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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now plac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service as an essential means of promoting the dissemination and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and other related 
industrial activities. To raise satisfaction with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service and promote its utiliz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a sample group with an academic research background, i.e. employees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IER) who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ical concepts behind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showed a high level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web service 
fo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contents rather 
than the enhancement of web service convenience is requir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rend was also observed whereby, the 
longer the professional career of the survey respondents, the greater their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enhanced service, which indicates that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technological concepts corresponds to 
their research experience record. In additi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the 
utilization value of the resource map service indicated that use of the service was equally high in terms of political, business 
and academic applications. The results confirmed the need to develop multidimensional resource map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as many fields as possible, rather than focusing on a specific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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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자원을 대체할 환경친화적

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보

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

표와 보급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자가 참여하여 시장

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

선적으로 사업성 판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

지정보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평가를 위한 핵심정보가 필

요하다.

이러한 정부 및 사업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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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개

발하여 웹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

원지도란 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폐기물, 수

소,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ervice)를 이용하여 지도상

에 투영한 것을 말한다(Kim et al., 2013).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는 2014년 확정된 산업통상자

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5-2035)’ 중 

국가 보급목표 설정을 위한 핵심자료로 이용되었다. 또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발전사업자들에게 사전타당

성평가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에서 석박

사 학위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는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서 생산되었다. 즉, 생산자 위주로 자원지도를 

개발하고 공공성에 해당되는 일부의 자료를 공개하여 왔

다. 그런데 현 정부가 국정과제(국무조정실) 중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의 핵심수단으로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잠재량, 입지정보, 시도

별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업

그레이드하여 보급시장의 병목을 해소’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생산 및 서비스 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다. 즉, 현재까지의 생산자(연구자) 

주도형 생산체계로부터 수요자(사업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및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지식과 개념을 확대하고 일반화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평가적인 조사방법으로 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보의 활용도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

된 설문조사로는, 해상기상정보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분석(Park et al., 2011),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기상특보 인지도 및 활용도 분석(Choi et al., 2014)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인식도 설

문조사 사례로는 사회통계조사에 의한 대기환경 체감지

수 개발(Kim et al., 200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연구(Han et al.,, 2010),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기술과 환경, 기후변화 관련 인식 연구

(Seo et al., 2013), 대구시민의 환경교육경험과 환경인

식에 대한 연구(Yamada, 2014)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표본집단을 전문

가로 한정하기도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복합 적용 시 중

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Byun et al., 2010),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도시 조성전략(Ban 

et al., 2011)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생산 및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신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활용도의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분야인 정책, 사업, 학술분야 중 일차적

으로 학술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본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정책 및 사업분야 종사

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자료 및 방법

2.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4일까지(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집단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직원 4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로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직(91%가 박사학위 소지자) 

279명, 기술직 81명, 행정직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연

구(Han et al., 2010)에 의하면, 개념적인 이해의 필요성

이 높아야 할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를 거의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하였으며, 

심지어 원래의 뜻과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왜곡하여 해

석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념을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는 표본집단인 학술분야 전문가로 한정하였다.

2.2. 설문조사 자료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소속부서와 연

구경력을 묻는 2문항과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인식

도를 묻는 1문항, 활용도 및 활용의사를 묻는 6문항, 서

비스 만족도를 묻는 3문항 그리고 정책적, 사업적, 학술

적 활용가치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척도는 ‘예’, ‘아니오’로 구분되

는 등간척도(interval scale) 2문항, 5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 9문항, 그리고 명목척도(nominal sca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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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Questionnaire Criterion

Respondent
characteristics

Q1
Q2

Department
Job duration

Nominal scale

Recognition Q3 Recognition of the service Likert scale

Utilization

Q4
Q5
Q6
Q7

Utilization experience by own need
Utilization purpose
Utilization frequency
Utilization experience by other’s request

Interval scale
Nominal scale

〃

Interval scale

Satisfaction
Q8
Q9
Q10

Convenience of the service
Reliability of the data
General satisfaction

Likert scale

Willingness
Q11
Q12

Willingness of utilization
Willingness of recommendation

Likert scale

Utilization
value

Q13
Q14
Q15

Value for political use
Value for business use
Value for academic use

Likert scale

Table 1. Summary of questionnaires

Department Laboratory No. of respondent Responding ratio(%)

Energy efficiency
Energy saving, Energy ICT, Advanced combustion, 
Thermal energy conversion, Energy network, Energy 
storage

28 36%

New-renewable energy
Photo voltaic, Solar thermal, Fuel cell, Hydrogen, 
Wind energy, Marine energy, etc.

62 60%

Climate change
Clean fuel, Petroleum & gas, Biomass & waste energy, 
Green energy process, Low carbon process, etc.

52 46%

Energy materials and 
process

Advanced materials & devices, Energy materials 13 46%

Strategy, policy, 
planning, etc.

Technology transfer, Strategy & policy, Planning & 
coordination, etc.

22 25%

Reference group University, etc. 14 -

Table 2. Respondent statistics by department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설문조사 분석방법

표본집단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원 전원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28.6%인 177명이 유

효응답을 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을 실시하여 그 구성과 내용이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연구경력, 연구부서 그리고 인지도에 따른 계층별 만

족도 및 활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

고, 이때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p-value)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응답자 일반통계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된 9문항의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값이 0.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설문문항의 구성과 내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Nunnally(1978) 기준에 따르면 크론바하 알파가 0.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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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면 설문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표본집단은 에너지효율부, 신재생에너지부, 기후변화

부, 에너지소재공정부, 그리고 지원부서(전략/정책/기획 

등)와 하위부서인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각 연구부서별 응답률은 신재생에너지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부가 6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연구경력별 구성비를 보면(Table 3), 1년 이

상 5년 미만 경력자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가 7%로 가장 작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Job duration No. of 
respondent Ratio (%)

Less than 1 year 34 19%

1 5 years 69 39%

5 10 years 27 15%

10 15 years 12 7%

More than 15 years 35 20%

Total 177 100%

Table 3. Respondent statistics by job duration

3.2.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인지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New-Renewable Energy Re 

-source Map; NRERM)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Q3)에 

대하여 응답자의 80%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

다고 답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는 산업통상자

원부의 부처임무사업으로 다년간 수행되어 왔으므로 표

본집단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에서의 인지도가 높

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연구경력, 연구부서에 따른 인지도를 보면 분

명한 차이가 보인다. 즉, 연구경력에 비례하여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Fig. 2),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도와 관련이 있는 연구부서인 신재생에너지부와 전략

정책기획부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3). 신재생에너지부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와 직접적

인 관련성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수의 정부 정책에 반영되

어 있기 때문에 전략정책기획부도 업무적 관련성이 높은 

부서이다.

Fig. 1. Recognition of NRERM.

Fig. 2. Recognition of NRERM by job duration.

Fig. 3. Recognition of NRERM b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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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tilization experience of NRERM by job duration.

Fig. 5. Utilization experience of NRERM by department.

3.3.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활용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본인의 연구에 활용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Q4)에 대하여 응답자의 59%가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표본집단 중 행정부

서는 업무상 자원지도의 활용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표본집단을 연구자로만 한정한다면 활용경험 비

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경력에 따른 활용경험 비율을 보면 연구경력이 

길수록 활용경험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Fig. 

4). 연구부서별 활용경험 비율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

련성이 높은 연구부서의 활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Fig. 

5). 이는 3.2절의 인식도 설문결과와도 동일한 경향이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목적(Q5)은 표본집단

이 학술분야 전문가인 관계로 압도적으로 학술적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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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tilization purposes of NRERM service. Fig. 7. Utilization frequency of NRERM service.

Fig. 8. Providing experience of NRERM data by job duration.

비율(65%)이 높게 나타났다(Fig. 6). 그 다음으로는 정

책적 목적(20%)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웹서비스의 활용빈도(Q6)는 

1 2회/주로 매우 자주 활용하는 비율이 5%, 1 2회/월

로 자주 활용하는 비율이 15%로 나타났으며(Fig. 7), 이

들의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부서

의 응답자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는 200여종의 주제도

(thematic map)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된 일사량 및 

풍력자원 측정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데이터를 외부의 요구에 의하

여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Q7)에 18%의 응답자가 제

공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외부의 자료요청 빈도는 

정부기관, 지자체 및 사업체 순이다.

연구경력 및 연구부서별 자료제공 경험은 활용경험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즉, 연구경력이 길수록 자료제공 

경험도 많으며(Fig. 8), 관련성이 높은 연구부서의 자료

제공 경험도 많다(Fig. 9).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계속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

(Q11)과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Q12)에 대해 극

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Figs. 

10, 11) 이러한 답변비율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에 대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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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viding experience of NRERM data by department.

Fig. 10. Willingness of utilization of NRERM service. Fig. 11. Willingness of recommendation of NRERM service.

3.4.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만족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웹서비스의 편리성(Q8),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도(Q9) 그리고 웹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Q10)를 질의하였다. 

웹서비스 편리성의 경우(Fig. 12) ‘다소 불편’ 또는 

‘불편’의 응답비율이 3%,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도의 

경우(Fig. 13) ‘낮다’ 또는 ‘매우 낮다’의 응답비율이 

4%, 웹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Fig. 14) ‘불만

족’ 또는 ‘매우 불만족’의 응답비율이 3%로, 세 문항 모

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일관성 있게 나

타났으며,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의 객관

적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웹서비스의 편이성도 높아 전

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신

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의사(Q11)와 추천의사

(Q12)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결과이도 하다.

연구경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를 Table 4

에 제시하였다. Fig. 2로부터 연구경력과 인식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Table 4에서 인식도

(Q3), 편리성(Q8), 신뢰성(Q9), 만족도(Q10) 항목 모

두가 연구경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을 보면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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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yr 1 5yr 5 10yr 10 15yr >15yr F ratio
(p value)

n 34 69 27 12 35

Recognition 2.9±0.69 3.2±1.01 3.8±0.49 4.3±0.39 4.3±0.41 17.4
(p<0.005)

Convenience 3.3±0.35 3.4±0.40 3.4±0.56 3.8±0.20 3.8±0.36 3.1
(p<0.050)

Reliability 3.3±0.47 3.5±0.46 3.7±0.38 3.9±0.27 3.9±0.52 4.3
(p<0.005)

Satisfaction 3.4±0.37 3.5±0.43 3.6±0.56 4.1±0.27 3.9±0.34 4.8
(p<0.005)

Table 4. Satisfaction of NRERM service by job duration

Fig. 12. Convenience of NRERM web service. Fig. 13.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NRERM data.

Fig. 14. General satisfaction of NRERM web service.

편리성, 신뢰성, 만족도가 연구경력에 비례하여 상승함

을 알 수 있다.

연구부서별 인식도, 편리성, 신뢰성,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를 보면(Table 5), 인

식도의 경우 유의수준 p<0.005로 연구부서별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지만, 편리성, 신뢰성, 만족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자신의 연구분야와 관련성이 클 경우 인식도와 활용도가 

높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웹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는 연구부서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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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yr 1 5yr 5 10yr 10 15yr >15yr F ratio
(p value)

n 34 69 27 12 35

Political value 4.1±0.60 4.2±0.57 4.5±0.57 4.6±0.45 4.6±0.24 4.2
(p<0.005)

Business value 4.1±0.54 4.2±0.46 4.4±0.55 4.4±0.45 4.4±0.36 1.4
(p=0.233)

Academic value 4.2±0.55 4.3±0.53 4.4±0.55 4.4±0.45 4.4±0.36 0.75
(p=0.562)

Table 6. Utilization values of NRERM by job duration

Energy 
efficiency

New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Energy 
materials 
process

Strategy, 
policy, 

planning

F ratio
(p value)

n 28 62 37 15 35

Recognition 3.2±0.97 4.0±0.75 3.1±1.15 3.1±0.93 3.8±0.53 8.1
(p<0.005)

Convenience 3.3±0.36 3.6±0.58 3.4±0.25 3.4±0.26 3.7±0.35 1.9
(p=0.115)

Reliability 3.4±0.40 3.7±0.59 3.4±0.40 3.7±0.24 3.8±0.46 2.6
(p=0.040)

Satisfaction 3.4±0.40 3.7±0.54 3.4±0.36 3.6±0.26 3.8±0.40 2.6
(p=0.035)

Table 5. Satisfaction of NRERM service by department

3.5.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활용가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분야는 서론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정책, 사업 그리고 학술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책적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산정하여 보급

목표를 수립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를 대상

으로 하며, 사업적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

지평가와 같이 국소적 관점에서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를 

요구한다. 학술적 용도는 다각도로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자료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용도에 따라 요구사

항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요에 대응한 자원지도의 생산을 위해서는 각 

활용분야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용도에 따

른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가

치에 대해 연구경력, 연구부서 및 인지도에 따른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Table 6을 보면 연구경력이 길수록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유의수준 p<0.005로 판정할 때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정

책적 활용가치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을 보면 연구부서에 따라서도 정책적, 학술적 

활용가치의 차이가 보이며, 연구 관련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부와 전략/정책/기획부의 활용가치가 높게 나타났

으나, 역시 유의수준 p<0.05로 판정할 때 통계적인 관점

에서는 정책적, 학술적 활용가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본집단이 학술 및 정책분야에 편향된 관계로 사업

적 활용가치는 연구경력 및 연구부서에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가치를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8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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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New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Energy 
materials 
process

Strategy, 
policy, 

planning

F ratio
(p value)

n 28 62 37 15 35

Political value 4.0±0.55 4.5±0.48 4.1±0.68 4.1±0.41 4.6±0.37 3.8
(p<0.050)

Business value 4.1±0.51 4.4±0.43 4.1±0.62 4.1±0.50 4.4±0.31 1.8
(p=0.129)

Academic value 4.1±0.54 4.4±0.47 4.1±0.63 4.3±0.38 4.5±0.31 2.7
(p<0.050)

Table 7. Utilization values of NRERM by department

Not at all 
familiar Barely familiar Moderately 

familiar Very familiar Extremely 
familiar

F ratio
(p value)

n 0 35 39 74 29

Political value - 3.6±0.31 4.2±0.55 4.5±0.39 4.9±0.10 29.5
(p<0.001)

Business value - 3.8±0.48 4.1±0.54 4.4±0.33 4.6±0.32 11.3
(p<0.001)

Academic value - 3.8±0.58 4.3±0.46 4.4±0.39 4.6±0.32 10.2
(p<0.001)

Table 8. Utilization values of NRERM by recognition level

도에 따라서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활용가치에 대한 평

가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인식도가 높

을수록 모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4. 결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의 핵심적인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의 만족도 및 활용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에 대한 기술개념

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학술분야 표본집단인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결과의 통계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응답자의 80%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높은 인지도는 표본집단이 

기술개념의 왜곡 없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경력이 길수록, 연구부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의 활

용경험 및 외부 요청에 의한 자료 제공경험도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3)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웹서비스의 편리성, 객관

성 및 신뢰도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답변은 4% 

이내이며 전반적으로 웹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경험이 많은 응답자의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부서별로는 만족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표본집단이 학술분야 종사자이기 때문에 활용분

야는 학술용 65%, 정책용 20%, 사업용 3%로 응답하였

다. 또한 연구경력이 길수록,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책적 

활용가치가 크다가 응답하였다.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지도 서비스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1)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가치에 대하여 정

책/사업/학술 전 분야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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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할 때, 특정 분야와 용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차

원적 용도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인지도가 상승할수록 활용가치에 대한 평가 및 활

용도가 상승하는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3) 연구경력에 비례하여 인지도, 서비스 만족도 및 활

용가치가 상승하는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연구경력 5년 

미만의 연구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정책/사업/학술 분야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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