 외 “성과의홍보”, “선순환적 피드백” 등의 환류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급 

차이에 따른 중요도-만족도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협업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 보다 더 많은 항목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낮은 직급일수록 연구원과의 접근성에 관한 개선 사항

을 지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협업 유무에 따른 분석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과정 > 결과 > 투입 단계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연구의 수행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의 접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을 

내포하고 있으나, 투입단계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연구성과에

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원은 단기간의 현안 대응 연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 

및 학술적인 연구도 수행해야함을 반영할 때 현재의 문제점을 

Item Importance Satisfaction Distance Improvement

1. Understanding of institute vision to derive effective research results 39.7 72.7 24.9 -19.2 Input

2. Input element for rational promotion 49.8 56.0 6.0 -3.2 Input

3. Smooth relationship between LHI and field staffs 63.7 51.1 13.7 ★6.1 Process

4. Accessibility enhancement for research results 49.8 40.2 9.8 ★4.8 Process

5. Accessibility enhancement to project manager 45.9 48.1 4.5 -1.0 Process

6. Enhanc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66.0 40.9 18.4 ★15.2 Results

7. Creative research topic 32.0 50.0 18.0 -27.1 Results

8. Ensure competitiveness for research results 53.6 52.6 4.5 ★0.4 Results

9. Quality check for research results 62.9 64.4 19.3 -0.6 Results

10. Liberal expression of research results 44.3 50.0 5.7 -8.5 Feedback

11. Active publicity of research results 49.8 39.8 10.2 ★4.9 Feedback

12. System construction for research achievement 40.5 45.5 10.6 -2.3 Feedback

13. Feed back system for research achievement 52.1 38.7 11.5 ★7.1 Feedback

Table 6. Improvement fac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모든 문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우선개선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IPA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한 정책 중 만족도가 낮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그림-8과 같이 좌

표(50.50)과 (80.20)을 잊는 기본 축과 해당정책에 위치한 좌표

와의 각도(r) 및 기본 좌표와의 거리(d)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기본 좌표 (50,50)과의 거리는 식-2와 같으며, 기본 좌표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본 축과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개선도는 

높아지게 된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가 같은 선상에 정책이 위치할 경우 

개선도가 0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이 수정지수

(Rotation)를 적용하여 보정을 하게 된다. 표 6은 전체 응답자의 

중요도-만족도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도 항목의 양값이 클수록 우선적으로 개

선해야할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연구성과가 실무

에 활용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는 협업유무, 직급별 차이

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기록한 항목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적절하게 실무부문에 활용되지 못했다는 해석을 가

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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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mprovement factor calculation concept diagram

     식

 


식

Here, x and y in Equation (2) represent the coordinates of 
satisfaction and importance (respectively) of a random policy, and r 
in Equation (3) represents the angle between the basic axis that 
connects the maximum values of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and 
the coordinate at which the policy is located.

  두 번째로 개선되어야할 항목으로는 연구성과의 활용성과 과

성제고를 위한 선순환적 피드백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지적 된 연구성과의 실무 적용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3번째로 개선되

어야할 항목으로 제시된  연구성과의 홍보 부족과도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연구과제 수행시의 

현업직원과의 소통부재, 성과의 접근성 결여 등이 그 뒤를 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투입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원의 

중장기적 연구방향(1)과 창의적인 연구과제 도출(7) 등은 현재

의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향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낮은 중요도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의 고득점

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투입부분역시 중장기적인 

개선점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공사 연구원의 연구수행 체계를 진단하고, 
도출된 성과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

로 IPA를 통하여  13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A공사의 업무와 조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범용적으

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원과 실무부서와

의 접점을 도출하는데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성과 활용

성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과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급, 협업유무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연구성과가 실무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을 분석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

제의 선정과 수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실무부서와의 협업

체계가 요구되며, 현재의 본부대응 중심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연구원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2) 과정단계에서 지적된 현업부서와의 원활한 소통과 연구성

과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실무부서와 연구원과의 접근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협업 경험

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할 대 

보다 연구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과

제 수행 시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연구에의 관심

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환류 측면에서는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순환적 

피드백의 필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연구원

에서는 화요세미나 등의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성과

를 홍보하고 관련 실무부서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

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도출된 성과가 즉각적

으로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실제 

수행 된 연구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투입단계의 개선점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연구의 착수 단계보다는 연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문제에 새로운 

과제발굴, 방향성 등의 연구원이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한 

관심도의 저하가 우려되며, 대내적인 방향성과 목적에 대

한 심도있는 고민도 병행 되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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