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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국가발전의 돌파구로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 R&D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

는 국토해양부는 ‘4세대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 해양부국 건설을 통한 미래 해

양강국 G5 진입 달성’을 목표로 해양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R&D분야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3.8%에 이르는 등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 환경과 정부의 R&D 투자정책 변화 속에서 해양(연)은 국가전략차원의 R&D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과학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미션의 수행뿐만 아니라 고객의 기

대를 충족하는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에 대한 고객차원의 긍정적 평가 향상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연구성과 관리

를 위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고객관점의 평가, Needs분석, 연구수요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연구는 해양(연) 연구성과 및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 및 연구정

보에 대한 수요 분석, 해양(연)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수준 및 수여 분석, 해양

R&D 기관으로서의 해양(연)의 명성수준 분석 등을 통해서 해양(연)의 연구품질 향상,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방향 정립, 기관 역할/명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

시하였다. 조사는 연구고객 및 기업/정책고객, 잠재적 고객층인 해양과학기술관련 전

공 대학/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1년간 해양(연)과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구고객 93명, 해양(연)의 잠

재적인 연구고객으로 판단되는 해양관련업 영위하면서 향후 해양(연) 연구분야와 관련

된 R&D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 해양연구 관련분야 직종에 종사하면서 해양(연) 연

구성과물을 이용하여 정부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 등 간접고객 36명,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가능성이 높고 향후 해양R&D분야에 종사가능성이 큰 전국

해양연구 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의 진행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해양(연) 연구성과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는 연구목적

달성도 평가는 85.60%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고객의 전반적 체감만족도는 82.64점으로 2009년의 82.50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인 차원별로는 ‘연구수행역량 차원’(84.73점)과 ‘고객서비스차

원’(85.52점), ‘연구성과차원’(83.66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 평가에 비해 높으나, ‘연구

성과 활용 차원’(77.61점)은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

구활동과 관련한 5개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 ‘연구성과 활용도’가 78.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연구추진 투명성’(77.78점), ‘고객대응태도’, ‘필요 정보 제공’(각각

76.67점), ‘고객 의견반영’(75.56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

별 평가는 2009년에 비해 6~11점 가량 향상된 결과이지만 모든 요소에서 여전히 70점

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고객의 연구사업에 대한 불만제기율은 28.0%로 나타났으며, 불만 제기자

의 개선에 대한 인식은 단지 1.1%만이 ‘불만제기/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는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17.2%는 ‘불만제기/약간 개선’, 9.7%는 ‘불만제기/개선 안되었다‘는 부정

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제기한 상당수 연구고객들은 불만제기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고객은 향후 해양(연)과의 연구과제 수행 규모 변화에 대해 11.8%가 ‘매우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0.9%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절반이 넘

는 52.7%가 현재 수준에 비해 연구과제 수행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

접고객의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의사는 83.3%로 2009년의 69.2%에 비해 상당히 높아

졌다.

연구고객의 수행중인 연구성과 활용 경험율은 63.4%이며, 간접고객은 86.1%, 잠재

고객(학생)은 28.1%가 해양(연)이 생산한 연구정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해양(연) 연구성과물 향후 활용의사는 연구고객(85.16점)과 간접고객(기

업 및 정책고객)(85.00점) 모두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73.76점)와 성과 확산노력(74.19점)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확산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련

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7.74점)으로 인식하고 있

다.

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학생의 16.3%가 해양(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하

고 있으며, 63.9%는 해양(연)에 대해 ‘이름은 들어보았다’는 응답을 하여 전체의 80.2%

가 해양(연)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해양(연) 호감도는 간접고객(82.22점)

이 학생(75.03점)에 비해 높았다. 한편, 간접고객(41.7%), 잠재고객(41.7%, 34.2%) 모두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해양(연)의 기능/역할에 대해 ‘해양자원 개발/ 해양 환경보전

/해양과학 정책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간접고객의 해양(연) 명성지수는 77.46점으로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상당히 높아

졌으며, 잠재고객(학생) 명성지수는 68.77점으로 간접고객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조사․연구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양(연) 연구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큰 변화가 없으나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평가는 다소 하락하고 있다

연구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의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성과 관리와 서비

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연구성

과 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성과차원 만족도가

다소 낮다는 점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둘째, 해양(연) 연구성과의 확산 노력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향상시켜야 한

다

잠재적 고객의 효율적인 연구정보 접근의 지원을 통해서 연구성과 확산노력에 대한

평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및 정책고객 및 학생 등 해양(연)이 생산한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활동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

음. 이를 위해서는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이

라는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성과확산 홍보의 지속성, 적극성, 효율성 등

의 강화가 필요하다.

☑ 셋째, 해양(연) 명성 제고를 통한 호감도 향상을 위한 위상강화 사업의 발

굴 및 홍보가 필요하다

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 및 학생 등의 해양(연)에 대한 명성의 강화를 통한 호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양(연)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사업의 발굴 및 적극적 홍보

를 통해 스테이크홀더그룹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명성지수 강화방안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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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요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자국 원천기술의 세계표준화

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선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성격이 강한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해양과학기술분야에 미국은 30,743억원, 일본은 7,782억원, 중국은

5,55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R&D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국가발전의 돌파구로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이 요구되고 있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R&D규모(조원) 12.3 13.5 14.9 16.6 18.4

증가율(%) 11.4 9.8 10.4 11.4 10.8

[표 1-1] R&D재정투자 확대 계획(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관계부처합동,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2009.7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으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투자 또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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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정부, 공공부문에서 R&D투자부분에 12.3조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증가율 10.5%의 지속적인 R&D투자확대를 계획함

☐ 해양과학기술 R&D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4세대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 해양부국 건설을 통한 미래 해양강국 G5 진입 달성’을 목표로

해양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해양R&D분야에 대한 연간 투자현황은 2004년 461억원에서 2007년 997억원, 2010

년에는 1,658억원으로 6년간 3.6배 증가, 연평균 23.8% 증가함

○ 해양과학기술을 국가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 원천기술 및 주요 핵심해양기술의 기

반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정책계획을 수립 운영함

1.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강화(5년 2배, 연 23% 증가)

- 원천기술 확보 및 창조적 R&D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해양과학조사․미래해양․극지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씨그랜트 등 인력양성 강화

§ ‘08~’13년까지 기초기반 구축을 위해 ‘08년 666억원에서 ’13년 1,544억원으로 확대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 투자 강화

- 기존 추진 중인 해양 R&D 전략사업에 60%이상 예산 우선 배정

§ 공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전략사업에 대해 지속 투자

§ 해양 R&D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08년 602억원에서 ’13년 2,291억원으로 확대

3.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국제화

- 해양 R&D 분야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위상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외 R&D 거점 확대, 전 지구적 문제해결 주도,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확대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08년 10억원에서 ’13년 39억원으로 확대

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성과 사업화

- 성과위주 R&D 사업 관리 전환을 통해 기술사업화 확대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이전 체계 구축

§ 해양 R&D 실용화․중소벤처 지원을 위해 ‘08년 51억원에서 ’09년 346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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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 R&D  투자확대 및 효율화 체계 구축

- 해양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신해양부국 조기실현

§ : 신규 과제 발굴 및 투자 확대, 기획․관리․성과평가․실용화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09~’13년까지 연평균 26.7% 증가시켜 2013년에는 4,296억원으로 확대

자료)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해양정책국 홈페이지 게시자료

☐ 해양(연)은 해양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전략차원의 R&D 역량강화 및 연구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위상 제고가 필요

○ 해양(연)은 대외적 환경변화와 정부의 R&D 투자정책 속에서 국가전략차원의

R&D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과학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대뿐만 아니라 고

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에 대한 고객차원의 긍정적 평가가 중

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결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성과 확산의 노력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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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고객관점의 평가,

Needs분석, 연구수요 분석 등이 필요

○ 특히,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해양(연) 연구고객 뿐만 아니라 PCRM 고객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일반이용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연구 및 성과확산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조사․연구 목적

☐ 정부의 막대한 R&D예산을 투입한 해양R&D분야의 연구결과에 대한 품질향상과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성과의 품질 향상과 연구성과 확산 방안마련을 위한 「2010년 KORDI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및 성과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연구결과물 도출 성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활용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

재의 해양분야 연구 수준을 실질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수행 관련 품질 및 기관의 연구관련 서비스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및 개선안 모색

2. 기업의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지향적이고 실용중심적 연구개발 분야를 파악하

여 공공연구의 사회경제적 효과극대화 방향 제시

○ 기업의 해양R&D분야 수요를 분석하여 연구사업 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 기존 R&D관련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해양산업 관련 기업, 대학(원)생 등)의

연구성과 이용수준 및 R&D수요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수행

전략 수립의 중요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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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연)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수준 및 품질평가수준을 측정․분석하여 해양

(연) 연구결과물의 실제 활용 성과 추정

○ 해양R&D 관련 자료의 확보경로 및 만족수준, 해양R&D 기관으로서의 해양(연)의

명성수준, 기관 역할 이미지 등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평가 및 분석을 해양(연)의

활동영역 및 전문분야의 특화전략 수립 자료 확보

3. 조사․연구의 범위

□ 본 조사․연구는 해양분야 정책/과학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원)생 등을 대

상으로 해양R&D 연구성과 및 연구수요, 결과활용 등을 평가하고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에 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는 등 다차원적인 조사를 실시

○ 조사연구의 범위를 대상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연구의 대상적 범위

○ 2010년 1년간 해양(연)과 위탁․공동연구 등 직․간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의뢰한

기관 및 기업(연구고객)

○ 조선공업협회, 한국해양산업협회 회원사 등 향후 해양R&D 수요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업고객)과 해양R&D분야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해양(연)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성과물을 이용하거나 정부 해양관련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정책고객)

○ 해양(연)이 제공하는 해양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해양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인 고객(잠재고객)

○ 해양(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행정직원 등(내부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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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의 내용적 범위

○ 조사분야

• 연구고객, 기업고객/정책고객, 잠재고객 등 고객의 특성에 따라 연구성과만족도,

연구개발수요, 연구성과확산 실태, 해양(연)에 대한 인식 등 해양(연) R&D활동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성과확산 수준 등을 평가

•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해양(연) 조직의 혁신경영 관련 목표달성 수준의 모니터링

○ 주요 조사내용

• 연구고객

- 연구수행 및 성과 평가

- 해양(연) 기술/연구개발 수요

- 해양R&D 관련 정보활용수준 및 실태,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방안

• 간접고객(기업고객/정책고객/잠재고객)

- 해양(연)에 대한 인식 및 연구활동 평가

- 해양(연) 기술/연구개발 수요

- 해양R&D 관련 정보활용수준 및 실태,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방안

• 내부고객

- 경영목표의 인지도, 공감도, 달성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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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설계 및 진행

1. 고객의 구분 및 조사 설계

☐ 해양(연)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관 및 기업, 해양 R&D

분야로의 활동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양 R&D분야로의 진출이 예상되는 대학(원)생 등

해양(연)의 연구성과와 연관이 되는 고객을 정의하고 대상별 조사 수행 및 분

석

○ 해양(연) R&D 연구성과와의 연관․활용수준 등을 고려한 고객군을 정의

○ 특히, 연구고객의 경우 고객의 수준별 분석을 통해 해양(연) 연구성과에 대한

개선 우선방안 및 고객수준별 맞춤형 접근방안 도출

고객유형 고객군 대상 비고

직접고객 연구고객
2010년 1년간 해양(연)과 위탁․공동연구 등 직․간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의뢰한 기관 및 기업

2010년 이전 

연속연구 포함

간접고객

기업고객
해양관련업 영위하면서 향후 해양(연) 연구분야와 관련된 

R&D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

정책고객
해양연구분야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해양(연) 연구성과물을 

이용하여 정부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

잠재고객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가능성이 높고 향후 해양

R&D분야에 종사가능성이 큰 전국 해양연구 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내부고객 해양(연)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등의 상근 종사자

[표 1-2] 고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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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 연구성과 평가 및 성과확산 방안마련을 위해 실시한 본 조사 연구는

‘연구고객’, ‘해양(연) 연구성과를 이용하는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해양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 정보이용 고객(잠재고객)’ 조사 등

해양(연)을 둘러싼 스테이크홀더그룹을 대상으로 3Track의 조사 실시

☐ Track1 : 직접고객 대상 조사(연구고객 반응조사)

○ 연구고객은 2010년 1년간 해양(연)과 위탁․공동연구 등 직․간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의뢰하는 기관 및 개인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과거부터 계속

연구사업 수행기관 및 신규 연구고객을 포함함

○ 해양(연)과의 연구사업 관계정도를 고려하여 ‘핵심 연구고객’과 ‘일반 연구고객’으로

분류하여 조사의 실시 및 분석

☐ Track2 : 간접고객 대상 조사(성과이용 기업고객(잠재고객) 및 정책고객 조사)

○ 기업고객은 한국해양산업협회 회원사 등 해양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거나 해양(연) 연구 분야와 관련된 R&D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향후 R&D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정책고객(PCRM 고객,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해양(연)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해양(연) 제공 각종 성과물을 이용하거나 정부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 그룹으로서 현재 해양(연)이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Track3 : 간접고객 대상 조사(잠재고객 : 일반 정보이용 고객인 해양관련학

과 학생 조사)

○ 해양(연)이 생산한 해양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해양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인 고객인 해양관련학과 학생의 해양(연)에 대한

인식 및 정보이용 실태, 기대 정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정보이용고객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확산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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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그룹별 조사 설계

○ 해양(연) 연구성과 평가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본 조사연구는 ‘연구고객’,

‘간접고객(기업고객 및 정책고객)’, ‘잠재고객(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구 분
직접고객 간접고객

연구고객 기업고객 정책고객 잠재고객

조사명 ∙ 연구고객 반응조사
∙ 기업고객 R&D수요 및 

성과조사

∙ 정책고객 R&D수요 및 

성과조사

∙ 해양R&D 관련학과 

학생 인식조사

모집단

(정의)

∙ 해양(연)에 연구사업을 

의뢰하여 수행한 기관

∙ 해양관련업 영위하면서 

향후 해양(연) 연구분

야와 관련된 R&D수요

를 가지고 있는 기업

∙ 해양연구분야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해

양(연) 연구성과물을 이

용하여 정부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

∙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가능성이 높고 향

후 해양R&D분야에 

종사가능성이 큰 전국 

해양연구 관련학과 대

학생 및 대학원생

조사대상

∙ 2010년 1년 동안 해

양(연)에 프로젝트를 의

뢰한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 고객 중 해당 연

구사업 담당자(2010년 

이전 연속연구 포함)

∙ 해양(연)연구성과 활

용고객

∙ 한국해양기업협회 및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양산업 관련 유

력단체의 회원사List 

∙ 해양(연)이 현재 리스

트를 확보하여 정보제

공을 하고 있는 정책

고객

∙ 전국 해양관련학과 대

학생 및 대학원생

조사

표본수
∙ 93명 ∙ 36명 ∙총 276명

표본추출

방법

∙ List를 활용한 무

작위표본추출

∙ List를 활용한 무

작위표본추출

∙  List를 활용한 무

작위표본추출

∙ 지역별 학과분포를 

고려한 군집표본추출

조사방법

∙ 근무지방문 1:1 면접 

 - 부분적 FAX 조사

∙ 근무지방문 1:1 면접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 부분적 FAX 조사

∙ 근무지방문 1:1 면접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 부분적 FAX 조사

∙ 학교 방문 1:1 면접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표 1-3] 조사대상 그룹별 조사 설계 및 진행



                        2010 KORDI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및 성과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12                                                                                       

2. 조사의 진행 및 자료 수집

☐ 3Track의 조사별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함

○ Track1 (연구고객 반응조사 ) 2010년 10월 15일 ~ 2010년 12월 22일까지

약 2개월동안 진행

○ Track2 (간접고객 : 기업 및 정책고객 조사) : 2010년 11월 15일 ~ 2010년 1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

○ Track3 (잠재고객(해양관련학과 학생) 조사) : 2010년 10월 15일 ~ 2010년 11월 15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

☐ 조사 Track별 자료 수집 방법

○ Track1 : 연구고객 반응조사

• 면접원이 연구고객 업무현장 방문을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질문

지를 배포하고 작성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여건상 면접이

어려운 조사대상은 FAX 혹은 e-mail을 통하여 질문지를 회수

○ Track2 : 간접 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조사

• 해양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원사 및 해양관련업

영위 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작성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여건상 면접이 어려운 조사

대상은 FAX 혹은 e-mail을 통하여 질문지를 회수

• 해양(연)이 현재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정책고객(PCRM 고객)에

대해서는 해양(연)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 리스트를 대상으로 웹 Survey 설문지를

발송 후, 자발적 조사(자기기입식 조사) 참여자의 응답결과 분석

○ Track3 : 잠재고객(해양관련학과 학생) 인식조사

• 수도권 및 경남권에 소재한 대학의 해양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해양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실,

학과사무실 등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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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 연구 Work-flow

○ 본 조사연구는 총 3Track의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준비단계,

조사실행단계, 분석․정리단계의 총 3단계의 추진과정을 거쳐 진행됨

○ 조사의 진행 및 분석은 조사전문기관인 (주)누리리서치에서 실시되었으며, 3Track

의 조사를 실시하는 본 조사․연구는 조사․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의 추진을

조사준비단계, 조사실행단계, 결과분석 및 정리단계의 3단계를 구분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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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내용 및 주요 분석 방법

1. 주요 조사 내용

☐ 조사대상별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토대로 조사내용을 구성

조사항목
직접고객 간접고객

연구고객 기업고객/정책고객 잠재고객

연구성과 만족도 ○

해양(연) 기술/연구개발 Needs ○ ○

해양(연) 인지수준 및 명성도 평가 ○ ○ ○

연구성과 확산수준 및 확산 활성화 방안 ○ ○ ○

해양관련 정보 활용현황 ○ ○

[표 1-4] 조사대상 그룹별 주요 조사 항목

☐ Track1 : 연구고객 반응조사의 연구성과 만족도, 해양(연) 기술/연구개발 Needs,

연구성과 확산 실태 평가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연구수행 및 성과 만족도

• 해양(연)과 수행한 연구의 목적 달성정도

• 연구목적 달성에 대한 우수한 점 및 개선점

• 연구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차원별 연구활동 및 성과 만족도

- 연구성과 차원/연구수행역량차원/고객서비스차원/연구결과활용차원

• 연구사업 불만제기 경험 유․무 및 불만내용

• 연구성과 비활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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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에 대한 인식(명성) 평가

• 기관위상(필요성)

• 국가사회발전 기여도

• 해양산업 및 자원개발 기여도

• 연구성과 확산수준 평가

• 전반적 호감도

○ 연구성과 확산수준 및 확산 활성화 방안

• 연구성과 확산정도 및 확산 노력 평가

• 해양(연) 연구성과 활성화 방안 중요도

• 연구성과 활용 의사

• 연구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점/시급 과제

• 연구성과 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해양(연) 기술/연구개발 Needs

•연구과제의 향후 수행규모 변화 수준 및 이유

•향후 연구개발 주요 내용 및 구체적 과제

☐ Track2 : 간접고객조사(기업고객 및 정책고객)는 해양R&D분야에 대한 관심수

준 및 향후 R&D진출 관심분야, 해양(연)의 인지수준, 해양(연)에서 제공하고 있

는 정보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구성

○ 해양관련 정보 활용 현황

• 해양문제 및 정보 관심도

• 필요 해양기술관련 정보 및 입수가 어려운 정보

○ 해양(연) 연구성과정보 이용현황 및 평가

•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경험 및 활용 목적

•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 만족도 및 차원별 만족도

○ 해양(연)에 대한 인식(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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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지수 평가

• 해양(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 전반적 호감도

○ 연구성과 확산수준 및 확산 활성화 방안

• 연구성과 확산정도 및 확산 노력 평가

• 연구성과 확산의 바람직한 목표

• 연구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점/시급 과제

• 연구성과 활용의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필요요소

• 연구성과 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해양(연) 기술/연구개발 Needs

•연구개발 의뢰의사

•향후 연구개발 주요 내용 및 구체적 과제

•연구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 응답자 특성

☐ Track3 : 잠재고객조사(해양관련학과 학생)는 해양R&D 관련 자료의 확보경로

및 자료의 수준 평가, 해양(연)의 인지정도와 해양(연)의 위상 및 역할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구성

○ 해양(연) 인지수준 및 명성 평가

•해양(연) 인지도 및 인지 매체

•해양(연) 연상이미지

•해양(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해양(연) 명성지수 평가 (해양(연)에 대한 이미지 및 친근감, 호감도, 기관위상․

서비스 질 ․경영․사회적 공헌 차원)

○ 해양관련 정보 활용현황

•해양문제 및 정보 관심도

•해양기술정보의 활용 목적

•해양(연) 및 유관기관 해양관련 연구/기술 정보 활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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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해양관련 연구/기술 정보 만족도

•필요 해양기술관련 정보 및 입수가 어려운 정보

•해양(연) 제공 희망 정보 분야

○ 연구성과 확산수준 및 확산 활성화 방안

•연구성과 확산 정도 및 노력

•해양(연) 연구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연구성과 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응답자 특성

☐ 내부고객조사 : 본 조사․연구의 주요 내용인 연구성과 이용 및 반응 조사와 별도로

해양(연)의 2010년 혁신경영에 따른 성과진단을 위해 성과평가 주요지표에 대한

내부고객(해양(연) 종사자) 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 해양(연)의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의 수준을 모니터링함

○ 해양(연) 비전 인지도 및 공감도

○ 해양(연) 미션(사명) 인지도 및 명확성 평가

○ 해양(연) 구성원 자부심 평가

○ 해양(연) 업무 협조도

○ 해양(연)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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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 방법

가. 만족도 조사 점수의 지수화

☐ 주요 조사내용 중 차원별 종합 체감만족도 및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별 만족도,

항목별 평가 및 도움정도 등은 5점 척도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가의 지수화(Index) 및 해석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

○ 환산 수식

                       점만점환산식  

× 

○ 구체적인 응답 값의 환산 점수

 ○ 1점 × 20점 =  20점 ☞ 매우 불만족 / 전혀 그렇지 않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2점 × 20점 =  40점 ☞ 대체로 불만족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점 × 20점 =  60점 ☞ 보통 / 그저 그렇다

 ○ 4점 × 20점 =  80점 ☞ 대체로 만족 / 대체로 그렇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5점 × 20점 = 100점 ☞ 매우 만족 / 매우 그렇다 /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나. 중요도 산출

☐ 만족도(CSI)를 구성하는 차원별 만족도가 전반적 체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중요도, Importance) 분석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성요소별 중요도

분석 실시

○ 만족도(CSI)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Multifu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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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Weight)는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만족도별 β값의

총합을 1로 했을 경우의 각 β값의 상대적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

○ 전반적 체감만족도에 대한 차원별 중요도 분석 모델

• 중요도(Weight) 분석방법 : 각각의 상위 요소(차원)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β값의 상대적 크기

다. IPA Portfolio Matrix

☐ 평가항목별 중요도(Importance)와 평가(Performance)와의 관계를 2차원의 축으로

도식화함으로써 해양(연)에 대한 평가와 차원(항목별)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의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 만족도 Portfolio Matrix 분석은 만족도 측정 평가 항목의 중요도와 각각의 평가항목의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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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Portfolio Matrix 분석은 각각의 평가항목의 호감도에

대한 영향력(중요도)과 각각의 항목별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

○ 축의 값

• X축 : 항목별 만족도/평가

• X축의 교점 : 항목별 만족도의 평균값인 종합 만족도 평가 지수

• Y축 : 항목별 중요도, 각 축의 교차점은 평균값

• Y축의 교점 : 항목별 중요도의 절대 평균값

분  면 의  미

①
유지관리지속

(권장사항)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항목으로 현재의 고평가 수준을 유지/ 관리해야 할 항목

②
중점개선요망

(긴급개선사항)
․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항목

③ 개선제고(개선사항)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항목으로 만족도 개선을 제고해야 할 항목

④
소극적 관리

(현상유지사항)
․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현 수준으로 소극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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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S 개선 요소 도출

☐ CS(Customer Satisfaction) 개선 요소의 도출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CS 개선 요소를 중심으로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CS개선 요소의 도출은 공공부문 국가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CS 개선 요소 도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 개선요소 웨이트 산출시 사용된 중요도와 만족도의 배점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함

중요도 만족도

배점 의  미 배점 의  미

1 평균 중요도 보다 낮음 1 평균 만족도 보다 높음

3 평균 중요도 보다 약간 높음 3 평균 만족도 보다 약간 낮음

5 평균 중요도 보다 높음 5 평균 만족도 보다 낮음 

7 평균 중요도 보다 매우 높음 7 평균 만족도 보다 매우 낮음 

○ 개선요소 웨이트 산출 및 CS 개선 요소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기준1
• 산출된 중요도의 배점과 만족도의 배점을 곱하여 일반적으로 7점 이상인 항목을 선정

• 7점 이상이 없는 경우 상위 웨이트 2~3개 요소를 선별

기준2

• 앞서 분석한 중요도-만족도 Portfolio Matrix 상에서 중점개선요망 포함 여부를 파악하여 

기준1에서 선정된 요소를 최종 결정 

• 중점개선 요망에 포함된 요소가 없을 경우 기준1에서 선정된 요소로 최종 결정함

기준3
• 기준 1과 기준2를 모두 충족시키는 요소를 핵심요소로 결정

• 웨이트가 동점일 경우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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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연구고객 응답자의 65.6%는 정부기관이며, 32.3%는 핵심연구

고객으로 구성됨

○ 조사 참여 연구고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객기관 형태별로 정부기관 고객 65.6%,

민간기관 고객은 34.4%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구수행 기관별로는 본원 고객이

49.5%, 분원 고객이 50.5%를 차지하였음

○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객 32.3%, 일반고객 67.7%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핵심연구고객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다소 늘었는데, 이는 정부기관고객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연도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5 100.0 113 100.0 93 100.0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47 49.5 54 47.8 61 65.6

민간기관 48 50.5 59 52.2 32 34.4

연구 수행

기관

본원고객 49 51.6 51 45.1 46 49.5

분원고객 46 48.4 62 54.9 47 50.5

고객 수준
핵심 고객 23 24.2 22 19.5 30 32.3

일반 고객 72 75.8 91 80.5 63 67.7

[표 1-5] 연구고객 응답자 특성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은 총 3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기업고객이

31명,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직이 정책고객이 5명을 차지함

☐ 잠재고객인 해양관련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 3~4학년 및 대학원생 27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80.4%가 남학생이고 19.6%는 여학생임

○ 해양관련학과 학생은 3하년이상의 대학생 및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학교과정별로 대학생(3~4학년)이 87.0%였으며, 대학원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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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를 차지하였음

○ 조사지역별로는 경남권 소재 학생이 65.7%였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생이 34.3%를

차지함

사례수 %

전체 276 100.0

성별
 남학생 222 80.4

 여학생 54 19.6

 학교과정별 
 3~4학년 240 87.0

 대학원생 36 13.0

조사지역별
 수도권 95 34.3

 경남권 181 65.7

한국해양연구원 인지도

 잘 안다 45 16.3

 이름 들어 보았다 176 63.9

 모름/ 무응답 55 19.8

[표 1-6] 잠재고객(해양관련학과 학생) 조사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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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고객의 연구목적 달성도 평가

제 2 장 연구활동 평가 및 R&D 수요분석

Ⅰ. 연구고객 연구활동 만족도 평가

1. 해양(연) 연구의 목적 달성 평가

 연구고객의 연구목적 달성도는 평균 85.60%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들어 점진적인 하

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목적 달성도 향상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핵심고객의 평가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의 마련이 중요

☐ 연구고객의 연구 목적 달성도는 평균적으로 85.60%로 비교적 높은 목적 달성도

평가를 하고 있음

○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 연구고객이 평가하는 2010년 해양(연)과 수행한 연구의

목적 달성도는 평균적으로 85.6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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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목표달성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연구고객의 절반이상인 52.2%가 ‘95%

이상’달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90~94% 달성’은 10.9%의 응답을 보여, 전체

연구고객의 63.1%가 90%이상의 목표달성도를 보임

○ 한편, 16.3%가 ‘80~89%’달성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9.8%가 ‘60~79%’, 10.9%는

‘59%이하’ 달성이라는 낮은 목표달성도를 보임

☐ 연구고객의 연구 목적 달성도는 대체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최근 3년간의 연구 목적달성도 평가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은 평균적으로

91.20%였으나, 2009년에는 88.75%로 2.45%p 하였으며, 2010년은 85.60%로 분석되어

2009년에 비하여 3.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의 평가를 2009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90%이상 달성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는 52.2%로 동일한 수준인 반면, 90-94% 수준이라는 응답은 25.7%에서 10.9%

로 14.8%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89%이하 달성되었다는 응답은 대략 5%p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90%이

상 달성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은 줄어든 반면, 89%이하 수준이라는 평가가 매우 많

이 늘었음

구  분 59% 이하 60-79% 80-89% 90-94% 95% 이상 평균 (%)

2008년 1.1 3.2 15.8 38.9 41.1 91.20

2009년(A) 6.2 4.4 11.5 25.7 52.2 88.75 

2010년(B) 10.9 9.8 16.3 10.9 52.2 85.60

GAP(B-A) 4.7 5.4 4.8 -14.8 0.0 -3.15

[표 2-1] 연구고객의 연구목적 달성도 평가 응답분포 연도별 비교

(단위 : %)

○ 연구 목적달성도 평가의 점진적 하락 경향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은 평균적으로

91.20%였으나, 2009년에는 88.75%로 2.45%p 하였으며, 2010년은 85.60%로 분석되어

2009년에 3.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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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달성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된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

• 연구고객의 목적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차원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식, 고객

만족도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미흡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2009년에 비해 핵심고객의 평가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문제점의 진단 및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

○ 고객 특성별 목적달성도 평균을 살펴보면 고객기관형태별, 연구수행기관별, 고객 수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목적달성도 평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객기관형태별로는 95%이상 달성되

었다는 긍정적 평가는 정부기관(40.0%)보다는 민간기관(75.0%)에서 보다 높았으며,

연구수행기관별로는 본원(63.0)에서 분원(41,3%)보다 높고,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

객(36.7%)보다 일반고객(59.7%)에서 높게 나타남

구  분 59% 이하 60-79% 80-89% 90-94% 95% 이상

평균 (%)

2010년
(B)

2009년
(A)

GAP
(B-A)

전  체 10.9 9.8 16.3 10.9 52.2 85.60 88.75 -3.15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15.0 6.7 25.0 13.3 40.0 82.75 88.75 -6.00 

민간기관 3.1 15.6 0.0 6.3 75.0 90.94 88.76 2.18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6.5 4.3 13.0 13.0 63.0 90.59 87.7 2.89 

분원고객 15.2 15.2 19.6 8.7 41.3 80.61 89.63 -9.02 

고객수준
핵심고객 20.0 6.7 26.7 10.0 36.7 79.77 88.95 -9.18 

일반고객 6.5 11.3 11.3 11.3 59.7 88.42 88.71 -0.29 

[표 2-2] 연구고객의 기관형태별 해양(연) 연구의 목적 달성 평가

(단위 : %)

• 한편, 59%이하의 낮은 달성도를 보인 경우는 정부기관(15.0%), 분원고객(15.2%),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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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객(20.0%)에서 다른 연구고객에 비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 연구사업의 주요 부분인 정부 기본사업 및 수탁사업에 대

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고객 특성별 목적달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기관(-6.00%p), 분원고객(-9.02%p),

핵심고객(-9.18%p)의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정부기관 중심의 핵심고객의 목적 달성도 평가가 예년에 비해 낮음으로 인

해 2010년도 목적달성도가 낮게 평가됨을 의미함

• 따라서 정부기본사업 및 수탁사업의 주요고객인 핵심고객을 중심으로 목적달성도

하락이 실제 부정적 평가인지 아니면, 연차사업 중심의 핵심사업의 특성상 목적달

성도 평가의 한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문제점 발견시 개별 프로젝트별 개선과제의 도출 및 개선 실행전략의 마련 및 실

행을 통한 목적달성도 제고 노력이 해양(연)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달성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요인은 ‘연구성과의 신뢰성/실질

적 활용’(55.8%)과 관련한 평가가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수행자세’(29.9%),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과정(13.0%), 對고객서비스/응대태도(7.8%)와 관련된 내용이 응답됨

• 구체적으로 ‘연구성과의 신뢰성/실질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과제수행 완료 우

수’(16.9%), 연구결과 도출의 우수성’(6.5%)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 ‘연구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수행자세’와 관련해서는 ‘열정과 전문성’(5.2%), 연구과

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3.9%), ‘연구진행의 적극성’(3.9%) 등을 주요 긍정적 평가요

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성 및 유기

성 우수’(2.6%), ‘연구방법 우수’(2.6%) 등의 평가를 하고 있음

• ‘對고객서비스/응대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안에 대해 방향 설

정 우수’(3.9%), ‘정보공유 신속’(3.9%) 등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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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체적 내용

응답내용 %

연구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수행자세
(29.9%)

• 열정과 전문성 5.2

• 연구과제 에 대한 명확한 이해 3.9

• 연구진행의 적극성 3.9

• 실선 성능 예측을 위한 연구 방안마련 3.9

• 기반구축 연구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 3.9

• 기초자료 풍부 2.6

• 연구방향 수립의 정확 및 연구진 우수 2.6

• 국내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1.3

• 협업을 통해 발주기관의 기대치에 부응하려는 노력 우수 1.3

•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과제설명 1.3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과정
(13.0%)

•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성 및 유기성 우수 2.6

• 연구방법 우수 2.6

•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으로 RFP 도출 1.3

• 철저한 계획에 따른 연구수행 1.3

• 연구수행 계획이 연구목적에 적합 1.3

• 과제 일정 및 성과관리 철저로 제때에 과제 목표달성 1.3

•위성함법을 활용 정밀측위 분야 기술 우선권 선점 1.3

• 조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1.3

연구성과의 신뢰성/실질적 
활용

(55.8%)

• 과제수행 완료 우수 16.9

• 연구결과 도출의 우수성 6.5

• 선체손상후 함내의 생존여부 및 생존 시간 평가 2.6

• 연구 성과물을 실용화하려는 노력 2.6

• 기술자료 유용 1.3

• 데이터의 정확 유무 판단 용이 1.3

• 해양쓰레기 피해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자료 수집 1.3

• YSLME 보전사업 국제협력 강화 및 정책 방향 제시 1.3

• APEC 해양장관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1.3

• 접근성 용이 1.3

• 주제와 관련한 우수한 논문등 다수 발표 1.3

•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 확보 1.3

• 신제품(선박)의 성능 조기 확인 1.3

• 풍부한 모형시험을 바탕으로 실험진행과 결과에 유의한 논의 1.3

• 연안해 및 근해의 해양환경 산성화 및 영향 평가 1.3

• 연구기자재 및 인력 풀의 구성운영이 연구목적에 적합 1.3

• 원천 연구로 현상 해석 및 시스템 분석 우수 1.3

• 자료 동화기술개발 정도 및 적용을 위한 실무적 협력 1.3

• 장비 및 처리방안 우수 1.3

• 다양한 살조후 물질 선별 및 살조능 검색 1.3

•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1.3

•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절임배추가공 및 품질 특성 1.3

• 종합 군수지원에 대한 체계적 접근 1.3

• 다년간 축적된 연구정보의 신뢰성 1.3

• 취합 가능한 DB목록파악 및 설계 1.3

對고객서비스/응대태도

(7.8%)

• 문제점 발생시 개선방안에 대해 방향 설정 우수 3.9

• 정보공유 신속 3.9

기타

(6.5%)

• 유사 연구용역 수행 2.6

• 타기관 대비 저렴한 비용 1.3

• 기초 연구 우수 1.3

• 시설 및 장비 확보 1.3

[표 2-3]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의 목적 달성 평가(복수응답) - 우수한 점

(단위 : %, 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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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달성의 미흡한 점으로는 ‘결과 수준향상/실질적 성과/실용화 강화

필요’(48.6%)와 관련된 문제의 지적이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체계적인 일정관리 필요’(18.9%), ‘연구/기술개발역량 강화 필요’(13.5%) 등과

관련된 문제 등이 거론됨

• 구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필요’(13.5%)를 지적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의견으로 분산되어 연구 프로젝트별 특정한 문제 등

이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구체적으로 연구프로젝트별로 연구고객의 평가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구  분
구체적 내용

응답내용 %

체계적인 일정관리 필요
(18.9%)

• 진도관리, 일정 조정이 미흡 2.7

• 진행상황 확인/통보 불충분 2.7

• 과제수행기간이 짧아 충분한 시장조사 및 의견수렴 부족 2.7

• 돌발적인 계획변경에 따른 유연한 계획수정 부족 2.7

• 연구결과 도출 지연 2.7

• 모형 및 게이지 제작 일정 지연 2.7

• 연차별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 2.7

결과 수준향상/실질적 
성과/실용화 강화 필요

(48.6%)

•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필요 13.5

• 현실적용과 응용부분 고려 부족 5.4

• 특수함정 신속 적응을 위한 전략 수립 요구됨 5.4

• 배추 재배시 생육특성 및 경제성 분석 필요 2.7

• 정량적 목표의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 2.7

• 자체 개발 추진 필요 2.7

• 지역 밀착 연구조사 2.7

• 확장 및 증축계획 수립 2.7

• 현장의 천재지변 등 가혹조건에 대한 가중치 산정 미흡 2.7

• 보다 많은 실선 측정모형 시험결과 비교를 통해 신뢰성 추가검증 2.7

• 바이러스 나노캡 시드 확보 2.7

• 기획 당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완성도 미흡 2.7

정보공유/연계활동 

미흡(10.8%)

• 기관의 기술이전 관련 시스템 구축 5.4

• 내부승인 절차 복잡 2.7

• 일부 실험이 참여기업 및 외부기관에서 실시되는 점 2.7

연구/기술개발역량 강화 
필요

(13.5%)

• 장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 2.7

• 연구 수행 능력 향상 필요 2.7

• 예산투입대비 현장 조사수의 감소 2.7

•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2.7

• 국제 기술수준의 비교 검토 2.7

지원/대고객 서비스 강화
(10.8%)

•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부족 5.4

• 과제물 결과 수요부서의 의견 및 요구사항 수용 반영 노력 필요 5.4

[표 2-4]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의 목적 달성 평가(복수응답) - 미흡한 점

(단위 : %, n=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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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 및 차원별 만족도 

2. 해양(연) 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 체감 만족도 평가

 연구고객의 전반적 체감만족도는 82.64점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음

 연구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연구수행역량에 대한 

평가는 전년대비 하락 폭이 상당히 큼

 전반적으로 핵심고객과 정부고객에서 만족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연구고객의 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 체감만족도는 82.64점으로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최근 3년간 연구고객이 해양(연)과의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체감한 전반적 만족도

(체감만족도)를 살펴보면, 2008년 85.0점, 2009년 82.5점, 2010년 82.64점으로 분석됨

• 이것은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는 82점대에서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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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별로는 ‘연구수행역량 차원’(84.73점)과 ‘고객서비스차원’(85.52점)에 대한 평가

는 전반적 평가에 비해 높으나, ‘연구성과 활용 차원’(77.61점)은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연도별로는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원에서 2009년에 비해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성과 활용차원에 대한 평가의 하락율이 큰 편임

• 최근 3년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큰 폭의 등락이 없다는 점에서 해

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고객의 평가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연구성과 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성과차원 만족도가 다소 낮다

는 점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100점 만점)

2010년
(B)

2009년
(A)

GAP
(B-A)

연구성과 차원 37.6 49.5 9.7 0.0 3.2 83.66 85.10 -1.44

연구수행역량 차원 40.9 48.4 7.5 0.0 3.2 84.73 88.00  -3.27

연구성과활용 차원

(활용경험자)
23.7 47.5 22.0 1.7 5.1 76.61 82.40  -5.79

고객서비스 차원 39.8 49.5 7.5 0.0 3.2 85.52 86.50 -0.98

전반적 체감 만족도 28.6 62.6 5.5 0.0 3.3 82.64 82.50  0.14

[표 2-5]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 및 차원별 만족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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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민간고객,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전반적 체감만족도

및 차원별 만족도가 높음

○ 연구고객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체감만족도의 경우, 고객기관형태별로는

‘민간기관’(89.38점)이 ‘정부기관’(78.98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본원고객(85.45점)

이 분원고객(80.00점)에 비해 높고 핵심고객(74.67점)보다 일반고객(86.56점)의 평가가 높

았음

• 이러한 결과는 2009년 만족도 분석결과와 비교 시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평가는 향상된 반면, 정부기관, 분원고객, 핵심고객의 평가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남

• 특히 민간기관 고객의 평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에서 해양(연)이 첨단기술

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반고

객과 달리 핵심고객의 평가가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더욱 하락하는 경향

을 보였다는 점에서 핵심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  분
연구성과
차원

연구수행역량
차원

연구성과활용
차원

고객서비스
차원

전반적 
체감만족도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전  체
85.10 83.66 88.00 84.73 82.40 76.61 86.50 84.52 82.50 82.64

-1.44 -3.27 -5.79 -1.98 0.14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85.90 79.67 89.30 80.33 82.40 71.35 89.30 80.66 81.90 78.98 

-6.23 -8.97 -11.05 -8.64 -2.92

민간기관
84.30 91.25 86.80 93.13 82.30 85.45 83.90 91.88 83.20 89.38

6.95 6.33 3.15 7.98 6.18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4.90 86.52 86.50 86.09 82.90 78.71 84.40 87.83 82.40 85.45

1.62 -0.41 -4.19 3.43 3.05

분원고객
85.20 80.85 89.20 83.40 82.00 74.29 88.20 81.28 82.60 80.00

-4.35 -5.8 -7.71 -6.92 -2.60

고객수준

핵심고객
88.20 75.33 86.40 75.33 84.40 62.73 88.20 76.00 80.90 74.67

-12.87 -11.07 -21.67 -12.20 -6.23

일반고객
84.30 87.62 88.40 89.21 81.80 84.86 86.10 88.57 82.90 86.56

3.32 0.81 3.06 2.47 3.66

[표 2-6]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 및 차원별 만족도 

(단위 : 100점 만점, GAP=2010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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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별 만족도를 구성하는 모든 차원은 고객 특성별로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관,

분원고객보다는 본원기관, 핵심고객보다는 일반고객의 평가가 더 높은 특징을 보임

• 특히, 정부기관, 분원고객, 핵심고객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 및 차원

별 만족도 모두 낮아졌다는 점에서 만족도의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차원은

‘고객서비스차원’(중요도=0.473), 현재의 만족도 수준을 고려한 최우선적 개선 요소는

‘연구성과 활용차원’과 ‘고객서비스차원’임

○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 체감만족도에 미치는 차원별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인은 전반적 체감만족도, 독립변인은 연구성과, 연구수행역량, 연구성과 활용,

고객서비스 등 4개 차원의 체감 만족도를 투입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method=enter)을 실시함

요 소
β

(Beta)

 중요도 만족도
평균대비
Gap 배점 개선요소

웨이트
점수

평균대비
Gap

점수
평균대비
Gap

중요도 만족도

연구성과 차원 0.323 0.341 0.091 83.66 1.03 3 1 3

연구수행역량 차원 0.093 0.098 -0.152 84.73 2.1 1 1 1

연구성과활용 차원 0.083 0.088 -0.162 76.61 -6.02 1 7 7

고객서비스 차원 0.447 0.473 0.223 85.52 2.89 7 1 7

평균 0.250 82.63

[표 2-7] 연구고객의 전반적 체감만족도 영향요인 및 CS 개선요소 분석

* 평균 대비 Gap 배점은 7점을 최고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높아지

며, 만족 점수는 평균대비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짐

○ 분석결과, 4개 차원별 만족도가 전반적 체감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R2=0.828로 매

우 높은 수준임(F=62.567, p<0.001)



제 2 장  연구활동 평가 및 R&D 수요분석

  37                                                                                       

[그림 2-3] 연구고객의 전반적 체감만족도 평가 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 4개 차원별 만족도중 전반적 체감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차원은 ‘고객서비

스 차원’(Beta=0.447, p<0.0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연구성과 차원’(Beta=0.323,

p<0.05)임

• ‘연구수행역량 차원’과 ‘연구성과활용 차원’의 전반적 체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는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서비스, 연구성과차

원, 연구수행역량과 관련하여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고객과 연구진

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함

• 즉, 연구성과차원, 연구수행역량과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낮으나, 고객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더욱 많은 기대를 하고 있

음을 의미함

• 한편, 연구성과 활용차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로 인해 체감만족도에 대한 영향

력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며, 전반적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1차적으로 연구성과 자

체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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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전반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선적 고려

요소는 ‘연구성과 활용차원’과 ‘고객서비스차원’의 개선임

○ 전반적 체감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과 차원별 만족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Portfolio

Matrix 분석과 개선요소 가중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해양(연)의 전반적 체감만족도

개선 방안은 현재의 만족도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서비스 차원’과 만족도가 다른 차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고객서비스 차원’과 ‘연구성과 활용차원’은 개선요소 가중치(weight)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 차원의 평가 향상이 전반적 체감만족도 향상에 높은 영향을 끼칠 것임

• 성과활용차원의 경우 상대적 중요도 여부를 떠나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전

년에 비해 하락 폭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해양(연) 연구활동 차원별 평가요소 만족도

 연구성과차원에서는 ‘연구목적 달성도’(84.09점), ‘시의성/최신성’(83.87점)의 평가

가 높은 편이며, 요소별 평가가 정체하거나 하락 경향을 보임

○ 연구비 대비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수행역량 차원은 ‘담당 연구원에 대한 전문성’(86.88점)과 ‘신뢰성’(86.45점)

평가는 높고, ‘연구시설 및 장비’(81.29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가장 우선적 개선요소는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에 대한 연구고객의 평가를 

향상시키는 것임

 연구성과 활용차원 체감 만족도는 76~77점대에 분포하여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고객서비스 차원은 비교적 높으나 2009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연구사업/연구성

과 사후관리' 만족도 향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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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차원 만족도 변화 추이

가. 연구성과 차원 만족도

☐ 연구고객은 연구성과차원 평가요소 중 ‘연구목적 달성도’(84.09점), ‘시의성/

최신성’(83.87점)의 평가가 높은 편임

○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차원에 대한 전반적 체감만족도는 83.66점으로 2009년의

85.10점, 2008년의 85.30점에 비해 다소 낮아짐

• 구체적인 요소별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성과의 시의성/최신성’의

경우 83.87점으로 전년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비대

비 성과가치’(81.50점)는 2008년 83.80점, 2009년 86.70점 등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81.72점) 역시 2008년 85.70점, 2009년 84.90점 등에 비해

낮아졌으며, ‘연구성과 활용성’(82.58점)도 2008년 84.20점, 2009년 85.00점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질적 차별성’의 경우 80.22점으로 2008년(81.90점), 2009년(82.00점)과 큰 차이가 없

으나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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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연구성과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타기관과의 질적 차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연구성과의

활용성, 질적 우수성/완성도, 연구비대비 성과가치, 목적 달성도 등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 하락도를 보임

• 본 연구가 일반적인 사업수행과정에서 체감하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수행한 연구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지속

적으로 낮거나 하락율이 큰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연구사업별로 ‘보통이하’의 평가를 받은 연구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사업별 진단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은 연

구사업의 특성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인한 사업특성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연구사업별 진단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은 연

구사업의 특성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인한 사업특성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
(100점 
만점)

활용성 34.4 52.7 7.5 2.2 3.2 82.58

시의성/최신성 36.6 50.5 9.7 2.2 1.1 83.87

질적 우수성/완성도 32.3 53.8 7.5 3.2 3.2 81.72

연구비 대비 성과 가치 37.6 40.9 16.1 2.2 3.2 81.51

질적 차별성 23.9 60.9 10.9 1.1 3.3 80.22

연구목적 달성정도 40.9 46.2 7.5 3.2 2.2 84.09

전반적 만족도 37.6 49.5 9.7 0.0 3.2 83.66

[표 2-8] 연구고객의 연구성과차원 만족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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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

가가 높음

○ 연구고객 특성별 연구성과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구성과차원 만족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소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의 평가가 높고, 분원

고객보다는 본원고객, 핵심고객보다는 일반고객의 평가가 높음

• 대부분의 요소에서 연구수행기관별로 본원고객과 분원고객간의 평가에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고객기관형태(국가기관 vs 민간기관), 고객수준(핵심고객 vs 일반고객)별로

는 정부기관과 핵심고객의 평가가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이것은 핵심고객의 대다수가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요 핵심고객층에서 낮은 평

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함

구  분 활용성
시의성/
최신성

질적
우수성/ 
완성도

연구비 대비 
성과 가치

질적 차별성
연구목적 
달성정도

차원
체감만족도

전  체 82.58 83.87 81.72 81.51 80.22 84.09 83.66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78.36 80.66 77.38 76.72 77.00 80.33 79.67

민간기관 90.63 90.00 90.00 90.63 86.25 91.25 91.25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4.78 86.52 84.35 82.61 79.13 86.96 86.52

분원고객 80.43 81.28 79.15 80.43 81.30 81.28 80.85

고객수준
핵심고객 74.67 76.00 74.67 76.67 73.79 78.00 75.33

일반고객 86.35 87.62 85.08 83.81 83.17 86.98 87.62

[표 2-9]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연구성과 차원 만족도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 연구성과 차원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목적 달성정

도’(중요도=0.286)임

○ 해양(연)과의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차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소별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연구성과 차원 체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구성과의 활용성, 시의성/

최신성, 질적 우수성/완성도, 연구비 대비 성과 가치, 질적 차별성, 연구목적 달성정도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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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method=enter)을 실시함

○ 분석결과, 6개 요소별 만족도가 전반적 연구성과차원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R2=0.841로 매우 높은 수준임(F=75.101, p<0.001)

○ 6개 요소별 만족도중 연구성과차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목적

달성정도’(Beta=0.314, p<0.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연구비 대비 성과의 가치’(Beta=0.274,

p<0.01)임

• 한편, ‘질적 우수성/완성도’(Beta=-0.043, p=0.682), ‘질적 차별성’(Beta=-0.073, p=0.341)

등 연구성과의 질 관련 요소가 연구성과차원 체감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평가가 연구목적의

달성, 연구비 대비 가치 등 실질적 평가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즉, ‘질적 우수성/완성도’, ‘질적 차별성’등 질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추상

적이고 관념적인 질적 평가보다는 연구고객들이 실질적인 질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

미함

요 소  β(Beta)

 중요도 만족도
평균대비
Gap 배점 개선요소

웨이트
점 수

평균대비
Gap

점수
평균대비
Gap

 중요도 만족도

활용성 0.210 0.191 0.024 82.58 0.251 3 1 3

시의성/최신성 0.159 0.144 -0.022 83.87 1.541 1 1 1

질적 우수성/완성도 -0.043 0.039 -0.128 81.72 -0.610 1 3 3

연구비 대비 성과 가치 0.301 0.274 0.107 81.51 -0.825 7 3 21

질적 차별성 0.073 0.066 -0.101 80.22 -2.113 1 3 3

연구목적 달성정도 0.314 0.286 0.119 84.09 1.756 7 1 7

평균 0.167 82.33

[표 2-10]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차원 체감만족도 영향 요인 및 CS 개선요소

* 평균 대비 Gap 배점은 7점을 최고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만족 점수는 평균대비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짐

○ 한편, 연구성과 항목별 만족도의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질적

차별성’(Gap -2.113점)이며, 그 다음은 ‘연구비대비 성과가치’(Gap -0.825점)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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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차원 만족도 평가 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 연구성과 체감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및 만족도 Gap를 고려하여 연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연구비

대비 성과 가치’, ‘연구목적 달성정도’에 대항 평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목적 달성도’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개선요소 웨이트가 가장 큰 ‘연구비 대비 연구성과가치’에 대한 평가의 향상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양(연)의 연구성과 차원 체감만족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인 개선 포인트를 찾기 위한 Portfolio Matrix 분석과 개선요소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연구목적 달성정도’는 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대비 성과가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따라서 ‘연구비대비 성과가치’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

로 모색해야 함

• 또한, ‘연구목적 달성정도’의 경우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요성 인식이 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고객의 20%가량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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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구고객의 연구수행역량 차원 만족도 변화 추이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연구고객이 과거와 달리 학술적, 추상적, 상대적 관점의 평가인 ‘유사 타연구와의

질적 차별성’, ‘질적 우수성/완성도’ 등에 대한 평가보다도 ‘연구목적 달성도’, ‘연

구비 대비 성과 가치‘, ’활용성‘ 등 연구의 실질적 효과/성과에 보다 관심을 갖는

다는 점에서 연구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는 만족도 수준, 특히 보통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

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수행역량 차원 만족도

☐ ‘담당 연구원에 대한 전문성’(86.88점)과 ‘신뢰성’(86.45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고, ‘연구시설 및 장비’(81.29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

○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수행역량 차원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는 84.73점으로

분석되어 2009년의 82.50점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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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역량 차원을 구성하는 평가요소별로는 ‘담당연구원의 전문성’(86.88점), ‘연

구원의 신뢰성’(86.43점) 등 연구수행자 개인차원의 평가가 비교적 높은 반면, ‘연

구시설 및 장비’(81.29점),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84.30점) 등 기관차원의 수

행역량차원 평가는 개인차원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연구수행역량 차원의 구체적인 요소별로 ‘연구원의 신뢰성’, ‘전문성’ 등 개인차원의

수행역량의 평가가 2008년 이래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기관차원의 수행역량인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정보 축적/관리’ 역시 2009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경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이번

연도에 다소 하락되었다는 점은 ‘연구시설/장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을 의미함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
(100점 

만점)

연구원의 전문성 52.7 35.5 8.6 0.0 3.2 86.88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 41.9 44.1 10.8 0.0 3.2 84.30

연구시설 및 장비 26.9 57.0 12.9 2.2 1.1 81.29

연구원의 신뢰성 46.2 46.2 4.3 0.0 3.2 86.45

차원 체감만족도 40.9 48.4 7.5 0.0 3.2 84.73

[표 2-11] 연구고객의 연구수행역량차원 만족도

(단위 : %)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연구수행역량차원의

요소별 평가가 높음

○ 연구고객 특성별로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는 고객기관 특성별(국가기관 vs

민간기관), 연구수행기관별(본원 vs 분원)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연구정보의 축적/관리’, ‘연구원의 신뢰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는 고객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로 민간기관, 분원고객, 일반고객의 평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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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객수준별로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핵심고객의 평가가 일반고객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임

• 핵심고객은 해양(연)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R&D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연구수행 역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고객별로 수행역량과 관련하여 보통이하의 평가를 하는 기관에

대해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 및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연구원의 전문성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원의
신뢰성

차원 
체감만족도

전  체 86.88 84.30 81.29 86.45 84.73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84.26 80.66 80.00 82.30 80.33

민간기관 91.88 91.25 83.75 94.38 93.13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8.70 86.09 81.74 89.13 86.09

분원고객 85.11 82.55 80.85 83.83 83.40

고객수준
핵심고객 77.33 76.67 76.67 76.67 75.33

일반고객 91.43 87.94 83.49 91.11 89.21

[표 2-12]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연구수행역량 차원 만족도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 연구수행역량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의 신뢰성’(중

요도=0.317)과 ‘전문성’(중요도=0.299)임

○ 해양(연)과의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수행역량 차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소별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연구수행역량차원 체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구원의

전문성,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원의 신뢰성 등 4개의 요소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method=enter)을 실시함

○ 분석결과, 4개 요소별 만족도가 전반적 연구수행역량차원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R2=0.877로 매우 높은 수준임(F=157.475, p<0.001)

○ 4개 요소별 만족도 중 연구수행역량차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원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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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Beta=0.325, p<0.001), ‘연구원의 신뢰성’(Beta=0.308 p<0.001) 등 기관차원보다는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연구원 차원의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Beta=-0.287, p<0.001), ‘연구시설 및 장

비’(Beta=-0.108, p<0.05) 등 기관차원의 수행역량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영향

력이 낮음

요 소
β

(Beta)

중요도 만족도
평균대비

Gap 배점 개선요소
웨이트

점 수
평균대비
Gap

점수
평균대비
Gap

중요도 만족도

연구원의 전문성 0.308 0.299 0.049 86.88 2.151 3 1 3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 0.287 0.279 0.029 84.30 -0.430 3 3 9

연구시설 및 장비 0.108 0.105 -0.145 81.29 -3.441 1 3 3

연구원의 신뢰성 0.325 0.317 0.067 86.45 1.720 3 1 3

평균 0.250 84.73

[표 2-13] 연구고객의 연구수행역량 차원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CS 개선요소 도출

* 평균 대비 Gap 배점은 7점을 최고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만족 점수는 평균대비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짐

○ 연구수행역량 요소별 만족도의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연구시설 및 장비’(Gap -3.441점)이며, 그 다음은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 수준’(Gap

-0.430점)으로 나타남

• 연구수행역량 체감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중요도) 및 만족도 Gap를 고려하여 연구

수행 역량 만족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

족도가 낮은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의 질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중

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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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구고객의 연구수행역량 차원 만족도 평가 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 연구수행역량 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에

대한 연구고객의 평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만족도 평가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양(연)의 연구수행역량

차원 체감만족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인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Portfolio Matrix를 실시한 결과, 연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중요도 및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요소임

○ 연구수행역량 만족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의 수준 향상 및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는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Gap 분석을 통한 개선 요소

분석에서도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 또한,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는 중요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이나

다른 요소에 비해 평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함

• 개인 역량차원이 평가는 연구원 개개인의 노력 및 기관차원의 연수, 연구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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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연구고객의 연구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변화 추이

SW적인 요인의 개선 및 평가 향상을 통해서 개선 가능하지만 기관차원 수행 역량

은 구체적이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 특히,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요소는 단순한 연구정보의 DB화의 문제가 아니라 연

구고객 등에 대한 성과확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차원 만족도

☐ 연구성과 활용차원 채감 만족도는 76.61점이었으며, 활용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별 만족도 역시 76~77점대의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연구성과를 사업 수행 및 정책 결정에 실제 활용한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활

용차원 체감만족도에 대해 76.61점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8년 84.40점,

2009년 82.40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음

• 2008년~2009년의 연구성과 활용차원 체감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하였으

나, 2010년에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연구사업별로 활용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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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가 낮은 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구체적인 성과활용 요소별로 살펴보면, 연구성과 활용, 연구성과 활용효과, 해양(연)의

추가정보 요청시 반응 등 3개 요소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연구성과

활용’이 77.29점으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 모든 평가 요소가 2008, 2009년에 비해 5점가량 낮아진 상황임

•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모든 평가요소가 전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은 실질적

인 연구성과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추가정보 요청시

반응 등 서비스 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구체적인 성과활용 요소인 연구성과 활용, 연구성과 활용효과, 해양(연)의 추가정보

요청 시 반응 등 3개 요소에 대한 평가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20%대에

불과한 ‘매우 만족’ 응답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보통’수준 이하의

평가 역시 20%대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특성, 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성 평가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
(100점 

만점)

연구성과 활용 27.1 42.4 25.4 0.0 5.1 77.29

연구성과 활용효과 22.0 49.2 22.0 3.4 3.4 76.61

추가정보 및 자료요청 시 해양연구원의 반응 27.1 44.1 22.0 0.0 6.8 76.95

차원 체감만족도 23.7 47.5 22.0 1.7 5.1 76.61

[표 2-14]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평가

(단위 : %)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모든 연구성과 활용차원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평가가 높음



제 2 장  연구활동 평가 및 R&D 수요분석

  51                                                                                       

○ 응답기관특성별로 만족도를 연구성과 활용차원에 대한 전반적 체감만족도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고객기관형태, 연구수행기관, 고객수준별 도두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

고객의 만족도가 높음

• 구체적으로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체감만족도에 대해 ‘민간기관’은 85.45점, ‘정부기

관’은 71.35점으로 민간기관의 평가가 매우 높았으며, 연구수행기관별로는 ‘본원고

객’(78.71점)이 ‘분원고객’(74.29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아님

• 한편,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객’은 62.73점에 불과한 반면, ‘일반고객’은 84.86점으

로 분석되어 핵심고객의 평가가 매우 낮음

○ 연구성과 활용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별 평가에서도 모든 요소에 대해 고객기관 형

태별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핵심고객과 일반고객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 구체적으로 정부기관보다 민간기관의 평가가 높고, 핵심고객보다 일반고객의 평가

가 높으며, 본원고객과 분원고객간에는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이 고객의 대다수인 핵심고객에서 평가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함

구  분 연구성과 활용 연구성과 활용 효과
추가정보 및 자료요청 
시 해양연구원의 반응

연구성과 활용 차원 
체감 만족도

전  체 77.29 76.61 76.95 76.61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70.81 72.43 73.51 71.35

민간기관 88.18 83.64 82.73 85.45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79.35 77.42 80.65 78.71

분원고객 75.00 75.71 72.86 74.29

고객수준
핵심고객 61.82 62.73 65.45 62.73

일반고객 86.49 84.86 83.78 84.86

[표 2-15]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연구성과 활용 차원 만족도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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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활용’(중요도=0.519)이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해양(연)과의 연구사업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소별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차원 체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구성과 활용,

연구성과 활용 효과, 추가정보 및 자료요청 시 해양연구원의 반응 등 3개의 요소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method=enter)을 실시함

○ 분석결과, 3개 요소별 만족도가 전반적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R2=0.947로 매우 높은 수준임(F=324.551, p<0.001)

○ 3개 요소별 만족도중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성과

활용’(Beta=0.532, p<0.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추가정보 및 자료요청 시 해양연구원의

반응’(Beta=0.279, p<0.001), ‘연구성과 활용효과’(Beta=0.214, p<0.03)의 순임

• 연구성과활용 차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성과 활용과정에서 해

양(연)의 추가적인 지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요 소
β

(Beta)

 중요도 만족도
평균대비
Gap 배점

개선요소

웨이트
점 수

평균
대비

Gap

점수
평균
대비

Gap

 중요도 만족도

연구성과활용 0.532 0.519 0.186 77.29 0.339 7 3 21

연구성과활용 효과 0.214 0.209 -0.124 76.61 -0.339 1 3 3

추가정보 및 자료요청 시 

해양연구원의 반응
0.279 0.272 -0.061 76.95 0.000 1 3 3

평균 0.333 76.95

[표 2-16]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차원 체감만족도 영향 요인 및 CS 개선요소 

* 평균 대비 Gap 배점은 7점을 최고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만족 점수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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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평가 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성과 활용’에 대항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차원 체감만족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인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Portfolio Matrix 분석 및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을 고려한 개선요소웨이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소는 ‘연구성과의 활용’임

• ‘연구성과 활용’은 ‘활용효과’, ‘추가정보/자료 요청시 반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소간 점수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고, 중요도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70점대로 매우 낮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

해야 할 중점과제임

• 즉,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

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質높은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활용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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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연구고객의 고객서비스 차원 만족도 변화 추이

라. 고객서비스 차원 만족도

☐ 고객서비스 차원 평가 요소 중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음

○ 해양(연) 연구고객의 고객서비스 차원 체감만족도는 84.52점으로 2008년의 83.40점보다는

약간 높으나, 2009년의 86.5점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준임

• 이것은 해양(연) 고객서비스에 대한 연구고객의 평가가 85점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

을 의미함

• 구체적인 평가 요소별로는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는 84.95점으로 2008년 85.10점,

2009년의 87.80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는 81.30점으로 2008년(81.10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84.50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짐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의 고객서비스 차원의 평가요소별로 80점대 초반~80점대

후반 수준의 평가에서 큰 변동없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양(연) 고객서비스에 대한 평가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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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연구사업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이 필요함

○ 해양(연) 연구고객의 고객서비스 차원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별로

‘보통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
(100점 
만점)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 40.9 50.5 4.3 1.1 3.2 84.95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 33.7 46.7 15.2 1.1 3.3 81.30

차원 체감만족도 39.8 49.5 7.5 0.0 3.2 84.52

[표 2-17] 연구고객의 고객서비스차원 만족도

(단위 : %)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음

○ 연구고객 특성별 고객서비스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체감 만족도의

경우 기관형태별로는 ‘민간기관’(91.88점)고객이 ‘정부기관’(80.66점)고객보다 높으며,

‘분원고객’(81.28점)보다 ‘본원고객’(87.83점)보다 높고, 고객수준별로는 일반고객(88.57

점)이 핵심고객(76.00점)보다 높음

○ 구체적인 평가 요소별로 역시,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 두 요소

모두 민간기관,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평가가 정부기관, 분원고객, 핵심고객의 평가에

비해 높음

• 연구의 실용성을 더 중시하는 민간기관고객의 평가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해양(연) 연구고객의 주류를 이루는 정부부처(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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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 차원 체감만족도

전  체 84.95 81.30 84.52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81.31 77.67 80.66

민간기관 91.88 88.13 91.88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6.52 84.35 87.83

분원고객 83.40 78.26 81.28

고객수준
핵심고객 77.33 74.48 76.00

일반고객 88.57 84.44 88.57

[표 2-18]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고객서비스 차원 만족도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 고객서비스중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가 더 중요 (중요도=0.612)

○ 해양(연)의 고객서비스 차원 체감만족도에 미치는 요소별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고객서비스 차원 체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

연구사업/연구 성과 사후관리의 2개 요소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method=enter)을 실시함

○ 분석결과, 2개 요소별 만족도가 전반적 연구고객 고객서비스차원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R2=0.890로 매우 높은 수준임(F=360.084, p<0.001)

○ ‘연구사업/연구 성과 사후관리’(Beta=0.603, p<0.001)가 2개 요소별 만족도중 ‘고객에 대

한 대응태도’(Beta=0.382, p<0.001)에 비해 더 영향력이 큰 요소로 분석됨

• 요소별 만족도는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84.95점)가 ‘연구 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

만족도'(81.30점)보다 높게 평가됨

• 즉, 연구고객들은 외적인 대응태도, 친절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

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방면,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는 더 중요한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연구고객의 연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

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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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β(Beta)

중요도 만족도
평균대비
Gap 배점

개선요소
 웨이트

점 수
평균대비
 Gap

점 수
평균대비
 Gap

중요도  만족도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 0.382 0.388 -0.112 84.95 1.821 1 1 1

연구사업/연구
성과 사후관리

0.603 0.612 0.112 81.30 -1.821 5 3 15

평균 0.500 83.13

[표 2-19] 연구고객의 고객서비스 차원 체감만족도 영향요인 및 CS 개선요소

* 평균 대비 Gap 배점은 7점을 최고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만족 점수는 평균대비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짐

4. 간접고객 해양(연) 연구활동 평가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 평가는 ‘연구성과 활용도’ 평가가 78.89점으로 가장 높고 

‘연구추진 투명성’(77.78점), ‘고객대응태도’ 및 ‘필요 정보 제공’(각각 76.67점), 

‘고객의견 반영’(75.56점) 등은 비슷한 수준임

○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

☐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해 간접고객의 평가는 2009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됨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활동과 관련한 5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70점대

후반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연구성과 활용도’ 평가가 78.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연구추진

투명성’(77.78점), ‘고객대응태도’, ‘필요 정보 제공’(각각 76.67점), ‘고객의견반영’(75.56

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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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간접(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 평가

• 이러한 요소별 평가는 2009년에 비해 6~11점가량 향상된 결과임. 그러나 모든 요소에

서 여전히 70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모든 평가요소에서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평가가 30%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평가요소 중 ‘고객의견 반영’, ‘고객대응 태도’ 등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평가가 20%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고객의견의 반영’에 대해서는 보통이하가 30.6%에

이름

• 모든 평가요소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 간접고객의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성과의 제공이 필요함

• 특히, 간접고객의 83.3%가 잠재적인 연구의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고객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연구 고객화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해양(연)의 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 역할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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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100점)

대체로 그렇다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점)

전혀 그렇지 
않다

(20점)

평균
(100점 만점)

고객의견 반영 16.7 50.0 30.6 0.0 2.8 75.56

필요 정보 제공 22.2 47.2 25.0 2.8 2.8 76.67

연구추진 투명성 27.8 41.7 25.0 2.8 2.8 77.78

고객대응 태도 19.4 52.8 22.2 2.8 2.8 76.67

연구성과의 활용도 30.6 41.7 22.2 2.8 2.8 78.89

[표 2-20] 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 활동 평가

(단위 : %)

☐ 간접고객의 연구활동 평가의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추진의

투명성’(중요도=0.225)임

○ 간접고객(잠재적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연구활동에 대한 요소별 평가와

향후 연구(공동 및 위탁연구) 추진의사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활동 평가요소가

연구추진 의사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함

• 분석결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 평가요소는 ‘연구추진 투명성’(r=664, p<.0.001)

이었으며, 그 다음은 ‘고객의견 반영’(r=642, p<.0.001), ‘연구성과의 활용도’(r=620,

p<.0.0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지지 않음

•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연구 추진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연구추진의 투명성’(중요도=0.225)임

○ 한편, 연구활동평가 요소별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를 보인 요소는 ‘고객의견 반

영’(Gap -1.556점)임

• 간접고객의 향후 연구추진의사에 대한 영향력(중요도) 및 요소별 평가의 Gap를 고

려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고객의견반영’, ‘연구추진 투명성’ 등의 평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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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간접고객의 연구활동 평가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요 소
 상관계수

(r)

 중요도 평가
평균대비

Gap 배점 요소
웨이트

점 수
평균대비

Gap
점수

평균대비

Gap
 중요도 평가

고객의견 반영 0.642 0.217 0.017 75.56 -1.556 3 5 15

필요 정보 제공 0.583 0.197 -0.003 76.67 -0.444 1 3 3

연구추진 투명성 0.664 0.225 0.025 77.78 0.667 3 3 9

고객대응 태도 0.446 0.151 -0.049 76.67 -0.444 1 3 3

연구성과의 활용도 0.620 0.210 0.010 78.89 1.778 3 1 3

평균 0.200 77.11

[표 2-21]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 평가 및 평가 개선요소

* 평균 대비 Gap 배점은 7점을 최고점 기준으로 중요도는 평균대비 점수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만족 점수는 평균대비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짐

○ ‘연구추진 투명성’, ‘연구성과 활용도’ 등은 5개 평가요소중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점수가 70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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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연구고객의 연구사업관련 불만제기 경험 및 개선정도

5. 연구사업 불만제기 경험 및 불만 내용

 불만제기율은 28.0%로 2009년의 15.0%에 비해 13.0%p 상승함

○ 불만제기 연구고객의 경우 만족스럽게 개선되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음

○ 연구내용보다는 수행과정상의 불만이 더 많으며, 정부기관, 핵심고객의 불만제기율이 

높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불만제기율은 28.0%로 2009년의 15.0%에 비해 13.0%p 상승함

○ 2010년 1년간 연구고객이 해양(연)과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사업관련 불만을

제기한 경험은 28.0%였으며, 72.0%는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2009년에 85.0%가 불만제기 경험이 없고, 15.0%만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에

비해 불만제기 경험율이 13.0%p 높아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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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2009년에 85.0%가 불만제기 경험이 없고, 15.0%만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에

비해 불만제기 경험율이 13.0%p 높아진 것임

• 2008년에는 25.3%였던 불만제기 경험이 2009년에는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연구사업에 대한 불만제기율이 상당히 높아졌음

을 의미함

○ 불만 제기자의 개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단지 1.1%만이 ‘불만제기/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7.2%는 ‘불만제기/약간 개선’, 9.7%는 ‘불만제

기/개선 안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제기한 대다

수 연구고객들은 불만제기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연구사업 불만제기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는 점에서 불만제기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양(연) 차원 혹은 연구본부 차원에서 고객들의 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을 점검하

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서 연구사업 수행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불만제기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연구중간과정 혹은 종료 후

기관차원에서 연구고객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불만해

소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구  분 불만제기 경험 없음
불만제기/만족스럽게 

개선
불만제기/약간 개선 불만제기/개선 안 됨

전  체 72.0 1.1 17.2 9.7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68.9 0.0 23.0 8.2

민간기관 78.1 3.1 6.3 12.5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71.7 2.2 13.0 13.0

분원고객 72.3 0.0 21.3 6.4

고객수준
핵심고객 60.0 0.0 33.3 6.7

일반고객 77.8 1.6 9.5 11.1

[표 2-22]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연구사업관련 불만제기 경험 여부

(단위 : %)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정부기관, 핵심고객의 불만제기율이 높음

○ 불만제기율은 연구고객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은 31.1%인 반면 민간기관은 2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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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10%p가량 높았으며, 핵심고객(40.0%)에서 일반고객(22.2%)에 비해 높으며,

연구수행기관별로는 본원(28.3%)과 분원(27.7%)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것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핵심고객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제기된 불만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민간기관(12.5%)에서 정부

기관(8.2%)고객에 비해 높았으며, 본원(13.0%)에서 분원(6.4%)에 비해 높음

•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객(6.7%)에서 일반고객(11.1%)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구체적인 불만내용은 ‘연구수행과정과 관련한 불만’(61.5%)이 ‘연구내용상의 불

만’(50.0%) 보다 더 많음

○ 불만제기 경험자(n=26)의 구체적인 불만제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관리 미흡'(n=4),

'진행단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n=3) 등 연구수행과정과 관련한 불만과 '결과

물 초안에 대한 보완 요청'(n=3) 등 연구내용상의 불만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음

• 이러한 불만들은 해양(연)에 대한 일반적 불만이 아니라 연구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불만이라는 점에서 연구고객별 불만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함

구  분 구체적 내용 [( )은 응답 사례]

연구수행과정상의 불만
(n=16, 61.5%)

- 행정관리 미흡(4)
- 진행단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3)
-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사안 요구 자제 건의(2)
-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대한 적극성 및 책임성 필요(1)
- 연구자료 늦게 전달됨(1)
- 사전검토 사항 공유(1)
-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월간보고 요청(1)
- 실험전 자문역할 부족(1)
- 연구비의 오버헤드비용이 과다(2)

연구내용상의 불만
(n=13, 50.0%)

- 결과물 초안에 대한 보완 요청(3)
- 연구성과의 불확실성(1)
- 결과물의 표기오류 수정(1)
- 함정생존성 특성반영(1)
- 현장조사 추가(1)
- 환경변화에 맞게 세부과제 조정 요청(1)
- 모형제작 오류(1)
-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행상태 미흡(1)

[표 2-23] 연구고객의 연구사업관련 불만제기의 구체적 내용(복수응답) 

(불만제기 경험자 n=26,(  )안은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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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과제 수행 규모 전망

Ⅱ. 해양(연)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Needs

1.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수행 의사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과제 수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비중이 큰 핵심고객, 정부고객보다 일반고객, 민간고객의 증가의사가 높음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의사는 83.3%로 2009년의 

69.2%에 비해 상당히 높아짐

가.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과제 수행 규모 전망

☐ 향후 연구과제 수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구고객은 향후 해양(연)과의 연구과제 수행 규모 변화에 대해 11.8%가 ‘매우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0.9%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절반이 넘

는 52.7%가 현재 수준에 비해 연구과제 수행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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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수행 규모에 대해 늘어날 것(매우+어느정도)이라는 전망은 2008년 42.1%,

2009년 47.8% 등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구과제 수행규모의 증가는 정부가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해양강국 G5 진입을

목표로 해양R&D분야에 대해 연평균 23.8%의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일반고객과 분원고객에서 수행규모의 증가를 전망하

는 비율이 높음

○ 연구고객 특성별로 향후 해양(연)과의 연구과제 수행 규모 변화에 대해 고객기관형태

별로는 정부기관(52.5%)과 민간기관(53.1%)의 ‘증가할 것’(매우증가+어느정도증가할것)

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비슷한 수준임

○ 연구수행기관별로는 ‘본원고객’(47.8%)에 비해 ‘분원고객’(57.5%)의 증가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객(46.7%)보다 일반고객(55.6%)의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해양 R&D규모의 증가세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핵심고객의 R&D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과제의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매우 늘어날 

것임

(100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임

(80점)

비슷할 것임

(60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임

(40점)

매우 줄어들 
것임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11.8 40.9 46.2 1.1 0.0 72.69

정부기관

형태

정부기관 13.1 39.3 45.9 1.6 0.0 72.79

민간기관 9.4 43.8 46.9 0.0 0.0 72.50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7 39.1 52.2 0.0 0.0 71.30

분원고객 14.9 42.6 40.4 2.1 0.0 74.04

고객수준
핵심고객 16.7 30.0 53.3 0.0 0.0 72.67

일반고객 9.5 46.0 42.9 1.6 0.0 72.70

[표 2-24]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향후 연구과제 수행 규모 변화

(단위 : %)

○ 연구수행 규모 감소를 전망한 고객(n=1)은 ‘예산의 감소’를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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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간접고객의 해양(연)과의 공동 혹은 위탁 연구개발 의뢰 의사 

나. 잠재 기업고객의 연구개발 의뢰 의사

☐ 간접고객의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의사는 83.3%로 2009년의 69.2%에 비해

상당히 높아짐

○ 해양(연)의 연구정보를 정책 및 사업에 활용하는 고객(간접고객, 직접 위탁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고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고객)의 향후 해양(연)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의사를 조사한 결과, 27.8%가 ‘매우 많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55.6%는 ‘어느정도 있다’는 의사를 보여 간접고객의 83.3%가 잠재적으로 연구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13.9%는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함

•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간접고객이 해양(연)과의 연구개발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함. 따라서 해양(연)이 연구고객의 영역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해양(연) 연구정보

를 활용하는 간접고객(잠재적인 고객군)에 대한 DB 구축/확대 및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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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기술관련 정보 Needs

2. 잠재 고객의 해양과학기술 관심 분야

 간접 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 모두 해양기술관련 가장 큰 관심 

영역은‘신기술/기술개발’임

☐ 간접 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기술관련 가장 큰 관심 영역은

‘신기술/기술개발’(필요정보 83.9%, 입수 어려운 정보 73.5%)

○ 간접 고객(향후 해양(연)과의 연구수행가능성이 있는 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양기술정보 분야에 대해 3가지까지 응답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신기술

/기술개발’이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장/마케팅관련

정보’(45.2%), ‘SW/HW 시스템’(29.0%), ‘학술연구’(25.8%), ‘정책/제도/법령’(22.6%) 순으

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조사에 비해 ‘신기술/기술개발’(2009년 68.9%)에 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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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된 ‘시장/마케팅관련 정보’(2009년

31.1%)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진 경향을 보임

• 반면, ‘학술연구’(2009년 39.3%), ‘전문 인력/연구자’(2009년 34.4%)등에 대한 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짐

• 이것은 간접고객들의 해양기술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더욱 실질적이고 산업지향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입수 어려운 정보 역시 ‘신기술/기술개발’(73.5%)을 가장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SW/HW 시스템’(44.2%), ‘시장/마케팅관련 정보’(44.1%), ‘정책/제도 법령’(32.4%)의 순으로

나타남

• 입수 어려운 정보로 ‘신기술/기술개발’(2009년 67.2%)을 지적하는 비율은 전년에

비해 더욱 높아졌으며, 'SW/HW 시스템’(2009년 41.0%), ‘정책/제도 법령’(2009년

31.1%) 등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간접고객이 필요로 하면서도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성과확산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해양(연)의 위상과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의 활성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신기술/기술개발’은 위탁연구, 기본 연구의 성과확산과정에서 기대수요

를 충족하고 있으나, 해양(연)만의 전문적인 SW/HW 시스템에 대한 간접고객의

수요 개발,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접근, 구축하기 어려운 ‘정책/제도/법령 연구 및

정보축적의 강화를 통해서 해양과학기술 지향적 해양(연)의 명성(이미지)을 포괄적

인 해양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잠재고객(학생)이 가장 관심 갖는 필요 정보는 ‘신기술/기술개발관련 정

보’(65.1%)이며, 구하기 어려운 정보는 ‘SW/HW 시스템’(50.6%)임

○ 잠재고객(미래의 잠재적인 해양(연) 고객층으로 볼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중

3학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선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양기술정보관련 정보로는

‘신기술/기술개발’이 65.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 그 다음으로 ‘학술연구’(40.2%), ‘시설/측정장비 등’(35.5%), ‘전문인력/연구자 등’(29.7%)

의 순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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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잠재고객(학생)의 해양기술관련 정보 Needs

• 2009년과 비교 시 ‘신기술/기술개발’(2009년 78.9%)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응답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학술연구’(2009년 47.1%), ‘시설/측정장비 등’(2009년 41.7%),

‘관련기관/연구소’(2009년 35.0%, 2010년 22.9%), ‘시장/마케팅관련 정보’(2009년

26.9%, 2010년 28.3%)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신기술/기술개발’, ‘관련기관/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시설/측

정장비 등’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로는 ‘SW/HW 시스템’(5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기술/기술개발’(41.8%)을 지적함

• 다음으로는 ‘정책/제도 법령’(35.6%), ‘시설/측장 장비’(31.8%), ‘시장/마케팅관련 정

보’(30.7%)의 순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는 ‘신기술/기술개발’(2009년 56.5%)이 가장 구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정책/제도 법령’(40.8%), 'SW/HW 시스템’(39.0%), ‘시장/마케팅관련 정

보’(35.0%) 등을 지적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SW/HW 시스템’의 접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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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기술/기술개발’(56.9%→41.8%), ‘정책/제도 법령’(40.8%→35.6%), ‘시장/마

케팅관련 정보’(35.0%→30.7%)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상대

적으로 낮아짐

○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정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

았던 ‘신기술/기술개발관련 정보’의 필요성은 대학생(3~4학년)이 70.3%로 매우 높은 반

면, 대학원생은 27.3%로 대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임

• 한편, '학술연구관련 정보‘는 대학생(39.5%)에 비해 대학원생(45.5%)에서 높은 응답

율을 보임

• 또한 대학원생들은 ‘관련기관/연구소’(36.4%), ’정책/제도 법령에 대한 정보

‘(36.4%), ’SW/HW 시스템‘(36.4%) 등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

은 반면, 대학생은 ’시장/마케팅‘(29.7%), ’전문인력/연구자‘(31.3%)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구  분
정책/ 
제도/  
법령

SW/HW 
시스템

신기술/ 
기술개발

시장/ 
마케팅

관련기관/ 
연구소

전문인력/ 
연구자

시설/ 
측정 장비

특허/ 
산업재산

권
학술연구

필요 

정보

전  체 22.9 17.5 65.1 28.3 22.9 29.7 35.5 18.4 40.2

성별
남학생 24.6 17.8 65.4 27.2 23.2 29.2 35.3 18.0 40.0
여학생 16.0 16.0 63.8 32.9 21.5 31.9 36.2 20.2 41.0

학교과정
별

3~4학년 21.0 14.9 70.3 29.7 21.0 31.3 35.4 18.5 39.5
대학원생 36.4 36.4 27.3 18.2 36.4 18.2 36.4 18.2 45.5

조사
지역별

수도권 29.2 19.8 54.2 16.7 29.2 24.0 31.3 18.1 46.0
경남권 19.7 16.3 70.5 34.2 19.7 32.6 37.6 18.6 37.3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29.7 20.0 67.9 25.8 17.6 25.8 32.4 10.9 50.0
이름만 들어 보았다 16.3 18.1 64.6 28.4 21.9 31.9 35.1 18.8 39.4

모름/무응답 38.1 13.5 64.2 30.3 30.3 25.8 39.4 23.6 34.8

입수 

어려운 
정보

전  체 35.6 50.6 41.8 30.7 14.5 26.1 31.8 38.0 22.5

성별
남학생 33.2 55.2 37.2 30.1 16.9 23.1 32.9 39.0 24.1
여학생 45.3 31.9 60.3 32.9 4.6 38.5 27.4 34.2 16.0

학교과정
별

3~4학년 35.9 48.2 40.5 30.3 15.4 22.6 32.8 40.0 24.6
대학원생 33.3 66.7 50.0 33.3 8.3 50.0 25.0 25.0 8.3

조사
지역별

수도권 31.7 61.8 39.9 30.3 14.9 26.3 23.8 38.2 16.2
경남권 37.6 44.8 42.7 30.8 14.2 26.1 35.9 38.0 25.8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39.4 66.0 47.3 20.3 8.2 21.5 35.2 44.5 17.6
이름만 들어 보았다 36.9 42.2 41.1 28.9 14.0 27.1 35.9 38.4 23.0

모름/무응답 28.1 65.2 39.4 44.9 21.3 26.8 15.8 31.6 24.8

[표 2-25]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기술관련 정보 Needs (복수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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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SW/HW 시스템’(66.7%)을 지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신기술/기술개발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연구자’(각각 50.0%)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대학생에 비해 높음

• 반면, 대학생의 경우 ‘관련기관/연구소’(15.4%), ‘특허/산업재산권’(40.0%), ‘학술연

구’(24.6%) 등에 대해 입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대학원생에 비해 높음

3. 향후 연구개발 분야 및 구체적 과제

 연구고객의 향후 주요 연구 개발 관심분야는 ‘해양환경자원분야’(37.0%), ‘해양운송 

시스템’(32.1%), ‘해양개발/시스템분야’(27.2%) 등임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간접고객의 주요 연구 개발 관심분야는 ‘해저환경자원분

야’(43.3%)의 지적 비율이 가장 높음

가.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개발 분야 및 구체적 과제

☐ 연구고객의 향후 주요 연구 개발 관심분야는 ‘해양환경자원분야’(37.0%), ‘해양운

송 시스템’(32.1%), ‘해양개발/시스템분야’(27.2%) 등임

○ 그 다음으로는 ‘해양 기후・ 환경 분야’(24.7%), ‘해양생물자원분야’(22.2%), ‘해양안전

방제분야’(2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해양환경자원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37.0%로 2008년 24.2%, 2009년 23.0%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

해양운송시스템분야‘, ’해양개발시스템 분야‘ 등은 200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편, ‘해양기후환경분야’, ‘해양생물자원분야’ 등도 2009년에 비해 관심도가 높아짐

• ‘해양안전방제분야’와 ‘해양과학기술정책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의 기름유출사고, 해난사고 등의 영향을

받아 해양안전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강국으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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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개발 관심분야 

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개발관점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측면의 체계적인 연

구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양(연)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해양과학기술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를 위하여 정책측면에 대한 연구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부출연(연)

으로서의 해양(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응답기관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관형태별로는 정부기관에서 ‘해양생물자원분야’(50.0%),

‘해양기후․환경분야’(32.1%), ‘해양과학기술정책분야’(22.6%)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기관에서는 ‘해양운송시스템분야’(60.7%), ‘해양개발시스템

분야’(35.7%), ‘연안항만공학분야’(17.9%) 등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고객수준별로 핵심고객의 경우 ‘해양환경자원분야’(56.0%), ‘해양과학기술정책분

야’(28.0%)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반고객은 '해양운송시스템분야

‘(46.4%), ‘해양생물자원분야’(25.0%)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고객기관의 특성에 따른 연구관심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

체적으로 연구고객의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분야별 니즈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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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구  분

해저
환경
자원
분야

해양
운송

시스템
분야

해양
개발
시스템
분야

해양
기후
환경
분야

해양
생물
자원
분야

해양
안전
방제
분야

해양
과학
기술
정책
분야

연안
항만
공학
분야

기타

전  체 37.0 32.1 27.2 24.7 22.2 21.0 16.0 9.9 2.5

정부기관
형태

정부기관 50.9 17.0 22.6 32.1 24.5 20.8 22.6 5.7 3.8

민간기관 10.7 60.7 35.7 10.7 17.9 21.4 3.6 17.9 0.0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34.1 56.1 17.1 9.8 9.8 22.0 14.6 14.6 2.4

분원고객 40.0 7.5 37.5 40.0 35.0 20.0 17.5 5.0 2.5

고객수준
핵심고객 56.0 0.0 24.0 24.0 16.0 12.0 28.0 4.0 4.0

일반고객 28.6 46.4 28.6 25.0 25.0 25.0 10.7 12.5 1.8

[표 2-26]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향후 연구개발 관심분야

(단위 : %)

☐ 간접고객의 주요 연구 개발 관심분야는 ‘해저환경자원분야’(43.3%)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조사에 응한 간접고객(기업고객)중 해양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관심을 가진 기관 중

해양연구원 혹은 관련 외부전문기관과 수행하기를 바라는 연구주제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해양환경자원분야’(43.3%)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안항만

공학분야’(36.7%), ‘해양개발시스템 분야’(30.0%), ‘해양기후환경분야’(26.7%), ‘해양안전

방제분야’(26.7%), ‘해양운송시스템분야’(23.3%), ‘해양과학기술정책분야’(20.0%), ‘해양

생물자원분야’(16.7%)의 순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조사결과가 ‘해양생물분야’(30.8%), ‘연안항만공학분

야’(23.1%), ‘해양운송시스템분야’(23.1%) 등에 집중된 것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대

해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조사됨

• 조사결과에 나타난 관심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보다는 해양(연)에서 생산한 해

양과학기술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간접고객(기업고객)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양관련기업의 주요 관심영역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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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잠재 기업고객의 향후 연구개발 관심분야

☐ 연구고객의 구체적인 연구주제(연구개발 주제)로는 주요 관심 연구분야에 대한

응답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운송시스템 분야’(58.8%), ‘해양 기후환경분야’(26.5%),

‘해저 환경 자원분야분야’(23.5%)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주로 조사됨

○ 해양(연) 연구고객이 주로 관심을 갖는 향후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8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해양운송시스템 분야’(58.8%)의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해양 기후환경분야’(26.5%), ‘해저 환경 자원분야분

야’(23.5%) 등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언급함

• 한편, ‘해양과학기술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의사가 26.5%로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

나 과학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구체적인 연구주제(연구개발 주제)로 '해양 개발

시스템 분야', '해양 안전방제 분야', '해양 운송 시스템 분야' 등과 관련된 내용

을 주로 기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간접고객(기업 및 잠재고객)이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연구개발의 내용으로는

'발전소 해수 최적 활용에 대한 연구 개발', '해양 레저관련 예측 정보 어플리케이션',

'해일 침수범람 예측 및 범람대책 시설 연구‘, '해수에 포함된 유용 물질 추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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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용 소파블럭 및 침식방지용 블록 개발', '해양개발 시스템', '천수역 선박 성능

' 등을 지적함

구  분 구체적 내용

해양 기후환경분야 연구
(26.5%)

• 기후변화의 원인규명과 관련한 해양의 역할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해양 이용가능 기술개발

• 장기예보 정보의 현황과 특성 유형 분석

• 산업부분에 적용된 장기예보 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 지역별 공간스케일별 장기예보 정보유형화 및 활용방안 수립

• 대류권-성층권 상호작용 해석 및 모의 능력 향상

해양 생물자원분야 연구
(14.7%)

•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관리 대책

• 보호대상 해양생물 및 그 서식지 복원

• 통영바다 목장 사후 관리

•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특화 작물 개발 연구

해저 환경‧자원분야분야 연구
(23.5%)

• 안산풍도,육도 공유수면내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조사

• 해저 환경 자원 분야 연구

• 해양 폐기물관련 해저 환경자원 분야

• 해저PLANT 및 해양에너지 이용 방안

• 성층권내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요소(해상도,모수화)검증

• 성층권내의 능력이 향상된 역학모델에 기반한 몬순계절 예보 수행 및 평가

연안‧항만공학 분야 연구(2.9%) • 연안 침식관련 연안항만 공학 분야

해양개발‧시스템 분야 연구
(17.6%)

• 고해상 실시간 운용 해양환경 모델 개발

• 장기 저선환경에서 정밀위치추정 알고리즘 개발

• 2011년도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연구

• 실시간 광해역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 음향 신호취득 및 저장 장치

• 티렛 계류시스템에 대한 연구

해양 안전방제 분야 연구
(8.8%)

•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추가 시행

• GPS를 이용한 선박충돌 사고 예방,경보 시스템 개발

• GPS 이용 재난 해파조기검출 및 경보 시스템 개발 

해양 운송 시스템 분야 연구
(58.8%)

• 317KVLCC 수조시험 및 CAVITATION시험

• 4800TEU centainer 수조시험 및 cavitation

• 신개념 해상 운송 시스템 동력원 개발

• 해양 레저 선박 개발

• 소형 선박용 전자 해도 활용 시스템 개발 연구

• 고효율 추진기 개발

• 빙해 선박개발

• 해양 탐사 로봇 분야(ROV,AUV)

• 함내 온도평가를 위한 불규칙 파장 변형 모델 개발

• 수중 속력 비교기 교정 시험

• CARGO SHIP선형연구

• 실적 선자료를 활용한 선박조종 성능 추정 프로그램 개발

해양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 
(26.5%)

•UNRP 국제협력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NOWPAP 국제협력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YSLINE,APEC 국제협력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기타(8.8%)
• 해양 자료 품질관리기법 개발

• 해양자료 DB 구축

• 해양자료 동화 기술

[표 2-27]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개발 주요내용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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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연) 연구성과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향상 및 對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연구 수행능력 강화/기술개발역량 강화’(62.2%)와 관련된 의견을 가장 많이

지적함

○ 연구고객의 연구활동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연구수행 역량강화

이며, 이를 토대로 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분 구체적 내용

연구 수행능력 
강화/기술개발역량 강화

(62.2%)

• 연구개발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적극적 가이드를 위한 연구인력 전문화

• 연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연구원별 연구분야 특성화

• 개별사업, 전담제 등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연구인력 충원

• 국가의 과학기반 역량강화에 일조한다는 책임의식 필요

• 고부가가치 선박의 기반 기술개발 지원

• 연구수행의 오버헤드비용 과다를 해소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

• 계약시 또는 위탁 연구종료시 제출서류 간소화

• 최신기술동향 파악 및 접목 가능한 연구과제 도출

• 민원에 대한 사전 가능성을 다각도로 예측후 진행

• 물리,생물,화학 등 각 분야간 유기적 협력사업 필요

• 해양자원의 활용성제고 위한 연구분야 확대 및 전문가 인적자원 확보

• 검증된 해양연구인력 확보

• 연구성과에 대한 자체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역량강화

• 실험 장비 보완

• 국제적 인지도 향상

원활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 (15.6%)

• 연구원 홍보

• 연구성과물에 대해 외부 접근가능한 DB구축

연구개발 성과 등의 체계적 
활용

(15.6%)

• 실제 활용가능한 분야 연구활동 필요

• 해양 및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실용가능한 응용기술개발 필요

• 연구결과물을 어촌경제 활성화에 접목 및 이용 관리방안 모색

• 다양한 차원의 개발기술 활용 및 확산방안 마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
(26.7%)

• 타기관 또는 민간업체와의 공동연구확대를 통한 실용적 연구 과제물도출

• 연구부서와 계약부서의 협력체제 구축

[표 2-28]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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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및 對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연구원의 수행능력/기술개발 역량 강화’(41.7%), ‘원활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41.7%)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지적함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의 연구성과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연구원의 역량강화 및 홍보, 성과확산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연구원의 수행능력/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활용가능한

분야 연구활동 강화’, ‘소프트웨어 기술료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노력과 관련해서는 간접고객들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개발

기술활용 및 확산방안마련’, ‘세계 각국의 해양관련 이슈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소개’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연)이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 홍보활동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 기업고객은 해양(연)의 연구정보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간접고객을 위한 개별화(Custominzed)된 성과확산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Multi Window)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간

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채고객)의 DB 구축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개별화된 정

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구  분 구체적 내용

연구원의 수행능력/기술개발 역량 
강화(41.7%)

• 실제 활용가능한 분야 연구활동 필요

• 기초 기술개발에 집중

• 국책R&D용역에 대해 현실성있는 용역비 제공 필요

• 사업성보다 연구개발에 비중을 두어야

• 소프트웨어 기술료 투명성 제고

원활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 
(41.7%)

•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및 결과 배포

• 다양한 차원의 개발 기술활용 및 확산방안마련

• 세계 각국의 해양관련 이슈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소개

고객과의 상호작용 강화(25.0%)
• 연구용역시 의사소통 강화

• 개발기술에 대한 사후서비스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 (8.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업무관계 정립

[표 2-29] 잠재 기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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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 방안





제 3 장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실태 분석

  81                                                                                       

제 3 장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실태 분석

Ⅰ.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실태

1. 연구성과 활용 경험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경험율은 63.4%로 전년의 75.2%에 비해 다소 낮아짐

 간접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경험율은 86.1%로 매우 높음

 잠재고객(학생) 의 28.1%가 해양(연)이 제공하는 연구정보 활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연) 인지학생의 활용경험율은 2009년에 비해 더 높아짐

☐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경험율은 63.4%로 전년의 75.2%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연구고객이 연구사업 결과, 공동연구 성과물, 한국해양연구원 고유사업의 연구성과물

등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연구성과물을 학술연구, 정책자료, 사업자료 등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63.4%가 활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67.4%와 비슷한 수준이며, 2009년의 75.2%에 비해서는 상

당히 낮아진 것임

○ 응답기관 특성별로는 정부기관(60.7%)보다는 민간기관(68.8%)의 활용경험이 높고,

연구수행기관별로는 본원고객(67.4%)의 활용율이 분원고객(59.6%)보다 높음

•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객(73.3%)의 활용율이 일반고객(58.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의 주요 핵심고객인 정부부처, 특히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산

업진흥원 등 핵심고객 층의 연구성과 활용율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

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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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경험 여부

[그림 3-2]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경험 및 활용 유형

☐ 간접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경험율은 86.1%로 매우 높음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각종 연구성과물을 사업자료, 학술연구, 정

책자료, 사업자료 등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가에 대해 86.1%가 활용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65.5%에 비해 상당히 높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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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제공 연구 정보 활용 정도

• 활용경험이 있는 간접고객은 해양(연)의 기존 연구성과/연구정보의 이용이 35.5%로 가

장 많았으며, ‘공동연구’(25.8%), ‘기술이전’(22.6%) 등은 비슷한 수준임

• 연구성과물 활용방법은 2009년의 경우 ‘연구정보 이용’이 80.0%에서 35.5%로 낮아진

반면, ‘위탁연구’(2009년 10.0%), ‘공동연구’(7.5%), ‘기술이전’(5.0%) 등의 비율은 높아짐

•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가 기업인 간접고객의 경우 상당수가 과거 위탁 및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개발 Needs 및 연구정보 활용 경향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

리함으로써 잠재적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과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

함을 시사함

☐ 잠재고객(학생) 의 28.1%가 해양(연)이 제공하는 연구정보 활용 경험을 가지

고 있으며, 해양(연) 인지학생의 활용경험율은 2009년에 비해 더 높아짐

○ 잠재고객인 해양관련 전공학생의 1.5%가 해양(연)이 제공하는 해양관련 과학기술,

해양자원연구, 해양환경보호 등 해양관련 연구 및 신기술관련 정보를 자주 이용하

고 있으며, 26.6%는 몇 번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자의 28.1%

가 이용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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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34.7%는 해양(연)이 제공하는 연구정보의 활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

남

• 학생의 해양(연) 연구정보의 활용경험율은 2009년의 41.3%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남

○ 학생의 해양(연)인지수준에 따른 연구정보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잘 안다는 학생

(78.2%)과 이름은 들어보았다(18.8%), 모른다(16.8%)는 학생간의 연구정보 활용

비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2009년과 비교 시 잘 안다는 학생의 연구정보 활용비율은 2009년

40.0%에서 78.2%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 이것은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잠재적 고객그룹이 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의 강화가 연구정보의 활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

음을 의미함

•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홍보를 모색하는

것이 해양(연)의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구  분 연도별 자주 이용한다
몇 번 이용한 

적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  체
2009 2.7 38.6 47.1 11.7 

2010 1.5 26.6 37.2 34.7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2009 6.1 55.1 34.7 4.1 

2010 9.4 68.8 13.7 8.2

이름 들어보았다
2009 2.1 37.9 51.4 8.6 

2010 0.0 18.8 46.1 35.1

모름/무응답
2009 0.0 17.6 47.1 35.3 

2010 0.0 16.8 28.1 55.1

 [표 3-1] 해양(연) 인지수준별 연구 정보 활용 정도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생(3~4학년, 23.6%)에 비해 대학원생(58.3%)의 이용한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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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용+몇 번 이용한 적 있다)는 비율이 높으며, 남녀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음

• 대학생(3~4학년)의 경우 이용한다는 응답은 2009년의 45.5%에 비해 낮아졌으나, 대

학원생은 45.5%에서 58.3%의 매우 높아짐

• 이것은 연구정보의 특성상 대학생보다는 대학원생의 활용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학원생의 활용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해양(연) 연구정보가 잠재고객인 대

학원생들에게 폭넓게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분 자주 이용한다
몇 번 이용한 

적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  체 1.5 26.6 37.2 34.7

성별
남학생 1.9 27.5 37.4 33.2

여학생 0.0 22.8 36.5 40.7

학교과정
별

3~4학년 0.5 23.1 41.5 34.9

대학원생 8.3 50.0 8.3 33.3

조사

지역별

수도권 3.2 41.2 22.7 33.0

경남권 0.7 19.0 44.8 35.6

 [표 3-2]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해양(연) 제공 연구 정보 활용 정도

(단위 : %)

☐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해양관련 연구 및 기술 정보 이용율은 매우 낮아지

는 경향을 보임

○ 해양(연) 제공하는 해양관련 연구 및 기술정보의 이용율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유

사 연구기관의 해양관련 연구 및 기술정보 활용율 역시 20.2%로 조사되어 2009년

의 54.3%보다 낮은 응답율을 보임

○ 타연구기관 해양관련 연구 및 기술정보의 활용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

학생(16.9%)과 대학원생(41.7%)의 활용율의 차이가 매우 큼

• 이러한 결과는 2009년 대학생(54.5%)과 대학원생(63.6%)의 편차보다 더욱 크게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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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대학원생의 해양과학기술관련 많은 정보욕구가 대학생에 비해 큰 차이로

높음을 의미함

구  분
있다 없다

2009 2010 2009 2010

전  체 54.3 20.2 45.7 79.8

성별
남학생 54.4 22.3 45.6 77.7

여학생 53.3 11.4 46.7 88.6

학교과정별
3~4학년 54.5 16.9 45.5 83.1

대학원생 63.6 41.7 36.4 58.3

조사
지역별

수도권 55.8 31.5 44.2 68.5

경남권 52.9 14.2 47.1 85.8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65.3 39.1 34.7 60.9

이름 들어보았다 53.6 20.1 46.4 79.9

모름/무응답 41.2 4.5 58.8 95.5

 
[표 3-3] 잠재고객(학생)의 다른 기관 제공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 활용 여부

(단위 : %)

☐ 학생들의 이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각종 학회를 통한 연구정보 수집이며,

KISTI, 국회도서관 등을 주로 이용함

○ 해양(연) 이외의 해양관련 연구/기술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타 연구관련 기관을

응답한 학생(n=45)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체적인 기관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

원)(n=4)와 국회도서관(n=4)이며, 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신재생에너지관련 학

회 등 각종 관련 학회(n=9)를 이용한다는 비율도 비교적 많음

• 이밖에 이용한다고 응답된 기관은 공공기관/연구기관으로는 특허청, 국립해양조사

원(각각 n=2), 기상청, 한국해양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국토해양부, 지식

경제부(각각 n=1) 등이 응답되었음

• 학교로는 서울대(n=2), 한국해양대(n=1) 등이 언급되었고 민간기업/연구소로는 한

국선급(n=4)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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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 활용 목적 및 비활용 이유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응용 및 상업화 기술연구’(54.8%)

이며, 잠재고객(학생)은‘학술연구/리포트 작성’(63.2%)을 위해 해양(연) 연구정보를 

활용

○ 잠재고객(학생)이 해양(연)에 대해서 주로 기대하는 정보는‘일반적인 해양과학 정

보’(38.0%),‘각종 연구 성과물/논문 등의 자료’(36.4%) 등임

 연구고객은 연구성과 비활용 이유로는‘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없다는 점(41.2%)을 

주로 지적함

가. 잠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목적

☐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응용 및 상업화

기술연구’(54.8%)임

○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이 해양(연)에서 생산하는

각종 해양기술관련 연구성과물을 사업자료, 학술연구, 정책자료 증으로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응용 및 상업화 기술개발’(54.8%)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관련연구분야 연구자들과의 교류’(16/1%). ‘기술산업연구동향 파

악’(9.7%), ‘학술연구’(9.7%) 등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조사됨

• 간접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목적을 2009년과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응용 및 산

업화 기술개발’, ‘학술연구’(각각 27.5%), ‘기술산업 연구동향 파악’(26.0%) 등이 주

로 응답된 것에 비해 2010년에는 ‘응용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

답이 높아진 것은 간접고객의 범위를 잠재적인 기업고객 및 정보이용 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임

• 즉, 해양(연) 연구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간접고객들이 연구성과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해양(연) 연구성과의 응용 및 상업화 기술개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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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목적

[그림 3-5] 간접고객(학생)의 해양기술 정보 활용 목적

☐ 잠재고객(학생)의 해양기술관련 정보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학술연구/리포트 작

성’(63.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대다수인 63.2%는 ‘학술연구/리포트 작성’ 등을

위해서 해양과학기술관련 연구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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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기술 산업 연구동향 파악’(18.0%), ‘관련연구 정보교류’(7.1%) 등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연구활동 및 학습활동 중심으로 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학술연구/리포트 작성’ 목적으로 해양

과학기술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성별로는 남학생(61.1%)에 비해 여학생(71.7%)의 ‘학술연구/리포트작성’ 때문이라는 응

답이 높음

• 학교과정별로는 대학원생(50.0%)보다 대학생(3~4학년)의 ‘학술연구리포트 작성’(65.1%)

목적으로 해양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대학원생들의 경우, ‘기술

산업/연구동향 파악’(25.0%)을 하기 위한 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해양(연)을 잘 안다는 사람일수록 ‘기술 산업/연구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해양과

학기술정보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잠재고객인 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들

은 해양(연)을 보다 구체적인 연구정보에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구  분
기술산업/ 
연구동향 
파악

관련연구 분야 
연구자들과 
정보교류

인력양성 
교육

응용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원천 기술 

개발

학술 연구/
리포트

기타

전 체 18.0 7.1 3.1 4.0 1.8 63.2 2.9 

성별
남학생 18.5 7.7 3.9 4.4 2.2 61.1 2.2 

여학생 16.0 4.6 0.0 2.3 0.0 71.7 5.6 

학교과정별
3~4학년 16.9 5.6 3.6 4.6 2.1 65.1 2.1 

대학원생 25.0 16.7 0.0 0.0 0.0 50.0 8.3 

조사
지역별

수도권 17.3 9.0 1.3 2.6 1.3 65.9 2.6 

경남권 18.3 6.1 4.1 4.7 2.0 61.7 3.0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21.5 17.6 2.7 0.0 0.0 58.2 0.0 

이름 들어보았다 18.4 4.2 2.8 6.3 1.4 65.5 1.4 

모름/무응답 13.5 7.8 4.5 0.0 4.5 59.7 10.0 

[표 3-4]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기술 정보의 활용목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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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에 대한 기대정보

나.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에 대한 기대정보

☐ 잠재고객(학생)이 해양(연)에 대해서 주로 기대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해양

과학 정보’(38.0%), ‘각종 연구 성과물/논문 등의 자료’(36.4%) 등임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에게 해양(연)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중 부족

하여 좀 더 보강하기를 바라는 정보에 대해 ‘일반적인 해양과학 정보’(38.0%), ‘각종

연구 성과물/ 논문 등의 자료’(36.4%)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연구활동에 대한 소식 및 관련 뉴스'(25.1%) ‘해양(연)에 대한 일반

적인 정보’(24.2%), ‘각종 연구사업 관련 정보’(22.6%) 등의 순으로 응답됨

• 이것은 잠재고객의 대다수가 해양(연) 대해 연구관련 정보의 제공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해양과학 정보’를 보강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

은 여학생(54.4%)에서 남학생(34.0%)보다 높았음

• ‘각종 연구 성과물/논문 등의 자료’의 보강을 기대하는 의견은 대학생(34.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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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50.0%)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각종 연구사업관련 정보’는 남학생(24.8%)에서 여학생(13.7%)보다 높았으며, 대학

생(21.0%)보다 대학원생(33.3%)에서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음

구  분
각종 연구

사업  

관련 정보

각종 연구 
성과물/논
문 등의 

자료

일반
적인 해양

과학 정보

연구
활동 소식 
및 관련 

뉴스

각 분원 
소식

하는 일, 
근무직원 
등 일반

적인 정보

관련 
사이트 
링크 등 

유관
분야 정보

기타

전  체 22.6 36.4 38.0 25.1 15.2 24.2 14.0 3.1

성별
남학생 24.8 37.5 34.0 24.3 11.1 24.9 11.6 3.3

여학생 13.7 31.9 54.4 28.3 31.9 21.5 23.8 2.3

학교과정별
3~4학년 21.0 34.4 37.4 25.1 17.4 24.1 14.9 3.6

대학원생 33.3 50.0 41.7 25.0 0.0 25.0 8.3 0.0

조사
지역별

수도권 21.8 46.4 32.2 26.4 9.1 20.7 10.4 1.3

경남권 23.1 31.2 41.0 24.4 18.3 26.1 15.9 4.1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27.0 48.5 31.2 17.6 13.7 16.4 13.7 2.7

이름 들어보았다 17.4 33.8 41.8 27.8 18.8 23.3 15.4 2.8

모름/무응답 35.8 34.8 31.3 22.6 4.5 33.6 10.0 4.5

[표 3-5]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에 대한 기대 정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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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비활용 이유

다.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비활용 이유

☐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비활용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없어

서’(41.2%)를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연구고객들이 해양(연)과의 공동연구 성과물, 고유사업 성과물 등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특정부문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일반화에 한계가 있어

서’(23.5%), ‘’장기프로젝트로서 연구가 미완성되어서‘(20.6%)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비활용 연구고객 중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정부기관의 경우 배정예산 관리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주로 나타난 응답 현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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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간접고객(기업고객/정채고객) 및 잠재고객의 해양과학기술정보 관심도

3. 잠재고객의 관련 정보 관심도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만족도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의 해양기술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85.00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잠재고객(학생)은 7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 만족도는 74.38점이며,  잠재고객

(학생)은 66.60점으로 나타나 학생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 잠재고객(학생)의 타기관 정보이용 만족도는 67.75점으로 해양(여)과 큰 차이가 없음

가. 잠재고객의 해양과학기술관련 정보 관심도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기술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85.00점

으로 매우 높은 반면, 잠재고객(학생)은 7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간접고객(해양(연)의 연구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잠재적인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관련

과학기술, 해양자원연구, 해양환경보호 등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

심’(47.2%)과 ‘대체로 관심’(36.1%) 등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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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심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면 85.00점의 높은 점수를 보임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15.9%)과 ‘대체로 관심’(44.7%) 등 관심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60.6%로 나타남

• 이러한 관심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면 73.04점의 높은 점수를 보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72.00점)보다는 대학원생(80.00점)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연) 인지도가 높을수록 해양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해양

(연)을 잘 안다는 학생에서 83.99점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는데 이는 해양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해양(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구  분
매우

관심 있다

(100점)

대체로 관심 
있다

(80점)

보통
이다

(60점)

별로 관심 
없다

(40점)

전혀 관심 
없다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15.9 44.7 29.8 7.8 1.8 73.04

성별
남학생 17.0 44.8 29.6 6.9 1.7 73.73

여학생 11.4 44.3 30.6 11.4 2.3 70.23

학교과정별
3~4학년 13.3 45.1 31.8 7.7 2.1 72.00

대학원생 33.3 41.7 16.7 8.3 0.0 80.00

조사

지역별

수도권 20.5 43.9 27.2 5.8 2.6 74.79

경남권 13.6 45.1 31.2 8.8 1.4 72.13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43.0 39.4 14.8 0.0 2.7 83.99

이름만 들어 보았다 10.5 46.7 33.1 7.7 2.1 71.15

모름/무응답 11.3 42.6 31.6 14.5 0.0 70.13

[표 4-6]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특성별 해양문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나. 잠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만족도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 만족도는 74.38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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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및 타 연구기관 연구정보 만족도

○ 해양(연)에서 연구개발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연구정보 활용에 따른 만족도는 74.38점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에 대해 18.8%는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

며, 50.0%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여 68,8%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임

• 반면, 18.8%는 보통이라는 중간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3.1%는 매우 불만족, 9.4%는

대체로 불만족 등 12.5%가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 학생의 만족도는 66.60점이며, 타기

관 정보이용 만족도는 67.75점으로 큰 차이가 없음

○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의 해

양(연) 연구정보 이용만족도는 66.60점으로 2009년의 69.5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구체적으로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에 대해 3.0%는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31.1%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여 34.1%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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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임

• 응답자의 상당수인 62.6%는 보통이라는 중간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3.4%만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

•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만족도는 2009년 69.5점에서 66.60점으

로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임

○ 타 연구기관의 연구정보 이용 만족도는 67.75점으로 2009년의 66.30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구체적으로 타 연구기관 연구정보 이용에 대해 2.0%는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

고 있으며, 43.6%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여 45.6%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임

•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5.6%는 보통이라는 중간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8.8%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3.0 31.1 62.6 2.7 0.7 66.60

성별
남학생 3.6 32.2 61.7 1.6 0.8 67.23

여학생 0.0 25.9 66.7 7.4 0.0 63.70

학교과정별
3~4학년 1.5 33.8 60.8 3.1 0.8 66.46

대학원생 12.5 12.5 75.0 0.0 0.0 67.50

조사
지역별

수도권 4.6 31.3 60.2 3.8 0.0 67.36

경남권 2.1 30.9 63.9 2.1 1.0 66.19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10.2 37.0 52.8 0.0 0.0 71.49

이름 들어보았다 1.0 32.3 61.5 4.2 1.0 65.63

모름/무응답 0.0 15.1 84.9 0.0 0.0 63.02

[표 3-7]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연구정보 활용 만족도

(단위 : %)

○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과별,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양(연) 인지도별로는 인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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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여 잘 안다는 학생에서 71.4점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잘 모른다는 학생은 63.02점의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이것은 잠재고객의 경우 해양(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연구성과/정보활용에

따른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잠재고객(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성과 홍

보 노력이 필요함

○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과 유사한 연구활동을 하는 타 연구기관의 연구정보 이용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생(68.95점)의 만족도가 대학원생(64.00점)

보다 높고 해양(연)을 잘 안다(66.67점)는 학생보다는 이름만 들어보았다(69.41점)는

학생의 만족도가 높음

• 이것은 해양(연)과 관련된 유사연구의 활용의 깊이가 더 심층적인 학생, 해양(연)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잘 아는 학생의 평가가 높다는 점에서 잠재고객에게 전문연구기

관으로서의 해양(연)의 위상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해양(연)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는 적극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보

통수준의 평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고객의 연구정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구  분

매우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불만족
(40점)

매우

불만족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2.0 43.6 45.6 8.8 0.0 67.75

성별
남학생 2.2 44.0 44.0 9.8 0.0 67.72

여학생 0.0 40.0 60.0 0.0 0.0 68.00

학교과정별
3~4학년 2.6 44.7 47.4 5.3 0.0 68.95

대학원생 0.0 40.0 40.0 20.0 0.0 64.00

조사
지역별

수도권 0.0 47.4 40.0 12.6 0.0 66.94

경남권 4.3 39.1 52.2 4.3 0.0 68.70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0.0 33.3 66.7 0.0 0.0 66.67

이름 들어보았다 3.1 51.6 34.5 10.8 0.0 69.41

모름/무응답 0.0 0.0 50.0 50.0 0.0 50.00

[표 3-8]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타 연구기관 연구정보 활용 만족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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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 성과 확산정도 평가 

Ⅱ.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 실태 및 활성화 방안

1. 연구성과 확산 정도 평가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한 73.76점의 평가를 하고 있음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평가는 67.78점으로 2009년의 63.0점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잠재고객(학생)은 55.9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해양(연)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확산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됨

☐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한 73.76점의 평가를 하고 있음

○ 연구고객이 해양(연)의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73.76점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77.00점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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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알려져 있다’는 응답은 11.8%, ‘대체

로 알려져 있다’는 응답은 49.5로 나타나 알려져 있다는 응답은 61.3%로 나타남

• 한편, 34.4%는 ‘보통’이라는 중간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함

• 그러나 해양(연)과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고객에서 ‘보통’ 혹은 ‘잘 알려져 있지 않

다는 응답이 나타났다는 점과 ’매우 잘 알려져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

부분이 ’대체로 잘 알려져 있다‘는 응답에 머물고 있다는 접에서 해양(연)의 연구

성과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예년에 비해 ‘알려져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역시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고객의 응답기관 특성별로는 고객기관형태별, 고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구수행기관별로는 ‘본원고객’(76.09점)의 평가가 ‘분원고객’(71.49점)보다 높게

나타남

구  분
매우 많이 
알려짐

(100점)

대체로 
알려짐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알려지지 
않음

(40점)

전혀 

알려지지 
않음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11.8 49.5 34.4 4.3 0.0 73.76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6.6 59.0 29.5 4.9 0.0 73.44

민간기관 21.9 31.3 43.8 3.1 0.0 74.38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15.2 50.0 34.8 0.0 0.0 76.09

분원고객 8.5 48.9 34.0 8.5 0.0 71.49

고객수준
핵심고객 6.7 56.7 33.3 3.3 0.0 73.33

일반고객 14.3 46.0 34.9 4.8 0.0 73.97

[표 3-9]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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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 성과 확산정도 평가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는 67.78점으로 2009

년의 63.00점에 비해 상당히 향상됨

○ 5점척도로 조사된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67.78점으로 2009년의 63.0점에 비해 4.78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고객의 73.76점보다 낮은 수치임

• 응답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알려져 있다’는 응답은 5.6%에 불과

하였으며, 41.7%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는 응답을 하여 47.3%가 알려져 있다는 긍

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알려져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다’(8.3%),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2.8%) 등 11.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41.7%는 ’보통‘이라는 중

간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

정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는 별로 높지 않으나 ‘보통’ 혹은 ‘대체로 알려

져 있다’ 등 중간정도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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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

☐ 잠재고객(학생)의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는 55.98점임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한 평가는

55.98점으로 분석되어 연구고객, 간접고객(잠재 기업/정책고객)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57.30점에 비해 다소 낮아진 평가임

• 구체적으로 잠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해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는 응답은 2.0%에 불과하였으며, 16.8%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는 응답을 하여

18.8%만이 알려져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알려져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다’(32.9%), '전혀 알려

져 있지 않다‘(4.0%) 등 36.9%에 이르며, ’보통‘이라는 중간적 평가는 44.3%임

• 이것은 주요 잠재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과학관련 전공 대학 및 대학원생

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학생(57.15점)의 평가가 여학생(51.14점)보다 높으며, 학교과정

별로는 대학생(3~4학년, 54.87점)보다는 대학원생(63.33점)에서 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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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 인지도별로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함

• 이러한 결과는 연구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심층적인 정보를 기대하는 학생층에

서 연구성과의 확산정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함

구  분
매우 많이 
알려짐

(100점)

대체로 알려짐
(80점)

보통이다
(60점)

대체로 
알려지지 않음

(40점)

전혀 알려지지 
않음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2.0 16.8 44.3 32.9 4.0 55.98

성별
남학생 2.5 18.2 45.9 29.6 3.9 57.15

여학생 0.0 11.4 37.5 46.6 4.6 51.14

학교과정

별

3~4학년 1.0 14.4 47.2 32.8 4.6 54.87

대학원생 8.3 33.3 25.0 33.3 0.0 63.33

조사

지역별

수도권 4.5 23.1 38.9 29.6 3.9 58.93

경남권 0.7 13.6 47.1 34.6 4.1 54.44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9.4 36.3 27.3 21.5 5.5 64.54

이름 들어보았다 0.7 14.3 47.8 33.8 3.5 54.98

모름/무응답 0.0 9.0 47.1 39.4 4.5 52.13

[표 3-10]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

(단위 : %)

2.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평가

 연구고객은 해양(연)의 성과 확산노력에 대해 74.19점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67.78점의 평가를 하여 2009년의 62.30점에 

비해 긍정적이며, 잠재고객(학생)은 61.24점으로 2009년의 62.0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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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 성과 확산노력 평가

☐ 연구고객은 해양(연)의 성과 확산노력에 대해 74.19점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2009년과 비슷한 수준임

○ 5점척도로 조사된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 노력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74.19점이며, 이것은 2009년의 75.8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것은 2008년 70.70점이었던 것과 비교시 70점대 중반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응답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8.6%이며,

54.8%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63.4%의 높은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1%에 불과함

• 그러나 35.5%가 ‘보통’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적 평가의 대다수가 매우 잘한

다는 적극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고객의 응답기관 특성별로는 해양(연)의 연구성과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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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 해양(연)의 연구개발 성과확산에 대한 평가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과

거 해양(연)이 성과확산 분야를 체계화함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

과확산 노력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해양(연) 고객층에서 고르게 연구성과 확산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는 점에서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성과확산 욕구충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  분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

대체로 
잘하고 있다

(80점)

보통이다
(60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0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8.6 54.8 35.5 1.1 0.0 74.19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6.6 60.7 31.1 1.6 0.0  74.43

민간기관 12.5 43.8 43.8 0.0 0.0  73.75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7 56.5 34.8 0.0 0.0  74.78

분원고객 8.5 53.2 36.2 2.1 0.0  73.62

고객수준
핵심고객 6.7 53.3 36.7 3.3 0.0  72.67

일반고객 9.5 55.6 34.9 0.0 0.0  74.92

[표 3-11]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노력 평가

(단위 : %)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 노력에 대해

67.78점의 평가를 하여 2009년의 62.30점에 비해 긍정적임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 평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67.78점으로 분석되어 2009년의 62.30점에

비해 5점 이상 향상된 평가를 보임

• 그러나 연구고객의 74.19점에 비해서는 여전이 낮은 수준임

• 응답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였으

며,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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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노력 평가

• 한편,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8%), '매우 잘못하

고 있다‘(5.6%) 등 8.4%임

☐ 잠재고객(학생)의 연구성과 확산노력에 대한 평가는 61.24점으로 2009년의

62.0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노력 평가는 61.24점으로

2009년의 62.0점과 큰 차이를 보지 않으며,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대한 평가 55.98점

보다는 높게 나타남

• 응답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하

였으며, 21.5%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는 응답을 하여 22.4%가 잘 하고 있다는 긍

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16.2%), '매우 잘못하

고 있다‘(0.4%) 등 16.7%이며, ’보통이라는 인식이 60.9%로 대다수를 차지함

• 중간적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양분된 평가 속에서 긍정

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확산노력을 기울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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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노력 평가

○ 잠재고객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생(60.92점)보다는 대학원생(63.33점)점의 평가

가 높으며, 해양(연)을 잘 안다는 학생의 평가(65.15점)의 평가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편임

•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성과확산관점에서 해양(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함을 의미함

구  분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

대체로 
잘하고 있다

(80점)

보통이다
(60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0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0.9 21.5 60.9 16.2 0.4 61.24

성별
남학생 1.1 24.0 58.0 16.3 0.6 61.76

여학생 0.0 11.4 72.6 16.0 0.0 59.09

학교과정별
3~4학년 1.0 21.0 60.0 17.4 0.5 60.92

대학원생 0.0 25.0 66.7 8.3 0.0 63.33

조사
지역별

수도권 0.0 22.5 66.5 11.0 0.0 62.31

경남권 1.4 21.0 57.9 19.0 0.7 60.68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2.7 37.9 41.8 17.6 0.0 65.15

이름 들어보았다 0.7 19.1 62.0 18.1 0.0 60.48

모름/무응답 0.0 15.8 72.9 9.0 2.3 60.45

[표 3-12]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노력 평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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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의 바람직한 목표

3. 연구성과 확산의 목표 및 과제

 연구성과 확산목표로 간접고객의 47.2%는 해양(연)이 ‘공공연구활동의 사회 경제적 효

과 극대화 노력’을 지적하고 있음

 연구고객(87.74점) 및 간접고객(87.78점), 잠재고객(77.90점) 모두 해양(연)의 연구

성과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

가. 연구성과 확산의 바람직한 목표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47.2%는 해양(연)이 ‘공공연구활동의

사회 경제적 효과 극대화 노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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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해양(연)이 위상과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존의 민간기관 중심의 연구고객의 요구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상의 강화를 위해서는 간접고객(잠재적인 기업 및 정책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연구가 필요함

• 해양(연)이 위상과 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활동이 필요함

○ 해양(연)에서 생산하는 연구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절반에 가까운 47.2%는 해양(연)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활동의 사회

경제적 효과 극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특정 이전대상 기관에 개발된 원천기술/지식의 이전’(27.8%)과 ‘산

업계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신기술의 개발’(25.0%)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과 직접적인 연구활동을 하지않더라도 해양(연)이 생산하는 연

구정보를 사업, 연구, 정책 등에 활용하는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들은 해양

(연)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신기술의 개발과 성과물의 산업계 이전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특정 이전대상 기관에 개발된 원천기술/지식의 이전’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

아진 것은 해양(연)이 산업계 일반적인 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

업화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해양(연)의 바람직한 연구성과 확산의 방향은 공공연구활동의 사회 경제적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의 산업계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볼 수 있음

나. 연구성과 확산 과제

☐ 연구고객은 해양(연)의 연구성과 확산과제에 대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7.74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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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과제 중요성

○ 연구고객에게 해양(연)이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양(연)이 해야 할 과제별 중요도

를 5점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7.74점)에 대한 중요도 평가

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성과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86.24점),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84.73점), ‘인력교류/출

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83.01점),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80.86점),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75.91

점)의 순으로 분석됨

○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매우 중요

하다는 인식이 44.1%로 특히 높았으며,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

역시 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임

• 반면,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19.4%만이 매

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연구고객의 경우, 해양(연)이 특정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산업계의 선진화 방향 제시, 연구성과의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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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성과확산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경

향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함

○ 연구고객의 응답기관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관형태별로는 정부기관(86.23점), 핵심

고객(88.67점)의 경우 민간기관(81.88점)이나 일반고객(82.86점)에 비해 ‘정책자문 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 반면,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기관(84.26점)보다

는 민간기관(90.00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위탁연구/ 공동연구 등을 통

한 신제품 개발기여’ 역시 정부기관(77.70점)보다는 민간기관(86.88점)에서 높은 중

요도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정부기관 고객의 경우 해양(연)이 정책적 측면의 연구성과 확산에

주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민간기관에서는 산업계, 기업 등에 직

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차이를 보

인 것임

구  분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 / 

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

인력교류/ 출판/ 

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

연구성과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

위탁연구/ 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

벤처창업지원/ 

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

전  체 84.73 87.74 83.01 86.24 80.86 75.91

고객기관
정부기관 86.23 87.21 81.97 84.26 77.70 74.75

민간기관 81.88 88.75 85.00 90.00 86.88 78.13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86.09 89.13 84.35 86.52 80.87 75.65

분원고객 83.40 86.38 81.70 85.96 80.85 76.17

고객수준
핵심고객 88.67 86.67 81.33 85.33 72.67 74.67

일반고객 82.86 88.25 83.81 86.67 84.76 76.51

[표 3-13]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과제 중요성 

(단위 :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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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과제 중요성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의 연구성과 확산에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

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7.78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이 인식하는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양(연)이 해야 할

과제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고객과 마찬가지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

력’(87.78점)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86.67점),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82.22점), ‘인력교류/출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81.67점),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81.11점),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75.00점)의 순으로 분석됨

○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55.6%),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50.0%) 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25.0%만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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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과제 중요성

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잠재고객(학생)은 해양(연)의 연구성과 확산에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77.90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이 인식하는 해양(연)이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양(연)이 해야 할 과제별 중요도를 5점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

력’(77.90점)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

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73.21점), ‘인력교류/출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73.61점),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74.51점), ‘위탁

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74.25점),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72.23점)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28.4%)에 대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만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을 뿐이며 여타 항목은 13~16%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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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러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해양(연)을 잘안다는 학생일수록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등 과학적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2.73점)과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80.00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잘 모르는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것은 해양(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해양(연)의 역할에 대해 해양과학기술

관련 중추연구기관으로서의 핵심적 역할과 신제품 개발이라는 산업계의 요구 수용

을 특히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분

정책자문 등 
관련연구개발
/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등 
과학적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

인력교류/출판/세미
나 등을 

통한 핵심

노하우의 이전

연구성과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

위탁연구/공동
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

벤처창업지원
/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

전  체 73.21 77.90 73.61 74.51 74.25 72.23

성별
남학생 74.22 79.71 74.82 74.93 75.51 72.99

여학생 69.12 70.48 68.66 72.76 69.12 69.12

학교과정
별

3~4학년 73.20 77.84 73.40 74.43 74.64 72.06

대학원생 73.33 78.33 75.00 75.00 71.67 73.33

조사
지역별

수도권 74.45 77.92 76.91 75.35 74.34 72.11

경남권 72.57 77.89 71.88 74.07 74.20 72.29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77.88 82.73 77.58 79.76 80.00 74.30

이름 들어보았다 73.47 78.45 73.25 74.38 73.97 72.27

모름/무응답 68.52 72.13 71.48 70.58 70.38 70.38

[표 3-14]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의 과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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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고객유형별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과제 중요성

☐ 연구고객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잠재고객(학생) 모두 해양(연)의

연구성과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

○ 한편, 연구고객과 간접고객, 잠재적 고객 등 모든 고객 유형에서 ‘벤처창업지원/

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가장 낮은 성과확산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연구고객과 간접고객의 경우 모든 성과확산과제에 대해서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잠재고객(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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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성과 활용의사 

4. 연구성과 활용 의사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사는 85.16점으로 2009년의 85.20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반면, 간접고객의 활용의사는 85.00점으로 2009년의 81.60점에 비해 상당히 향상됨

☐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사는 85.16점으로 2009년의 85.20점

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87.20점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임

• 구체적인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연구성과 활용의사가 매우 많다는 응답이 33.3%이며,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이 63.4%를 차지하여 대다수 연구고객이 어느 정도 이상의 활

용의사를 가지고 있음

• 대다수가 매우 많다는 적극적 활용의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활용성 높은 성과물의 제공을 통해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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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기관 특성별로는 정부기관(83.61점)보다는 민간기관(88.13점)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핵심고객(79.33점)의 평가가 일반고객(87.94점)에 비해 낮은 이용의사를 보임

• 사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민간기관의 특성상 실질적 활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핵심고객에서 활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핵심고

객의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가 필요함

구  분
매우 많다
(100점)

어느 정도 
있다

(80점)

그저 그렇다
(60점)

별로 없다
(40점)

전혀 
없다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33.3 63.4 1.1 0.0 2.2 85.16

고객기관

형태

정부기관 29.5 65.6 1.6 0.0 3.3 83.61

민간기관 40.6 59.4 0.0 0.0 0.0 88.13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39.1 56.5 0.0 0.0 4.3 85.22

분원고객 27.7 70.2 2.1 0.0 0.0 85.11

고객수준
핵심고객 16.7 76.7 0.0 0.0 6.7 79.33

일반고객 41.3 57.1 1.6 0.0 0.0 87.94

[표 3-15]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향후 연구성과 활용의사

(단위 : %)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사는 85.00점으로

2009년의 81.60점에 비해 상당히 향상됨

○ 구체적인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연구성과 활용의사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36.1%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58.3%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의사를 보여 전체 응답자의 94.4%가

향후 이용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9년에는 매우 많다는 의사가 31.1%였으며, 50.8%는 어느 정도 있다는 의

사를 보여 81.9%가 향후 이용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이용의사가

급격히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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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향후 연구성과 활용의사

5. 연구성과 활용 확대 방안

 연구고객은 해양(연)의 연구성과 활용의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일은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26.9%)과 ‘장비 및 인력 확충’(25.8%)으로 인식

○ 간접고객 역시‘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개발’(88.33점)이 가장 높게 인식

☐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확대의 중점개선과제로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26.9%)과 ‘장비 및 인력 확충’(25.8%)을 인식

○ 연구고객을 대상으로 앞으로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학술목적, 기술개발, 정책개발 등

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연)이 중점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과제

에 대해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26.9%)과 ‘장비 및 인력 확충’(25.8%)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성과 및 연구수행 역량의 강

화’(15.1%)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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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개선과제

• ‘연구성과 확산 적극성/다양성 강화’,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이용

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각각 10.8%) 등은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음

○ 응답기관 특성별로는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개선과제에 대해서 정

부기관(29.5%)과 일반고객(34.9%)에서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비

율이 높으며, 민간기관(40.6%)에서 ‘장비 및 인력 확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연구성과 및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26.7%)은 핵심고객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구  분

연구성과 
확산의 

적극성/ 
다양성 강화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장비 및 인력 

확충

연구성과 및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

이용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

전  체 10.8 26.9 10.8 25.8 15.1 10.8

정부기관
정부기관 11.5 29.5 13.1 18.0 19.7 8.2

민간기관 9.4 21.9 6.3 40.6 6.3 15.6

연구수행 
기관

본원고객 6.5 23.9 10.9 37.0 15.2 6.5

분원고객 14.9 29.8 10.6 14.9 14.9 14.9

고객수준
핵심고객 16.7 10.0 16.7 16.7 26.7 13.3

일반고객 7.9 34.9 7.9 30.2 9.5 9.5

[표 3-16] 연구고객 기관특성별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개선과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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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성과 확산/홍보활동 강

화’(62.0%)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기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밖에도 ‘기술개발역량 강화/연구수행능력 강화’(31.0%)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

화/고객과의 상호작용 강화’(22.5%)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  분 구체적 내용

연구성과 확산/홍보활동 강화
(62.0%)

•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확산을 위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립
• 연구결과물 유관기관 배포
• 백서의 발간
• 세미나 및 학회 발표
• 기업체에 정기간행물 배포
• 논문 발표
• 이용고객에 유용한 S/W개발 및 기술 전수
•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대외적 연구성과 홍보
• 연구성과 홈페이지 활용관련 전문가에게 확산
• 연구성과의 실제 다양한 활용사례 홍보
• 기술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현장 실증연구
•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기여
• 국제학술활동 강화 공동연구주관등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 향상
• 시스템 구축
•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소관부처 설득 강화

기술개발역량 강화/연구수행능력 강화
(31.0%)

• 인력확충으로 연구원별 업무부담 경감 및 전문화 내실화 도모
• 해양생물생태계 분야별 전문 인력확충 필요
• 연구원의 역량강화(자문역할)
•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로 연구성과 상업화 필요
• 자료 업데이트 현황을 월별로 통보
• 미래 에너지/자원개발에 집중 연구
• 연구자문 역할 증대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고객과의 상호작용 강화

(22.5%)

• 대학과 타연구기관들과의 역할분담과 협력
• 연구개발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적극적 가이드 필요
•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 상호 정보 공유
• 연계연구 활성화
• 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집중개발 과제로 발전시키기
• 해양중소벤처기업과 적극적인 교류 및 해양산업기회의 창출
• 해양연구원 보유 연구장비의 타기관 활용 확대

연구개발 성과 등의 체계적 활용
(1.4%)

• 사업추진 당사자와 기술실용화에 적극 협력

[표 3-17]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 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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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필요과제 인식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및 보완과제로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개발’(88.33점)이 가장 필요

하다는 인식을 보임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해양(연) 연구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개발’(88.33%)을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연

구성과 확산의 적극성 및 다양성 강화’(83.89점)를 지적하고 있음

• 이밖의 ‘이용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81.67점),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81.11

점),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79.44점)는 비슷한 수준이며, ‘장비

및 인력 확충’(76.11점)에 대해서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임

○ 구체적인 응답빈도를 살펴보면,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개발’에 대해 매우 필요

하다는 응답이 58.3%를 나타내어 매우 높은 필요도를 보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장비 및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22.2%만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57.9%)과 잠재고객(학생)(44.7%) 모두 ‘연구성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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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홍보활동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밖에 간접고객은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

화’(42.1%)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품개발을 위한 공

동노력’, ‘중소기업 연계 연구기획과제 협동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활발한

교류를 통한 R/D성과의 이전 노력’ 등을 통해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잠재고객(학생)의 경우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해양(연)의 연구정보를 접하지 못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여타의견은 소수

에 불과함

구  분
구체적 내용

간접고객 잠재고객
응답항목 % 응답항목 %

연구성과 
확산/홍보활동 

강화

•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57.9

• 홍보확대

44.7

• 세미나 및 학회 발표 • 정보제공의 활성화(교류)(홈페이지확장)

•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대외적 연구성과 홍보 • 좀 더 대중화에 노력

• 연구성과 홈페이지 활용관련 전문가에게 확산 • 연구성과 발표 공유

•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발전 기여 • 학교기관과 연계한 교육이나 세미나기회확대

• 연구학술발표 다수 개최, 자료 제공 • 접근성 편리했으면

• 연구성과 활용할 수 있는 민간과의 지속적 교류 • 선박 해양 구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인터넷 컨텐츠 보강(열람자료)

• 개방적 교류

연구 
역량/기술개발역

량 강화

• 해양 에너지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5.3

• 전문인력 확보

4.0

• (조선소의)기술통합으로 더 나은 기술개발

• 해양플랜트사업과의 연계

• 해저 지형변화,재난에 대한 연구진행

• 다양한 분야적용을 위한 노력

•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주력

• 해양환경보존에 역점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

•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42.1

• 연구에 대한 지원폭 확대

7.3

• 중소기업 연계 연구기획과제 협동연구 • 대학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 벤처 창업지원

• 활발한 교류를 통한 R/D성과의 이전 노력필요 •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해양산업 선두교두보마련

• 인적자원 교류

•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교류

• 우수한 해외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교환

• 조직체계의 유기화로 타업체와 상호보완 체계유지

• 일자리 창출

[표 3-18]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연구성과 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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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양(연) 이미지 분석

Ⅰ. 해양(연) 인지도 및 연상 이미지

1.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인지도 및 연상 이미지

 잠재고객(학생)의 80.2%가 해양(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인지경로의 대부분은 학업, 연구 등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매체보다는 

구전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이 대다수를 차지함

 연상이미지는 해양(연)이 구체적인 성과 등과 관련되기 보다는 ‘해양 연구 및 연구기

관’(79.9%)과 관련된 일반적인 해양관련 내용이 주로 나타남

가. 해양(연)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잠재고객(학생)의 16.3%가 해양(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해양과학기술분야 전공 학생의 63.9%는 애양(연)에 대해 ‘이름은 들어보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19.8% ‘잘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잠재고객의 해양(연) 인지도는 2009년에 비해 약간 낮은 응답결과를 보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19.2%)이 여학생(4.6%)

보다 높으며, 대학생(11.3%)보다는 대학원생(50.0%), 경남권(8.8%)보다는 수도권

(30.8%) 학생의 인지도가 높음



                        2010 KORDI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및 성과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126                                                                                       

[그림 4-1]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인지도

구  분 잘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보았다 잘 모른다

전 체 16.3 63.9 19.8

성별
남학생 19.2 59.8 21.0

여학생 4.6 80.8 14.7

학교과정별
3~4학년 11.3 69.7 19.0

대학원생 50.0 25.0 25.0

조사
지역별

수도권 30.8 52.5 16.8

경남권 8.8 69.9 21.3

[표 4-1]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인지도

(단위 : %)

☐ 잠재고객(학생)의 경우 해양(연) 인지는 ‘학교’에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음

○ 학생들이 해양(연)에 대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학

교’(3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사람/주위사람’(21.3%), ‘인터

넷’(26.0%), ‘업무/수업’(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텔레비전’(13.8%), ‘신문’(12.4%), ‘잡지’(5.6%), ‘서적’(6.7%) 등은 비교적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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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인지경로

• 인지경로의 대부분은 학업, 연구 등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매체 보

다는 구전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이 대다수를 차지함

• 해양(연)의 대중적 위상 및 전문 영역에 대한 위상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매체 뿐

만 아니라 전문 잡지, 서적 등을 통한 인지도 확산이 필요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주변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응답은 남학생(29.1%)보다

여학생(40.1%)이 높으며, '학교‘라는 응답은 남학생(39.9%)이 여학생(27.9%)이 높음

•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29.4%)을 통한 인지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 ’

업무/연구‘(33.3%), ’잡지‘(11.1%), ’서적‘(11.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것은 해양(연)이 생산하는 연구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서 대중

매체 보다는 전문서적, 잡지, 연구과정에서 인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이가 낮은 연구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해양(연) 기

관 홍보차원의 정보를, 보다 심층적이고 특정 목적 지향적 정보는 연구중심 활동

자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010 KORDI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및 성과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128                                                                                       

[그림 4-3]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상이미지

구  분 TV 신문 잡지 서적 인터넷
주변
사람

업무 학교 기타

전 체 13.8 12.4 5.6 6.7 26.0 31.3 24.5 37.5 3.5

성별
남학생 13.2 14.2 6.4 8.4 27.8 29.1 28.0 39.9 3.0

여학생 16.0 5.3 2.7 0.0 18.7 40.1 10.7 27.9 5.3

학교과정별
3~4학년 14.1 14.1 4.9 6.1 29.4 32.5 23.3 38.0 2.5

대학원생 11.1 0.0 11.1 11.1 0.0 22.2 33.3 33.3 11.1

조사

지역별

수도권 9.8 7.6 6.7 5.2 16.7 25.6 32.3 42.9 6.7

경남권 16.0 15.1 5.0 7.6 31.1 34.5 20.2 34.5 1.7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17.6 16.4 9.4 20.3 21.8 16.4 44.5 37.9 12.1

이름만 들어 보았다 13.3 10.5 4.9 2.1 27.2 35.5 20.2 38.0 1.4

[표 4-2]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인지매체

(단위 : %)

나. 해양(연) 연상이미지

□ 잠재고객(학생)은 해양(연)에 대해 ‘해양 연구 및 연구기관’(79.9%)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연상하고 있음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응답으로 조사한 해양(연) 연상이미지를



제 4 장  해양(연) 이미지 분석

  129                                                                                       

범주화한 결과, ‘해양 연구 및 연구기관’(79.9%)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양 생물 및 환경관련 이미지’(45.7%), ‘바다 및 배관련 이미

지’(9.4%)의 순으로 조사됨

□ 연상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과 관련된 총체적인 연구를 하는 기

관’(2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이밖에 해양관련 전반적인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해양생태계 조사연구’(11.8%),

‘연구소‘(9.9%)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바다/배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바다’(6.1%)가 생각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해양생물/환경연구‘와 관련해서는 ’해양환경보존연구‘(7.4%), ’해양자원개발/

관리‘(6.9%)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잠재고객(학생)은 해양(연)의 역할, 기능과 관련한 연상이미

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과거에는 수산, 어업관련 이미지 혹은 극지관련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번 조사에서는 해양(연)의 역할, 기능과 관련한 연상이미지가 많이 나타남

• 그러나, 해양(연)이미지의 랜드마크적 이미지는 비교적 낮음. 따라서 해양(연)의 위

상을 강화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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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목별% 구체적 내용 % 구  분 유목별% 구체적 내용 %

바다 및 배
이미지 9.4

 - 바다 6.1

해양생물 및 
해양환경 
이미지

45.7

 - 해양환경보존/연구 7.4

 - 배 1.7  - 해양 자원 개발/관리 6.9

 - 파도 1.1  - 해양플랜트 5.5

 - 심해 0.6  - 바다 환경에 대해 연구 2.8

해양 연구 
및 연구기관 79.9

 - 해양과 관련된 총체적 연구를 하는 기관 25.4  - 수질연구/조사 2.8

 - 해양 생태계 조사/연구 11.8  - 빙해수조 2.5

 - 연구(소) 9.9  - 해저 지하자원 조사 2.2

 - 대형수조 3.6  - 해양 구조물 연구 2.2

 - 해양에 관한 기술적 발전에 주력 3.3  - 해양시스템 1.9

 - MOERI 3.0  - 생물연구 1.9

 - 해양연구를 하는 사람(해저구조 등) 2.8  - 바다와 관련된 자원연구 1.7

 - 해양 지형 연구/조사 1.7  - 망간단괴프로젝트 1.3

 - 선박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1.7  - 해양 오염 1.1

 - 해양 관련 전문 인력 1.7  - 해상 기후에 대해 연구 0.6

 - 대표적해양연구원 1.7  - 해양생물자원연구 0.6

 - 해일(파도)관찰 1.7  - 해양 생명체 0.6

 -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1.3  - 해양사고와 관련된 연구 0.6

 - 산.학,연 협력으로 해양산업발전에 중추역할 1.1  - 해저탐사 0.6

 - 선박해양실험 1.1  - 해양의 기본인 수심.온도 등을 조사하는 기관 0.6

 - 해양관련통계자료수집 1.1  - 친환경 에너지 0.6

 - 전문자료(네이버) 1.1  - 외국해양생물 0.6

 - 전문 연구기관 0.6  - 양식 0.6

 - 학술연구 0.6  - 해수면조사 0.6

 - 해양 에너지 조사 0.6

기타 16.6

 - 석사이상의 엘리트 2.2

 - 해양과학정보 0.6  - 대전 1.7

 - 조파연구 0.6  - 다양한 실험장치 1.7

 - 자연 과학 연구원 0.6  - 인력선대회(HSPVF)＆솔라보트대회 1.7

 - 조선 해양 공학과 0.6  - 국토해양부 1.1

 - 국외해양산업의 극지환경.항만시설.자원조사.연구개발 0.6  - 유체 1.1

 - 해양 안전센터 0.6  - 수산 0.6

 - 해양관련 연구원들의 과제수행 0.6  - 관련 기관들과 연계 0.6

 - KORDI 0.6  - 안전성 0.6

해양기지/
시설 이미지 5.2

 - 예인수조 1.3  - offshore 0.6

 - 쇄빙선 1.1  - ballast 0.6

 - 이어도 1.1  - 한국해양대학교 0.6

 - 해미래 1.1  - FPSO 0.6

 - 남극기지 0.6  - ROV 0.6

 - KMI 0.6

 - 신뢰감 0.6

 - 부유물 0.6

 - 개비테이션터널 0.6

 - 추진기 0.6

모름/무응답 19.2

[표 4-3]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상이미지(복수응답) 

(단위 : %, n=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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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2. 잠재고객의 해양(연) 기능 및 역할 인식

 간접고객(41.7%), 잠재고객(41.7%, 34.2%) 모두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해양(연)의 

기능/역할에 대해 ‘해양자원 개발/ 해양 환경보전/해양과학 정책연구’(각각 41.7%, 

34.2%)로 인식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 모두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해양(연)의 기능/역할로 ‘해양자원 개발/해양 환경보전/해양과학 정책연구’(각

각 41.7%, 34.2%)로 인식

○ 간접고객(해양(연)의 연구정보를 활용하는 잠재적인 고객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으로 ‘해양자원 개발/ 해양 환경보전

/해양과학 정책연구’(41.7%)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27.8%),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11.1%)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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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 역시 ‘해양자원 개발/ 해양 환경보전/해양

과학 정책연구’(34.2%)를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28.0%)를 지적함

• 잠재고객(학생)의 경우 ‘극지 환경/자원에 관한 연구와 남극과학기지의 운영‘(학생

19.1%, 간접고객 2.8%)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

(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잠재고객(학생)은 극지관련 연구는 해양(연) 부설 독립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연)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로 해양(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해양자원개발/해양환경보전/해양과학정책연구‘를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및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남학생(32.9%)보다는 여학생(39.7%)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해양(연)에 대해 모른다는 사람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해양기초/ 응용과학기술연구’는 해양(연)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일수록 높은 응답

율을 보임

• ‘연안/항만 공학 및 선박 해양 공학/해양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 역시 해양(연)을

잘 안다는 사람(1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해양기초/ 

응용과학기술
연구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정책

연구

극지환경/ 
자원연구와 

남극과학기지 운영

연안/항만 공학 및 

선박 해양 
공학/해양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

국내외 여러 단체의 
공동연구 수행과 

성과보급

산업계 및 공공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전 체 28.0 34.2 19.1 10.6 6.7 0.9

성별
남학생 29.2 32.9 17.4 11.6 7.8 0.6
여학생 22.8 39.7 26.1 6.8 2.3 2.3

학교과정
별

3~4학년 27.2 34.4 19.5 9.7 7.7 1.0
대학원생 33.3 33.3 16.7 16.7 0.0 0.0

조사
지역별

수도권 33.5 31.7 19.4 11.6 3.9 0.0
경남권 25.1 35.6 19.0 10.2 8.1 1.4

해양(연)
인지도

잘안다 32.4 25.8 14.8 16.0 8.2 2.7
이름 들어보았다 28.2 33.8 19.8 9.1 7.7 0.7

모름/무응답 23.6 42.6 20.3 11.3 2.3 0.0

[표 4-4]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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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호감도 

3. 잠재고객의 해양(연) 호감도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호감도는 82.22점으로 비교적 높고 잠재고객(학

생)은 75.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호감도는 82.22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잠재고객(학생)의 평가는 75.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간접(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호감도 평가 결과는 30.6%가 ‘매우 호감이

간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55.6%는 ‘대체로 호감이 간다’고 평가를

하여 86.2%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 시 82.22점으로 비교적 높은 호감도를 보

이는 것을 의미함

• 간접고객의 호감도는 2009년의 79.7점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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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학생)의 경우, 간접고객과 달리 단지 9.3%만이

‘매우 호감이 간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61.4%가 ‘대체로 호감이

간다’ 평가를 하여 70.7%가 긍정적인 호감도를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 평가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 시 75.03점의 호감도를 보임

• 잠재고객의 호감도는 2009년의 76.7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76.13)이 여학생(70.48점)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

으며, 대학생(75.28점)의 호감도가 대학원생(73.33점)체 비해 높음

• 해양(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아 ‘잘 안다’는 학생은 84.30점의 호감

도를 보이고 있고 응답자의 94.5%가 ‘호감이 간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인식을 하

고 있는 반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음

구  분

매우 호감이 

간다

(100점)

대체로 호감이 

간다

(80점)

보통

이다

(60점)

대체로 호감

가지 않는다

(40점)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

(20점)

평균
(100점 
만점)

전 체 9.3 61.4 25.6 2.7 1.1 75.03

성별
남학생 10.5 64.7 21.3 2.2 1.4 76.13

여학생 4.6 47.9 43.0 4.6 0.0 70.48

학교과정

별

3~4학년 8.2 63.1 25.6 3.1 0.0 75.28

대학원생 16.7 50.0 25.0 0.0 8.3 73.33

조사
지역별

수도권 11.6 59.4 24.6 1.3 3.2 74.97

경남권 8.1 62.4 26.1 3.4 0.0 75.06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27.0 67.5 5.5 0.0 0.0 84.30

이름만 들어 보았다 6.3 66.2 24.0 3.5 0.0 75.05

모름/무응답 4.5 40.6 47.1 2.3 5.5 67.28

[표 4-5]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호감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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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구조 

Ⅱ.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평가

1.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평가 개요

 공공기관은 피상적인 이미지보다 기관(기업)의 특성과 속성이 반영된 명성평가가 중요함

○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는 서비스 質, 경영, 사회적 공헌(책임), 

기관 위상 등 4개 차원에 배해 16개 평가 요소로 구성

☐ 공공기관은 피상적인 이미지보다 기관(기업)의 특성과 속성이 반영된 명성평

가가 더욱 중요함

○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위상을 측정하고 호의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기관 이미지가 아닌 명성(Reputation) 평가를

통해 포괄적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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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고객들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관(기업) 이미지는 과거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

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공기관은 피상적인 이미지보다 기관(기업)의 특성과 속성이 반영된 명성

평가가 더욱 필요함

☐ 해양(연)을 둘러싼 스테이크홀더 그룹의 해양(연)에 대한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분석 필요

○ 해양(연)은 기관의 명성(Reputation)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해양(연)의 명성을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한 고객(간접 고객 및 잠재고객)의 해양(연)에

대한 명성을 평가함

☐ 명성지수(Reputation Index)의 구성은 서비스 質, 경영, 사회적 공헌(책임), 기관

위상 등 4개의 차원의 16개 평가요소로 구성

○ 명성지수(Reputation Index)의 분석은 서비스 질 차원, 경영차원, 사회적 공헌(책임)차원,

기관 위상 차원 등 공공기관의 명성지수를 구성하는 4개의 차원에 대한 16개 세부

항목들에 대해 스테이크홀더 그룹인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 및 잠재고객

(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실시

• 구체적으로 4개 차원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서비스 질 차원’은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고객의견 경청’, ‘스테이크 홀더와의 관계 구축 노력’, ‘구

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4개 요소로 구성하며, ‘경영차원’은 ‘구성원의 리더십’,

‘구성원에게 교육/계발 기회 제공’, ‘국가 경쟁력’, ‘경영의 개방성/투명성 수준의 4

개 요소로 구성함

•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은 ‘국가 및 사회 발전 기여정도’,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기여활동 적극 홍보’,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 ‘사회적 문제 적

극지원’, ‘고객/국민(스테이크홀더)에게 이익 제공’의 6개 요소로 구성하며, ‘기관

위상 차원’은 ‘신뢰도’와 ‘꼭 필요한 연구기관’의 2개 요소로 구성하였음

○ 그리고 기관의 명성과 직결될 수 있는 기관의 이미지와 친근감을 포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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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체감적 호감도」와 명성지수 및 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을

통해 명성지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평가

 간접고객의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는 77.46점으로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잠재고객(학생) 명성지수는 68.77점으로 간접고객에 비해 비교적 

낮음

○ 간접고객 명성지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는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스테이크

홀더와 관계구축 노력’,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잠재고객 명성지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는 ‘지역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구성

원의 리더십‘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가. 해양(연) 명성지수 구성 요소별 평가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명성평가 구성요소별 점수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항목이 89.44점으로 가장 높음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명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별

분석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살펴보면,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항목의 점수가

89.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82.78점),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82.22점), ‘신뢰도(연구활동 및 사업)’(81.67점) 등의 평가가 높게

나타남

• 명성지수 평가항목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가가 향상되었

는데 특히, ‘신뢰도’(71.8점→81.67점), ‘구성원에게 교육/계발기회 제공’(67.9점→

75.56점), ‘개방적/투명한 방식’(70.50점→77.78점) 등의 평가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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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지수 평가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미지’의 경우 82.78점으로 2009년의

76.7점에 비해 6.08점 높아졌으며, ‘친근감’ 역시 78.89점으로 분석되어 2009년의

73.4점에 비해 5.49점이 높아짐

항 목
평가 점수 GAP

(B-A)2010(B) 2009(A)

기관 위상 차원
신뢰도 81.67 71.80 9.87 

꼭 필요한 연구기관  89.44 85.90 3.54 

서비스 질 차원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74.44 68.20 6.24 

고객의견 경청 71.67 66.60 5.07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구축 노력 72.78 68.20 4.58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70.56 66.20 4.36 

경영 차원

구성원의 리더십 76.67 70.80 5.87 

구성원에게 교육/계발기회 제공 75.56 67.90 7.66 

국제 경쟁력 77.22 70.80 6.42 

개방적/투명한 방식  77.78 70.50 7.28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82.22 79.70 2.52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82.78 80.00 2.78 

기여활동 적극 홍보  68.89 62.60 6.29 

지역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71.11 65.20 5.91 

사회적 문제 적극 지원  71.11 66.60 4.51 

고객/국민에게 이익제공   77.22 72.10 5.12 

이미지
차원*

이미지 82.78 76.70 6.08 

친근감 78.89 73.40 5.49 

[표 4-6]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명성지수의 구성요소별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 이미지 차원은 명성지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명성평가 구성요소별 평가는

‘기관위상 차원’의 평가가 다른 차원에 비해 높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가 2009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은 간접고객 내에서 해양(연)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잠재고객(학생)의 명성평가 구성요소별 점수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항목이

76.93점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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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고객(학생) 역시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과 마찬가지로 해양(연)

명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중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항목에 대해 76.9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항 목
평가 점수 GAP

(B-A)2010(B) 2009(A)

기관 위상 차원
신뢰도 70.70 73.80 -3.10 

꼭 필요한 연구기관  76.93 83.00 -6.07 

서비스 질 차원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68.61 68.10 0.51 

고객의견 경청 64.04 61.30 2.74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구축 노력 64.69 64.60 0.09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66.48 67.00 -0.52 

경영 차원

구성원의 리더십 66.85 67.90 -1.05 

구성원에게 교육/계발기회 제공 66.88 68.10 -1.22 

국제 경쟁력 70.49 69.60 0.89 

개방적/투명한 방식  64.69 67.30 -2.61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75.54 79.60 -4.06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74.09 77.50 -3.41 

기여활동 적극 홍보  59.77 56.10 3.67 

지역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65.39 65.80 -0.41 

사회적 문제 적극 지원  66.19 64.50 1.69 

고객/국민에게 이익제공   68.00 69.70 -1.70 

이미지
차원*

이미지 71.61 72.90 -1.29 

친근감 66.78 68.00 -1.22 

[표 4-7]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명성지수의 구성요소별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 이미지 차원은 명성지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75.54점),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74.09점) 등

이 높게 나타남

• 잠재고객의 경우 간접고객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잠재고객(학생)의 명성지수 평가항목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전

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임

• 전년에 비해 평가가 높아진 요소는 ‘기여활동 적극 홍보’(56.10점→59.77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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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차원별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의견 경청’(61.30점→64.04점), ‘사회적 문제 적극 지원’(64.50점→66.19점)등이었는데,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요소들의 개선 폭이 크다는 특징을 보임

• 한편,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구축 노력’(64.60점→64.69점) 등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

음에도 불구하여 변화 폭이 적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한 요소임

• 반면,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큰 요소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83.00점→76.93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79.60점→75.54점), ‘신뢰도’(73.80점→70.70점), ‘해양산업/

자원개발에 기여’(79.60점→75.70점) 등임

나. 해양(연)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는 ‘기관위상 차

원’이 85.56점으로 가장 높음

○ 차원별 명성지수를 살펴보면, ‘기관위상 차원’(85.56점)이 가장 높고 ‘경영차원 차

원’(76.81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75.56점), ‘서비스 질 차원’(72.36점)의 순으

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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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고객(학생) 역시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는 ‘기관위상 차원’이 73.81점으로 가

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경영차원 차원’(67.23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68.16점), ‘서비스 질

차원’(65.79점) 등이 비슷한 수준임

○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는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이 잠재고객(학생)에 비해 모든

차원에서 7~9점 가량 높은 편임

○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를 2009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은 모든 차원에서 전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반면, 잠재고객(학생)은 ‘기관위상

차원’은 상당히 낮아진 가운데 경영차원 차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서비스 질

차원’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항 목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잠재고객(학생)

평가 점수 GAP
(B-A)

평가 점수 GAP
(B-A)2010(B) 2009(A) 2010(B) 2009(A)

기관 위상 차원 85.56 78.90 6.66 73.81 78.40 -4.59

서비스 질 차원 72.36 67.30 5.06 65.79 65.20 0.59

경영 차원 76.81 70.00 6.81 67.23 68.20 -0.97

사회적 공헌(책임)차원 75.56 71.00 4.56 68.16 68.90 -0.74

[표 4-8]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차원별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단위 : 100점 만점)

☐ 잠재고객(학생)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해양(연)을 잘 알수록 ‘기관위상’에 대한

평가가 높음

○ 전반적으로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명성지수 남학생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높으며,

해양(연)에 대해 잘 알수록 높음

• ‘기관위상차원’의 경우 해양(연)을 잘 안다는 학생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명성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의 인지도를 강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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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구활동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

구  분

KORDI

명성지수
(학생)

기관위상 차원 서비스 질 차원 경영 차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전 체 68.77 73.81 65.97 67.23 68.16

성별
남학생 69.67 74.35 66.94 68.15 69.30

여학생 65.11 71.60 61.99 63.45 63.50

학교과정

별

3~4학년 68.51 73.38 65.49 67.00 68.22

대학원생 70.53 76.67 69.17 68.75 67.78

조사
지역별

수도권 69.32 75.07 67.09 67.17 68.15

경남권 68.49 73.16 65.38 67.26 68.17

해양(연)
인지도

잘 안다 73.21 81.09 69.04 71.58 71.19

이름만 들어 보았다 69.08 74.14 66.19 67.25 68.83

모름/무응답 64.12 66.74 62.71 63.55 63.52

[표 4-9] 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응답자 특성별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평가

(단위 : 100점 만점)

다.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분석

☐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의 해양(연) 호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차원별

명성지수는 ‘서비스의 질 차원’(r=0.818)로 분석됨

○ 각 차원별 명성지수와 해양(연) 호감도와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분석을

통해 각 차원별 명성지수의 호감도에 대한 영향력(상관계수(r)의 상대적 크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비스의

질 차원’(r=0.818, p<0.001)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영차원’(r=0.805, p<0.001),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r=0.791, p<0.001), ‘기관위상 차원’(r=0.767, p<0.0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차원별 명성지수의 해양(연)호감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자원별 명성지수의

중요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명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명성지수에 미치는 각

차원의 영향력은 ‘서비스의 질 차원’이 0.253의 중요도를 보였으나 여타 차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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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차원별 명성지수의 영향력(중요도)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경우, ‘경영차원’(r=0.477, p<0.001)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r=0.437, p<0.001), ‘기관위상

차원’(r=0.422, p<0.001) ‘서비스의 질 차원’(r=0.399, p<0.001)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각 차원별 명성지수의 해양(연) 명성지수에 대한 중

요도를 분석한 결과 ‘경영차원’의 중요도가 0.275로 가장 높음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Reputation Index는 77.46점으로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잠재고객(학생)의 명성지수는

68.77점임

○ 해양(연)에 대한 명성평가를 위해 기관 위상 차원, 서비스 질 차원, 경영차원, 사회적

공헌(책임)차원 등 4개의 차원별 평가와 해양(연)에 대한 체감적 호감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4개 차원별 명성지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간접

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기관 명성지수’는 77.46점임

•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4.3점 가량 향상된 것임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기관 명성지수는 68.7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

은 2009년의 72.50점에 비해 약간 하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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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명성지수(Reputation Index)

○ 잠재고객 응답자 특성별 해양(연) 명성지수는 남학생(69.67점)이 여학생(65.11점)보다

높고, 대학원생(70.53점)이 대학생(68.51점)보다 높음

• 또한 해양(연)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73.21점)이 이름만 들어보았다(69.08점)거나

모른다는 학생(64.12점)에 비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명성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의 인지도

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활동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의미함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의 해양(연) Reputation Index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과 ‘국가/사회 발전기여’,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라는 기관 고유의 미션에 대한 인식 유지·강화 필요

○ 해양(연)에 대한 명성평가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별 중요도가 높고 평

가가 높은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과 ‘국가/사회 발전기여’, ‘해양산업/자원개

발에 기여’라는 기관 고유의 미션에 대한 인식 유지·강화 필요

○ 한편, 명성지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주로

서비스의 질 차원의 구성요소인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스테이크홀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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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축 노력’,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국제 경쟁력’ 등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4-10]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의 명성지수 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 기관 위상 차원 (1) 신뢰도 (2) 꼭 필요한 연구기관 

▲ 서비스 질 차원
(3)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5)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구축 노력 

(4) 고객의견 경청 (6)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 경영 차원
(7) 구성원의 리더십 (9) 국제 경쟁력 

(8) 구성원에게 교육/계발기회 제공 (10) 개방적/투명한 방식  

▲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11)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14) 지역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12)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15) 사회적 문제 적극 지원  

(13) 기여활동 적극 홍보  (16) 고객/국민에게 이익제공   

☐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Reputation Index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

이라는 인식’과 ‘국가/사회 발전기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강화 필요

○ 해양(연)에 대한 명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별 중요도가 높고 평가가

높은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과 ‘국가/사회 발전기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국제 경쟁력’, ‘신뢰도’ 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

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0 KORDI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및 성과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146                                                                                       

[그림 4-11] 잠재고객(학생)의 명성지수 향상을 위한 Portfolio Matrix

▲ 기관 위상 차원 (1) 신뢰도 (2) 꼭 필요한 연구기관 

▲ 서비스 질 차원
(3)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5)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구축 노력 

(4) 고객의견 경청 (6)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 경영 차원
(7) 구성원의 리더십 (9) 국제 경쟁력 

(8) 구성원에게 교육/계발기회 제공 (10) 개방적/투명한 방식  

▲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11)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14) 지역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12)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  (15) 사회적 문제 적극 지원  

(13) 기여활동 적극 홍보  (16) 고객/국민에게 이익제공   

○ 한편, 명성지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구성원의 리더십‘ 등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전반적으로 명성지수의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평가가 낮다는 점에서 평가가

낮은 요소 중심의 평가향상 노력이 아니라 중요도가 높은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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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Ⅰ. 조사결과 요약

1. 연구활동 평가 및 R&D 수요분석

1. 연구목적 달성도 평가는 85.60%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최근 3년간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고객은 다른 연구고객층에 비해 낮은 목적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 연구고객의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목적 달성도는 평균적으로 85.60%로

비교적 높으나, 2008년 91.20%, 2009년 88.75%와 비교시 점진적인 하락경향

을 보임

○ 연구고객 특성별 목적달성도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2009년과 비

교해 볼 때, 핵심고객의 경우 88.95점에서 79.77점으로 9.18점이나 하락하였으며,

분원고객도 89.63점에서 80.61점으로 9.02점 하락함

• 반면, 민간고객, 본원고객, 일반고객의 목적달성도는 200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음

○ 정부 기초연구사업 및 수탁사업의 주요고객인 핵심고객을 중심으로 목적달성도 하

락이 실제 부정적 평가인지 아니면, 연차사업 중심의 핵심사업의 특성상 목적달성도

평가의 한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

된 경우 개선을 통해서 연구고객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연구사업별로 사업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단순한 연구 사업 평가를 지

양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고객평가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달성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요인은 ‘연구성과의 신뢰성/실질적 활

용’(55.8%)과 관련한 평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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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세’(29.9%),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과정(13.0%), 對고객서비스/응대태도

(7.8%)와 관련된 내용이 응답됨

• 한편, 목적 달성의 미흡한 점으로는 ‘결과 수준향상/실질적 성과/실용화 강화 필

요’(48.6%)와 관련된 문제의 지적이 가장 많음

• 이것은 연구고객은 해양(연)의 연구 질적 우수성 및 연구수행자의 전문성 등이 해

양(연) 연구사업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의미함

• 연구사업의 목적 달성도는 해양(연)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인 사업성과 평가라는 점에서 연구 프로젝트별로 연구고객의 평가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고객의 전반적 체감만족도는 82.64점으로 전년과 큰 차

이가 없고 평가 차원별로 연구성과, 고객서비스 차원 등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연구수행역량에 대한 평가는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3년간 연구고객이 해양(연)과의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체감한 전반적

만족도(체감만족도)를 살펴보면, 2008년 85.00점, 2009년 82.50점, 2010년

82.64점으로 분석되어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음

○ 이것은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는 82점대에서 안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함

☐ 차원별로는 ‘연구수행역량 차원’(84.73점)과 ‘고객서비스 차원’(85.52점), ‘연

구성과 차원’(83.66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 평가에 비해 높으나, ‘연구성과

활용 차원’(77.61점)은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3년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큰 폭의 등락이 없다는 점에서 해

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고객의 평가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연구성과 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성과 차원 만족도가 다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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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해양(연) 연구사업에 대한 전반적 체감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차원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우선적 개선과제는 ‘연구성과활용 차원’과 ‘고객서비스 차원’의

개선임

• 이것은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고객서비스, 연구성과 차원, 연구

수행역량과 관련하여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고객과 연구진의 소통

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함

• 즉, 연구성과 차원, 연구수행역량과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낮으나, 고객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더욱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차원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구성과 차원에서는 ‘연구목적

달성도’(84.09점), ‘시의성/최신성’(83.87점)의 평가가 높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요소

별 평가가 정체하거나 하락경향을 보임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81.72점), ‘연구성과 활용성’(82.58점), ‘연구비 대비 성과

가치’(81.501점), ‘질적 차별성’(80.22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다수 요소들

이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경향을 보임

• 연구고객 특성별 연구성과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요소에 대

한 평가에서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의 평가가 높고, 분원고객보다는 본원고객,

핵심고객보다는 일반고객의 평가가 높음

• 연구성과 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목적 달성도’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개

선요소 웨이트가 가장 큰 ‘연구비 대비 연구성과가치’에 대한 평가의 향상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수행역량 차원을 구성하는 평가요소별로는 ‘담당연구원의 전문성’(86.88점), ‘연구

원의 신뢰성’(86.43점) 등 연구수행자 개인차원의 평가가 비교적 높은 반면, ‘연구시설

및 장비’(81.29점),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84.30점) 등 기관차원의 수행역량차원

평가는 개인차원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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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역량 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수준’에 대한

연구고객의 평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요소는 단순한 연구정보의 DB화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고

객 등에 대한 성과확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연구시설 및 장비’

에 대한 평가는 중요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이나 다른 요소에 비해

평가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함

○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구체적인 요소별로 살펴보면, ‘연구성과 활용’(77.29점), ‘연구성

과 활용효과’(76.61점), ‘해양(연)의 추가정보 요청시 반응’(76.95점) 등 3개 요소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76~77점대에 분포하여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모든 평가요소가 전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은 실질

적인 연구성과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추가정보 요청

시 반응 등 서비스 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성과 활용’에 대항 평가를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즉, ‘연구성과 활용차원’ 만족도 향상을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質높은 연구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등

을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고객서비스 차원의 구체적인 평가 요소별로는 ‘고객에 대한 대응태도’는 84.95점으

로 2008년 85.10점, 2009년의 87.80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는 81.30점으로 2008년(81.10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84.50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짐

• 연구고객들은 외적인 대응태도, 친절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방면,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는 더 중요한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고객의 연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연구성과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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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연구활동과 관련한 5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 모든 항목

에서 70점대 후반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연구성과 활용도’ 평가가 78.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연구추진 투

명성’(77.78점), ‘고객대응태도’, ‘필요 정보 제공’(각각 76.67점), ‘고객의견반영’(75.56점)으

로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요소별 평가는 2009년에 비해 6~11점 가량 향상된 결과이지만 모든 요소에서 여

전히 70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간접고객의 향후 연구추진의사에 대한 영향력(중요도) 및 요소별 평가의 Gap를 고

려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고객의견반영’, ‘연구추진 투명성’ 등의 평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고객의 연구사업에 대한 불만제기율은 28.0%로 2009년의 15.0%에 비해

13.0%p 상승함

○ 이것은 2009년에 85.0%가 불만제기 경험이 없고, 15.0%만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에 비

해 불만제기 경험율이 13.0%p 높아진 것임

• 연구고객 특성별로는 정부기관, 핵심고객의 불만제기율이 높음

• 구체적인 불만내용은 ‘연구수행과정과 관련한 불만’(61.5%)이 ‘연구내용상의 불

만’(50.0%) 보다 더 많음

• 불만 제기자의 개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단지 1.1%만이 ‘불만제기/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7.2%는 ‘불만제기/약간 개선’, 9.7%는 ‘불만

제기/개선 안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제기한 대

다수 연구고객들은 불만제기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특히, 연구사업 불만제기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제기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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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고객의 향후 연구과제 수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의사도 매우 높다

☐ 향후 연구과제 수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구고객은 향후 해양(연)과의 연구과제 수행 규모 변화에 대해 11.8%가 ‘매우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0.9%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절반이 넘

는 52.7%가 현재 수준에 비해 연구과제 수행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연구과제 수행규모의 증가는 정부가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해양강국 G5 진입을

목표로 해양R&D분야에 대해 연평균 23.8%의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의 해양 R&D규모의 증가세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핵심고객의 R&D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과제의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간접고객의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의사는 83.3%로 2009년의 69.2%에 비해

상당히 높아짐

○ 해양(연)의 연구정보를 정책 및 사업에 활용하는 고객(간접고객, 직접 위탁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고 해양(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고객)의 향후 해양(연) 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 의사를 조사한 결과, 27.8%가 ‘매우 많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55.6%는 ‘어느정도 있다’는 의사를 보여 간접고객의 83.3%가 잠재적으로 연구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다수 간접고객이 해양(연)과의 연구개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따

라서 해양(연)이 연구고객의 영역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해양(연) 연구정보를 활

용하는 간접고객(잠재적인 고객군)에 대한 DB 구축/확대 및 연구성과 활용을 위

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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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고객의 향후 주요 연구 개발 관심분야는 ‘해양환경자원분야’(37.0%), ‘해

양운송 시스템’(32.1%), ‘해양개발/시스템분야’(27.2%) 등임

○ 그 다음으로는 ‘해양 기후・ 환경 분야’(24.7%), ‘해양생물자원분야’(22.2%), ‘해양안전

방제분야’(2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조사에 응한 간접고객(기업고객)중 해양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관심을 가진 기관 중

해양연구원 혹은 관련 외부전문기관과 수행하기를 바라는 연구주제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해양환경자원분야’(43.3%)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안항만

공학분야’(36.7%), ‘해양개발시스템 분야’(30.0%), ‘해양기후환경분야’(26.7%), ‘해양안전

방제분야’(26.7%), ‘해양운송시스템분야’(23.3%), ‘해양과학기술정책분야’(20.0%), ‘해양

생물자원분야’(16.7%)의 순으로 조사됨

○ 간접 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기술관련 가장 큰 관심 영역은 ‘신기술/기술

개발’(필요정보 83.9%, 입수 어려운 정보 73.5%)이며, 잠재고객(학생)이 가장 관심 갖

는 필요 정보는 ‘신기술/기술개발관련 정보’(65.1%)이며, 구하기 어려운 정보는

‘SW/HW 시스템’(50.6%)임

4. 전반적으로 연구고객, 간접고객이 기대하는 해양(연) 연구성과 향상 및 對고객 

서비스 향상과제는 ‘연구 수행능력 강화/기술개발역량 강화’이다

☐ 연구고객 및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향상 및

對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연구 수행능력 강화/기술개발역량 강

화’를 가장 중요시함

○ 연구고객(62.2%)과 간접고객(41.7%) 모두 ‘연구 수행능력 강화/기술개발역량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가장 많이 지적함

• 연구고객의 연구활동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연구수행 역량

강화이며, 이를 토대로 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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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경우 ‘연구원의 수행능력/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더

불어 ‘원활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41.7%)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지적했다

는 점에서 홍보, 성과확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실태 분석

1. 연구고객의 수행중인 연구성과 활용 경험율은 63.4%이며, 간접고객은 86.1%, 

잠재고객(학생)은 28.1%가 해양(연)이 생산한 연구정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전년의 75.2%에 비

해 다소 낮아짐

전반적으로 연구고객, 간접고객이 기대하는 해양(연) 연구성과 향상 및 고객 

서비스 향상과제는 ‘연구 수행능력 강화/기술개발역량 강화’이다

☐ 연구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경험율은 63.4%로 전년의 75.2%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연구고객이 연구사업 결과, 공동연구 성과물, 한국해양연구원 고유사업의 연구성과물

등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연구성과물을 학술연구, 정책자료, 사업자료 등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63.4%가 활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관 특성별로는 정부기관(60.7%)보다는 민간기관(68.8%)의 활용경험이 높고,

고객수준별로는 핵심고객(73.3%)의 활용율이 일반고객(58.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의 주요 핵심고객인 정부부처, 특히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산

업진흥원 등 핵심고객 층의 연구성과 활용율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

음을 의미함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연구성과 활용 경험율은 86.1%로 매우 높고, 잠

재고객(학생)은 28.1%의 활용한 경험율을 보임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 경험율은 86.1%이며, 이

러한 결과는 2009년의 65.5%에 비해 상당히 높음 것임

○ 잠재고객(학생) 의 28.1%가 해양(연)이 제공하는 연구정보 활용 경험을 가지고 있

으며, 해양(연) 인지학생의 활용 경험율은 2009년에 비해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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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응용 및 상업화

기술연구’(54.8%)임

○ 간접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응용 및 상업화 기술연

구’(54.8%)이며, 잠재고객(학생)은‘학술연구/리포트 작성’(63.2%)을 위해 해양(연) 연

구정보를 활용

○ 잠재고객(학생)이 해양(연)에 대해서 주로 기대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해양과학 정

보’(38.0%), ‘각종 연구 성과물/논문 등의 자료’(36.4%) 등임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에게 해양(연)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중 부

족하여 좀 더 보강하기를 바라는 정보에 대해 ‘일반적인 해양과학 정보’(38.0%),

‘각종 연구 성과물/ 논문 등의 자료’(36.4%)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음

○ 한편, 연구고객은 연구성과 비활용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없다는

점’(41.2%)을 주로 지적함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 만족도는 74.38점임

○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정보 이용 학생의 만족도는 66.60점이며, 타기관 정

보이용 만족도는 67.75점으로 큰 차이가 없음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기술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85.00점으로 매

우 높은 반면, 잠재고객(학생)은 73.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2.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정도(73.76점)와 성과 확산노력(74.19점)의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며, 연구성과 확산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련분야 첨

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이다

☐ 연구고객은 해양(연)의 성과 확산정도(73.76점)와 성과 확산노력(74.19점)의 평

가가 비슷한 수준임

○ 연구고객의 성과 확산정도 평가는 2009년의 77.00점에 비해 다소 낮으며, 성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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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노력은 2009년의 75.80점과 비슷한 수준임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성과확산 정도 평가는 67.78점으로 2009년의

63.00점에 비해 긍정적이며, 잠재고객(학생)은 55.98점으로 2009년의 57.30점에 비

해 약간 낮아짐

• 성과확산노력의 경우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

노력에 대해 67.78점의 평가를 하여 2009년의 62.30점에 비해 긍정적이며, 잠재고

객(학생)의 연구성과 확산노력에 대한 평가는 61.24점으로 2009년의 62.0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구성과 확산목표로 간접고객의 47.2%는 해양(연)이 ‘공공연구활동의 사회

경제적 효과 극대화 노력’을 지적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특정 이전대상 기관에 개발된 원천기술/지식의 이전’(27.8%)과 ‘산업

계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신기술의 개발’(25.0%)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 이러한 결과는 해양(연)과 직접적인 연구활동을 하지않더라도 해양(연)이 생산하는

연구정보를 사업, 연구, 정책 등에 활용하는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들은

해양(연)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신기술의 개발과 성과물의 산업계

이전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연구고객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잠재고객(학생) 모두 해양(연)의 연

구성과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

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

○ 연구고객에게 해양(연)이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양(연)이 해야 할 과제별 중요도

를 5점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7.74점)에 대한 중요도 평가

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86.24점),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84.73점), ‘인력교류/출

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83.01점),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80.86점),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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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순으로 분석됨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연구고객과 마찬가지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87.78점)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으며, 그 다

음으로는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86.67점), ‘정책자문등 관련 연

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82.22점), ‘인력교류/출판/세미나 등을 통

한 핵심노하우의 이전’(81.67점),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

여’(81.11점),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75.00점)의 순으로 분

석됨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 역시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

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77.90점)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정

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73.21점), ‘인력교류/출판/

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73.61점),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74.51점),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74.25점), ‘벤처창업

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72.23점)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3. 해양(연) 연구성과물의 향후 활용의사는 연구고객(85.16점)과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85.00점)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연구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사는 85.16점으로 2009년의 85.20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연구성과물 활용의사는 85.00점으로 2009년의

81.60점에 비해 상당히 향상됨

☐ 연구성과 활용 확대의 중점개선과제로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

을 가장 중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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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 확대의 중점개선과제로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26.9%)과 ‘장비 및 인력 확충’(25.8%)을 인식하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성과

및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15.1%)를 지적함

• ‘연구성과 확산 적극성/다양성 강화’,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이용

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각각 10.8%) 등은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음

○ 간접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은 해양(연) 연구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및

보완과제로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개발’(88.33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

임

• 그 다음은 ‘연구성과 확산의 적극성 및 다양성 강화’(83.89점)를 지적하고 있음

• 이밖의 ‘이용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81.67점),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81.11

점),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79.44점)는 비슷한 수준이며, ‘장비

및 인력 확충’(76.11점)에 대해서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임

3. 해양(연) 이미지 분석

1. 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학생의 16.3%만이 해양(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

식을 하고 있으며, 해양(연)의 호감도는 간접고객(82.22점)이 학생(75.03점)에 

비해 높다

☐ 잠재고객(학생)의 16.3%가 해양(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해양과학기술분야 전공 학생의 63.9%는 애양(연)에 대해 ‘이름은 들어보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19.8% ‘잘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잠재고객(학생)의 경우 해양(연) 인지는 ‘학교’에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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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해양(연)에 대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학

교’(37.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른 사람/주위사람’(21.3%), ‘인터

넷’(26.0%), ‘업무/수업’(2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잠재고객(학생)은 해양(연)에 대해 ‘해양 연구 및 연구기관’(79.9%)과 관련된 내용

을 주로 연상하고 있음

• 잠재고객(학생)은 대체로 해양(연)의 역할, 기능과 관련한 연상이미지를 많이 가지

고 있으며, 해양(연)이미지의 랜드마크적 이미지는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해양(연)

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발을 위한 사업 등의 개발이 필요함

☐ 간접고객(41.7%), 잠재고객(41.7%, 34.2%) 모두 해양(연)의 가장 중요한 해양

(연)의 기능/역할에 대해 ‘해양자원 개발/ 해양 환경보전/해양과학 정책연구’

(각각 41.7%, 34.2%)로 인식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은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27.8%),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

전 관련 기술의 개발’(11.1%)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음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 학생)은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28.0%)를 지적하고 있으며, 잠재

고객(학생)의 경우 ‘극지 환경/자원에 관한 연구와 남극과학기지의 운영‘(학생 19.1%,

간접고객 2.8%)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연)의 역

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간접고객(기업/정책고객)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잠재고객(학생)은 극지관련 연구는 해양(연) 부설 독립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연)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호감도는 82.22점으로 비교적 높고 잠

재고객(학생)은 75.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간접(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호감도 평가 결과는 30.6%가 ‘매우 호감이

간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55.6%는 ‘대체로 호감이 간다’고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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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86.2%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간접고객의 호감도는 2009년의 79.7점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임

○ 잠재고객(해양과학기술관련 전공학생)의 경우, 간접고객과 달리 단지 9.3%만이

‘매우 호감이 간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61.4%가 ‘대체로 호감이

간다’ 평가를 하여 70.7%가 긍정적인 호감도를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 평가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잠재고객의 호감도는 2009년의 76.7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 간접고객의 해양(연) 명성지수는 77.46점으로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상당

히 높아졌으며, 잠재고객(학생) 명성지수는 68.77점으로 간접고객에 비해 비교

적 낮다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85.56점), 잠재고객(학생)(73.81점) 모두 의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는 ‘기관위상 차원’이 가장 높음

○ 간접고객의 차원별 명성지수를 살펴보면, ‘기관위상 차원’(85.56점)이 가장 높고 ‘경

영차원 차원’(76.81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75.56점), ‘서비스 질 차원’(72.36

점)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잠재고객(학생) 역시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는 ‘기관위상 차원’이 73.8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경영차원 차원’(67.23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68.16점), ‘서

비스 질 차원’(65.79점) 등이 비슷한 수준임

•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는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이 잠재고객(학생)에 비해 모

든 차원에서 7~9점 가량 높은 편임

• 명성지수 차원별 평가를 2009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간접고객(기업 및 정책고객)

은 모든 차원에서 전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반면, 잠재고객(학생)은 ‘기관위상

차원’은 상당히 낮아진 가운데 경영차원 차원’, ‘사회적 공헌(책임) 차원’, ‘서비스

질 차원’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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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의 해양(연) Reputation Index는 77.46점으로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잠재고객(학생)의 명성지수는

68.77점임

○ 해양(연)에 대한 명성평가를 위해 기관 위상 차원, 서비스 질 차원, 경영차원, 사회적

공헌(책임)차원 등 4개의 차원별 평가와 해양(연)에 대한 체감적 호감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4개 차원별 명성지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간접

고객(잠재 기업 및 정책고객)의 ‘기관 명성지수’는 77.46점임

•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72.80점에 비해 4.3점 가량 향상된 것임

○ 잠재고객(해양관련 전공 학생)의 기관 명성지수는 68.7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

은 2009년의 72.50점에 비해 약간 하락한 것임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 모두 해양(연) Reputation

Index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과 ‘국가/사회 발전기여’, ‘해

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라는 기관 고유의 미션에 대한 인식의 유지·강화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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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

☐ 해양(연) 연구고객,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 잠재고객(해양과학기

술관련 전공 학생)의 연구성과 만족도 평가/수요분석, 연구성과 활용실태, 인지

도 및 명성 평가 등을 통해 해양(연)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평가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본 조사․연구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양(연) 연구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큰 변화가 없으

나 연구성과 활용차원의 평가는 다소 하락하고 있다

•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연구성과 활용차원’과 ‘고객서비스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성과차원, 활용차원 등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개별 연구프로젝트별 질적인 향상이 도모되어야 하며, 고객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해양(연) 연구성과의 확산 노력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향상시켜야 한다

• 기업 및 정책고객 및 학생 등 해양(연)이 생산한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활동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련분

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성과확산 홍보의 지속성, 적극성, 효율성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셋째, 해양(연) 명성 제고를 통한 호감도 향상을 위한 위상강화 사업의 발굴

및 홍보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해양(연)의 미션을 강화할 수 있고, 스테이크홀더 그룹의 태도변화에

영향을줄수 있는 사업의 개발 뿐만 아니라 체계적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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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의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성과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연구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연구성

과활용, 연구수행역량에 대한 평가는 전년대비 하락 폭이 상당히 큼

○ 또한, 전반적으로 핵심고객과 정부고객 등 해양(연)의 연구사업, 위상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고객집단에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연구성과 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성과차원 만족도가 다

소 낮다는 점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

○ 한편,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핵심

인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이의 전달과정에 대한 관리의 표준화와 체계화

를 강화함으로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별로 현재의 평가수준이 나타난 원인

을 진단하고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고객서비스 방법 뿐만 아니라

해양(연) 표준화된 고객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또한, 효율적 연구정보제공을 위한 DB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과정

에서 발생하는 對고객서비스 현황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도 고객서

비스 평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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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적 고객의 효율적인 연구정보 접근의 지원을 통해서 연구성과 확산노력

에 대한 평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 및 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의 해양(연) 연구성

과 확산정도 및 확산노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간접고객의 연구성과 확산정도는 67.78점, 잠재고객은 55.98점에

불과하여, 연구성과 확산노력에 대해서는 간접고객은 74.19점, 잠재고객은

67.78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고객과 달리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에

대해서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연구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정보DB의 구축, 활용 등을 통해서 연구성과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기업 및 정책고객 및 학생 등 해양(연)이 생산한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들의

해양(연) 연구성과 확산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첨

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성과확산 홍보의 지속성, 적극성, 효율성 등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3.
해양(연) 위상강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의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 간접고객(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 및 잠재고객(학생) 등 해양(연)을 둘러싼

스테이크홀더 그룹에서는 해양(연)의 명성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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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과 ‘국가/사회 발전기여’, ‘해양산업/자원개발에 기여’라는 기관

고유의 미션에 대한 인식 유지·강화 필요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할 과제는 주로 서비스의 질 차원의 구성요소인 ‘구성원 간 원활한 의

사소통’, ‘스테이크홀더와 관계구축 노력’, ‘최고의 연구성과 제공’, ‘국제 경

쟁력’ 등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잠재 기업고객/정책고객 및 학생 등의 해양(연)에 대한 명성의 강화를 통한

호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양(연)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사업의 발

굴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스테이크홀더그룹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명성지수 강화방안이 될 것임





    부  록 1 질  문  지

1. 연구고객 질문지

2. 기업 및 정책고객 질문지

3. 해양관련학과 학생의견조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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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고객 반응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연구원은 2009년 하반기~2010년 상반기에 수행하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위탁/
공동 연구 고객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연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 도
출을 위하여「한국해양연구원 연구고객 반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고견은 한국해양연구원 고객 서비스 및 제공하는 연구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
은 통계법에 따라 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적인 응답결과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의 진행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누리리서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제공
하는 연구성과에 대해 평소 생각하시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조사주관기관] 

KORDI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누리리서치

☞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① 한국해양연구원 성과확산팀 조규표 ☎ (031)-400-7691 e-mail : gpcho@kordi.re.kr
   ② (주)누리리서치 연구팀 최규갑․신재명 ☎ (02) 334-9466 e-mail : doycan@researchi.co.kr

질문지 작성시 유의사항
① 각 질문의 응답란 혹은 응답항목 번호 앞 ___에 ✔표 또는 번호를 적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② 작성하신 질문지를 FAX로 보내실 경우, 11월 25일까지 다음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FAX No. : (02) 334-9467  수신자 : (주) 누리리서치 『한국해양연구원 연구고객 반응조사』담당자
③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하오니 질문지를 FAX 로 보내실 때, 주소

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기관명 부서명
답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    )          -
자 주  소



                        2010 KORDI 연구성과 이용자 반응 및 성과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172                                                                                         

◈ 한국해양연구원과의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 기관(부서)이 최근에 한국해양연구원과 함께 위탁 또는 공동으로 수행했던 다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업명
문1) 귀 기관(부서)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 연구’의 목적(연구목표)은 어느 정

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기획한 초기의 기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연구

목적 달성정도를 %로 평가해 주십시오.

□ 초기 조사기획단계 기대의 %정도 달성

문1-1) 그럼, 연구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특히 어떤 점이 우수하였습니까? 또한 미흡한 점(앞으

로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할 경우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 등)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

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혹은 개선해야

할 점

문2) 귀 기관(부서)이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 연구’의 성과에 대

한 평가를 항목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할 경우 1점, 매우

만족할 경우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제공받은 연구성과의 활용성 ① ② ③ ④ ⑤

2) 제공받은 연구성과의 시의성/최신성 ① ② ③ ④ ⑤

3) 제공받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완성도 ① ② ③ ④ ⑤

4) 연구비 대비 연구성과의 가치 ① ② ③ ④ ⑤

5) 유사 연구기관 대비 연구성과의 질적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6) 연구목적(목표)의 달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연구성과의 활용성, 시의성, 질적 우수성, 연구비 대비 가
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성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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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수행과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3)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수행역량에 대한 측면별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할 경우 1점, 매우 만족할 경우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2) 연구정보 축적 및 관리의 수준 ① ② ③ ④ ⑤

3) 연구 시설 및 장비 ① ② ③ ④ ⑤

4)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신뢰성 ① ② ③ ④ ⑤

5)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성, 연구정보의 축적 및 관
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수행역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고객 서비스 측면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 1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고객에 대한 대응 태도
   (문의/요청에 대한 대응 태도, 친절도, 응대의 성실성) ① ② ③ ④ ⑤

2) 연구사업 및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관리(A/S) ① ② ③ ④ ⑤

3) 고객대응 태도, 사후관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5) 연구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연구성과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의 서비스/

성과물/수행역량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_①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없다

____②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____③ 불만을 제기한 후 약간 개선되었다

____④ 불만을 제기한 후 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

문5-1)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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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 활용 경험 및 이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6) 귀 기관(부서)은 연구사업 의뢰결과, 공동연구 성과물, 한국해양연구원 고유사업의 연구성

과물 등 한국해양연구원의 각종 연구성과물을 학술연구, 정책자료, 사업자료 등으로 활용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_① 있다 ☞ 문6-1)부터 응답한 후, 문8)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____② 없다 ☞ 문7)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문6-1) (문6에서 “①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측

면별 평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할 경우 1점, 매우 만족할 경우 5점 척도

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연구성과의 활용 ① ② ③ ④ ⑤

2)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효과
  (결과 또는 파급 효과) ① ② ③ ④ ⑤

3) 추가정보 및 자료 요청시 해양연구원의 반응 ① ② ③ ④ ⑤

4) 연구 성과 활용, 결과등을 고려한  성과물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7) (문6에서 “② 없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이제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의 각종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①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____② 연구성과물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____③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____④ 장기 프로젝트 등의 이유로 연구가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____⑤ 연구 데이터 공개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____⑥ 연구성과물이 특정 부분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____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8) 한국해양연구원과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연구성과, 연구수행역량, 고객대응태도

및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항 을 고려한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

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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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한국해양연구원과 연구사업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수행했던 연구사업이 다

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해양(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 긍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해양연구원은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해양연구원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해양연구원이 우리나라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자원 개발
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 확산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0)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이나 보유기술 등이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알려져 

있다

매우 많이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사업이나 보

유기술 등에 대한 홍보 및 성과 확산 노력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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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해양(연)이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2)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
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3) 인력교류/출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 ① ② ③ ④ ⑤

4) 연구성과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 ① ② ③ ④ ⑤

6)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 ① ② ③ ④ ⑤

문13) 귀 기관(부서)은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그렇다 어느정도있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 기관(부서)에서 앞으로 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학술목적, 기술개발, 정책개발 등에 효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원의 어떤 점들이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____① 연구성과 확산의 적극성/다양성 강화

____②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

____③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____④ 장비 및 인력 확충

____⑤ 연구성과 및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

____⑥ 이용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

____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문15)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꼭 활동해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연구성과 확산방법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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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 이용고객의 욕구 및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6) 귀 기관(부서)에서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과의 의뢰 또는 공동연구 과제의 수행 규모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매우 줄어들 것이다 <전혀 없을 것이다> ☞ 문17)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____②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 문17)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____③ 비슷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 문18)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____④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매우 많을 것이다> ☞ 문18)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____⑤ 매우 늘어날 것이다 ☞ 문19)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문16에서 “① 매우 줄어들 것이다” 또는 “②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경

우) 귀하께서는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규모가 줄

어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____① 연구성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____② 연구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____③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확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____④ 고객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____⑤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____⑥ 예산 배정 문제

____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문18)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은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연구고객이 실질적으로 필요

로 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향후, 해양연구원 혹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때, 꼭 수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주제 혹은 과제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모두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관심분야
□1) 해양 기후환경분야 연구         □2) 해양 생물자원분야 연구
□3) 해저 환경․자원분야 연구 □4) 연안․항만공학 분야 연구
□5) 해양개발․시스템 분야 연구 □6) 해양 안전방제 분야 연구
□7) 해양 운송 시스템 분야 연구 □8) 해양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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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1)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주

제 혹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만약 그 연구를 실시한다면 예상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 예상 실시시기

① 200  년   월경

② 200  년   월경

③ 200  년   월경

문19) 끝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성과의 향상이나 연구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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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 이용 고객 및 정책 고객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연구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정책고
객의 해양(연)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 성과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201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 이용 고객 및 정책 고객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해양연구원 고객 서비스 및 제공하
는 연구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진행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누리리서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제공
하는 연구성과에 대해 평소 생각하시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조사주관기관] 

KORDI 한국해양연구원

성과확산팀 조규표 
☎ (031)-400-7691

[조사수행기관] 

(주)누리리서치

연구팀 최규갑․신재명 

☎ (02) 334-9466

다음의 유의사항을 읽고 나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각 질문의 응답란 혹은 응답항목 번호 앞의 ○에 ∨표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고자 하오
니, 조사를 마친 후 주소와 이메일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해양연구원 성과확산팀(☎031-400-7691) 혹은 (주)누
리리서치 (☎02-334-9466 해양(연)정책고객조사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 먼저 해양관련 정보 관심도관련 질문입니다.

문1) 귀하(귀사)는 해양관련 과학기술, 해양자원연구, 해양환경보호 등 해양과학기술에 대해 얼

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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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귀하(귀사)께서 현재 해양과학기술 정보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

기를 보고 해양과학기술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선순위 3가지 응답)

1순위 ________, 2순위 __________, 3순위 _________

문2-1) 귀하(귀사)께서 현재 해양과학기술 정보중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를 보고 해양과학기술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선순위 3가지 응답)

1순위 ________, 2순위 __________, 3순위 _________

< 보기 > 1) 정책, 제도, 법령 등 2) SW/HW 시스템          

          3) 신기술, 기술개발                 4) 시장, 마케팅 등           

          5) 관련기관, 연구소                 6) 전문인력, 연구자 등 

          7) 시설, 측정, 장비 등         8) 특허, 산업 재산권 등     

          9) 학술연구                        10) 기타 (            )

문3) 귀하(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각종 연구성과물을 사업자료, 학술연구,

정책자료, 사업자료 등으로 활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위탁연구

○2 공동연구

○3 기술이전

○4 연구정보 이용

○5 기타

○6 활용경험이 없다

문3-1) (문3에서 활용하는 경우) 귀하(귀사)는 수집한 해양기술 정보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

십니까?

○1 기술산업/연구동향 파악

○2 관련연구분야 연구자들과의 정보교류

○3 인력양성교육

○4 응용 및 상업화 기술개발

○5 신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6 학술연구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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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 (문3에서 활용하는 경우) 귀하(귀사)는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의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해양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4) 한국해양연구원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양(연)의 연구정보 등을 이용하면서 느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 1점, 매우 그럴 경우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양(연)은 연구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양(연) 연구내용은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양(연)의 연구 추진과정이 투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해양(연)의 고객대응태도(서비스)는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해양(연)이 제공하는 연구성과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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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구원에 대한 인식․평가관련 질문입니다

문5)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양연의 연구정보등을 이용하면서 느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 1점, 매우 그럴 경우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한국해양연구원 연구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해양연구원은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해양연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해양연구원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해양연구원이 우리나라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자원 개발
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양연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해양연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이나 일반국
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고객, 정부기관 등 핵심 스테이크 홀더와의 관계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구소의 기술, 장비, 인력 등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해양연 구성원들간에 개방적으로 자주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해양연의 구성원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해양연은 고객이나 국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해양연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해양연은 최고의 연구성과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미지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한국해양연구원은 국제경쟁력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8) 한국해양연구원은 친근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귀사)는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갑니까?

○1 매우 호감이 간다

○2 대체로 호감이 간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5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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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다양한 기능 및 역할들입니다. 귀하(귀사)께서 생각하시기에 가

장 중요한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2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와 해양과학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3 극지 환경/자원에 관한 연구와 남극과학기지의 운영

○4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

○5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 연구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6 산업계 및 공공부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7 기타

◈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평가 질문입니다.

문8)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이나 보유기술 등이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알려져 

있다

매우 많이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귀사)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사업이나

보유기술 등에 대한 홍보 및 성과 확산 노력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하(귀사)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 확산방향(목표)는 어떤 부분

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공공연구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극대화 노력

○2 연구성격상 산업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신기술의 개발

○3 특정 기업/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에 개발된 원천기술/지식의 이전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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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귀하(귀사)는 다음과 같은 해양(연)이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얼

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2)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
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3) 인력교류/출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 ① ② ③ ④ ⑤

4) 연구성과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 ① ② ③ ④ ⑤

6)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 ① ② ③ ④ ⑤

문12) 귀하(귀사)는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

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있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귀하(귀사)께서 앞으로 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학술목적, 기술개발, 정책개발 등에 효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연구성과 확산의 적극성/다양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연구의 실용성 강화 및 기술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연구성과 및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① ② ③ ④ ⑤

4) 장비 및 인력 확충 ① ② ③ ④ ⑤

5) 연구수행 역량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이용고객과의 협조 및 연계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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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것 중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해주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한국해양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꼭 해야 할 연구라

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5) 그럼,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꼭 활동해 할 것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연구성과 확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6) 귀하(귀사)는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 공동 혹은 위탁 연구개발을 의뢰할 의사 가 어

느 정도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있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앞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은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연구고객이 실질적으로 필요

로 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향후, 해양연구원 혹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때, 꼭 수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주제 혹은 과제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모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주제

혹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만약 그 연구를 실시한다면 예상하는 시기는 언

제입니까?

연구개발관심분야
□1) 해양 기후환경분야 연구         □2) 해양 생물자원분야 연구
□3) 해저 환경․자원분야 연구 □4) 연안․항만공학 분야 연구
□5) 해양개발․시스템 분야 연구 □6) 해양 안전방제 분야 연구
□7) 해양 운송 시스템 분야 연구 □8) 해양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 예상 실시시기

① 200  년   월경

② 200  년   월경

③ 200  년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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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 끝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성과의 향상이나 연구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선

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통계분류를 위하여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자 ○2 여자

DQ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만 나이 기준)

○1 20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 기업고객(기업종사자)만 작성

DQ4) 귀사의 상호 및 업종은? [ ]

회사명

업종

주생산품

DQ5) 귀사의 2008~2010년도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 매출액 억원 2008년 R&D예산 억 천만원

2010년 (예상매출) 억원 2008년 R&D예산 억 천만원

◈ 끝으로 참여하신 분들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답례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으시면 적지 않

으셔도 됩니다.

☞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

☞ 귀하의 이름은?

☞ 귀하의 주소는?

☞ 귀하의 전화번호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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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성과 이용자 조사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누리리서치에서 일하는 조사원 ○○○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
성과의 보급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한국해양연구원 정보 서비스 및 연구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사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하여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조
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적인 응답결과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니,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해 평소 생각
하시던 것을 꾸밈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조사주관기관] 

KORDI 한국해양연구원

성과확산팀 조규표 
☎ (031)-400-7691

[조사수행기관] 

(주)누리리서치

연구팀 최규갑․신재명 

☎ (02) 334-9466

조사지역 학년 ( )학년

조사대학 성별 ○1 남자 ○2 여자

이름 조사일시

◈ 먼저 한국해양연구원의 인지도 및 이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오늘 이전에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었다

○2 이름은 들어 보았다

○3 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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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문1에서 “①, ② 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국해양연구원

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텔레비전 □ 2신문 □ 3라디오 □ 4잡지 □ 5서적

□ 6인터넷 □ 7다른 사람/주위 사람 □ 8업무/수업으로 인해서

□ 9학교에서 □ 10기타

문2) 귀하께서 “한국해양연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평소 알고 있는 것이나 가장 먼저 생각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모두 적어 주십시오.

◈ 지금부터는 해양연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 귀하께서는 해양관련 과학기술, 해양자원연구, 해양환경보호 등 해양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관심이 있다

○5 매우 관심이 있다

문4)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해양기술 정보를 수집하십니까?

○1 기술산업/연구동향 파악

○2 관련연구분야 연구자들과의 정보교류

○3 인력양성교육

○4 응용 및 상업화 기술개발

○5 신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6 학술연구/리포트 작성

○7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

문5)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해양관련 과학기술, 해양자원연구, 해양환경보호 등

해양관련 연구 및 신기술관련 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이용한다

○2 몇 번 이용한 적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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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귀하께서 한국해양연구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양관련 연구 및 기술 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7) (문6에서 있는 경우)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8)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생산한 연구 및 기술관련 정보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9) (문6에서 다른 연구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생산한 연구 및 기술관련 정보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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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귀하께서 현재 해양기술 정보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

로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___, 2순위 __________, 3순위 _________

문11) 귀하께서 현재 해양기술 정보중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

로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___, 2순위 __________, 3순위 _________

보기
1) 정책, 제도, 법령 등 2) SW/HW 시스템

3) 신기술, 기술개발 4) 시장, 마케팅 등

5) 관련기관, 연구소 6) 전문인력, 연구자 등

7) 시설, 측정, 장비 등 8) 특허, 산업 재산권 등

9) 학술연구 10) 기타 ( )

문12) 귀하께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중 부족하여 좀 더 보강하기를 바라

는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있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1 한국해양연구원의 각종 연구사업 관련 정보

□2 한국해양연구원의 각종 연구 성과물/논문 등의 자료

□3 일반적인 해양과학 정보

□4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소식 및 관련 뉴스

□5 각 분원(남해연구소,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극지연구소 등)에 대한 소식

□6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하는 일, 근무하는 직원 등 일반적인 정보

□7 정부기관, 학교 등 관련 사이트 링크 등 유관분야 정보

□8 기타

문13)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다양한 기능 및 역할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2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와 해양과학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3 극지 환경/자원에 관한 연구와 남극과학기지의 운영

□4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

□5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 연구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6 산업계 및 공공부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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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정보 등을 이용하면서 느낀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 1점, 매우 그럴 경우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정........................................> 긍정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해양연구원 연구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해양연구원은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해양연구원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일하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해양연구원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해양연구원이 우리나라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자
원 개발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해양연구원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의
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해양연구원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이나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국해양연구원은 고객, 정부기관 등 핵심 스테이크 
홀더와의 관계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한국해양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
구소의 기술, 장비,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국해양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국해양연구원은 구성원들간에 개방적으로 자주 커
뮤니케이션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해양연구원의 구성원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쉽
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한국해양연구원은 고객이나 국민들에게 이익을 제공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국해양연구원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와 자
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한국해양연구원은 최고의 연구성과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미지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한국해양연구원은 국제경쟁력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8) 한국해양연구원은 친근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한국해양연구원은 취업하여 일하고 싶은 기관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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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갑니까?

○1 매우 호감이 간다

○2 대체로 호감이 간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5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 다음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 확산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이나 보유기술 등이 한국해

양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이 알려져 있다

○2 대체로 알려져 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다

○5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문17) 귀하께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사업이나

보유기술 등에 대한 홍보 및 성과 확산 노력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5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18)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해양(연)이 연구성과 확산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정책자문등 관련 연구개발/기술이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2) 관련분야 첨단기술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첨단화를 위
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3) 인력교류/출판/세미나 등을 통한 핵심노하우의 이전 ① ② ③ ④ ⑤

4) 연구성과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위탁연구/공동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기여 ① ② ③ ④ ⑤

6) 벤처창업지원/인큐베이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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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그럼,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

원이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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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해양연구원이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미션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관리에 기반한 경영임

○ 한국해양연구원이 세계일류의 종합 해양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관 미션 및 비전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연구고객,

잠재고객, 일반 국민 등 해양(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그룹의 평가 및 명성의 강화를

필요로 함

○ 이해관계자 그룹의 평가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미션을 수행하는 내부고객의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 및 지속적 실행이 중요함

○ 해양(연)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세계일류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와 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경영혁신 노력의 결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및 실전과제의 조정이 중요함

○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기획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

○ 또한,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상의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해양(연)은 혁신 경영에 따른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내부고객(종사자)의 평가를 진단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이러한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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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만점환산식  
 

×  조사척도 응답결과 

2. 조사 내용 및 분석 모형

☐ 조사의 주요내용은 경영성과 측정의 주요 지표인 조직 미션 비전에 대한

공감도, 조직 만족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구 분 조사내용

경영목표 인지도
․ 해양(연) 미션(사명) 인지도

․ 해양(연) 비전 인지도

경영목표 공감도
․ 해양(연) 미션(사명) 명확성 평가

․ 해양(연) 비전 공감도 평가

만족도

․ 해양(연) 구성원 자부심 평가

․ 해양(연) 만족도

 - 해양(연) 만족도가 낮은 이유

․ 해양(연) 업무 협조도

☐ 조사는 인지도, 공감도, 만족도 등 경영성과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결과 분석 시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함

○ 주요 지표별 5점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사척도 인지도 공감도 자부심 만족도

5

4

3

2

1

․ 매우 잘 알고 있다

․ 대체로 알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모르고 있다

․ 전혀 모르고 있다

․ 매우 공감한다

․ 대체로 공감한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공감하지않는다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매우 높다

․ 높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낮은 편이다

․ 매우 낮다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불만족한다

․ 매우 불만족한다

○ 100점 만점 환산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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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설계 및 진행

☐ 조사는 본원, 대덕․남해․동해 분원 등에 근무하는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구 분 세부 내용

모집단(정의) ․ 해양(연) 전체 종사자

조사대상 ․ 해양(연)에 근무하는 연구직 및 행정/기술직 등 종사자 전체

조사표본수 ․ 유효 표본 : 총 236명 (조사참여자 시도인원 총 361명의 65.4%) 

표본추출방법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실시

조사방법 ․ 온라인 Survey(자기기입식 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조사는 온라인 Survey(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해양(연) 성과확산팀에서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조사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중 중간 탈락자를

제외하고 조사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의 응답 내용을 분석함

- 조사기간 : 2010년 12월 1일 ~ 12월 7일(총 7일)

- 조사 결과의 분석 : (주)누리리서치

◦ 조사결과의 분석 절차

질문지
Editing

▶

CODING

▶

KEY-IN

▶

DATA

▶

통계분석

질문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확인 

보강

질문지 내용 부호화 자료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검색 및 보강

SPSS 및 기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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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특성

☐ 조사는 해외파견을 제외한 본원, 대덕․남해․동해 분원 등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특성상 본 문항에 모두 응답하고 개인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한 문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분석에 포함함

 사례수 %

전체 236 100.0

직종별

연구직 109 46.2

행정직 66 28.0

기술직 32 13.6

무응답 29 12.3

직급별

책임급 38 16.1

선임급 45 19.1

원급 67 28.4

기타 61 25.8

무응답 25 10.6

계약형태별

정규직 111 47.0

계약직/기타 98 41.5

무응답 27 11.4

연령

30대 이하 119 50.4

40대 61 25.8

50대 이상 28 11.9

무응답 28 11.9

근무년수

5년 미만 64 27.1

5년~10년 미만 35 14.8

10년~15년 미만 23 9.7

15년 이상 41 17.4

무응답 73 30.9

근무지역

안산본원 120 50.8

대덕분원 51 21.6

남해분원 24 10.2
동해분원 2 0.8

무응답 39 16.5



2010 KORDI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205                                                                                       

Ⅱ. 조사 결과 분석

1. 미션(사명) 인지도

☐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해양(연)의 미션에 대한 인지도는 80.61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내부구성원들에게 해양(연)의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 미션(고유임무나 존재이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35.2%였으며,

55.1%는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자의 90.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션 인지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분석한 결과, 80.61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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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인지도가 2009년의 84.74점에 비해 4.26점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계약직/기타직 종사자의 낮은 인지도 때문임

○ 미션 인지도를 과거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75.83점으로 낮았고 2009년에는

84.74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 2008년에 비해 9.04점 향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80.61점으로 분석되어 2009년에 비해 4.26점 낮게 나타남

○ 2009년에 비해 낮아진 이유는 정규직의 경우 미션인지도가 85.56점에서 86.62점으로

약간 향상되었으나, 계약직의 경우, 84.72점에서 74.74점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응답 때문임

○ 따라서 계약직/기타(임시직 등) 직원이 해양(연)의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해양(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전파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행정직(83.71점)에서 연구직(79.13점), 기술직

(80.47점)에 비해 다소 높음

○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급에서 90.13점으로 가장

높고, 원급에서 78.36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에서 75.63점

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90.18점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임

○ 근무년수별로는 15년 이상에서 90.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15년

미만 84.78점, 5~10년 미만 80.71점, 5년 미만 75.39점의 순으로 나타나 경력이 길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은 경력이 적을수록 해양(연)의 미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근무지역별로는 안산본원(79.58점)과 대덕분원(80.88점) 근무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남해분원(84.38점), 동해분원(87.50점)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안산과

대덕에 계약직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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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미션 인지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모르고 
있다

평균

전체 236 35.2 55.1 6.8 3.0 80.61

직종

연구직 109 33.0 55.0 7.3 4.6 79.13

행정직 66 40.9 53.0 6.1 0.0 83.71

기술직 32 31.3 62.5 3.1 3.1 80.47

무응답 29 34.5 51.7 10.3 3.4 79.31

직급

책임급 38 63.2 34.2 2.6 0.0 90.13

선임급 45 44.4 53.3 2.2 0.0 85.56

원급 67 28.4 59.7 9.0 3.0 78.36

기타 61 19.7 65.6 9.8 4.9 75.00

무응답 25 32.0 52.0 8.0 8.0 77.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46.8 51.4 1.8 0.0 86.26

계약직/기타 98 21.4 61.2 12.2 5.1 74.74

무응답 27 37.0 48.1 7.4 7.4 78.70

연령

30대 이하 119 21.0 64.7 10.1 4.2 75.63

40대 61 50.8 47.5 1.6 0.0 87.30

50대 이상 28 60.7 39.3 0.0 0.0 90.18

무응답 28 35.7 46.4 10.7 7.1 77.68

근무년수

5년 미만 64 28.1 51.6 14.1 6.3 75.39

5년~10년 미만 35 31.4 62.9 2.9 2.9 80.71

10년~15년 미만 23 39.1 60.9 0.0 0.0 84.78

15년 이상 41 63.4 34.1 2.4 0.0 90.24

무응답 73 26.0 64.4 6.8 2.7 78.42

근무지

안산본원 120 32.5 56.7 7.5 3.3 79.58

대덕분원 51 39.2 49.0 7.8 3.9 80.88

남해분원 24 37.5 62.5 0.0 0.0 84.38

동해분원 2 50.0 50.0 0.0 0.0 87.50

무응답 39 35.9 53.8 7.7 2.6 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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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션(사명) 명확성 평가

☐ 해양(연)의 미션에 대한 명확성 평가는 78.07점으로 분석됨

○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해양(연)의 미션(고유임무나 존재이유_관할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해양환경 보전, 해양 안전/운송기술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해양(연)의 미션이 얼마나 명확하다고 평가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명확하다’는 응답이 24.6%. ‘대체로 명확하다’는 응답이 65.7%로 나타나

90.3%가 명확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미션 명확성 평가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분석한 결과, 78.07점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미션 명확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명확하지

않다’(2.5%)는 부정적 평가, ‘그저 그렇다’(7.2%)는 중립적 평가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체로 명확하다’(65.7%)는 적극적이지 못한 인식을 적극적인 긍정적 인식(매우 명확)

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교육 등이 필요함. 특히, 적극적이지 못한 인식은 계약직

등 기관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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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명확성은 2009년 76.75점에서 78.07점으로 1.3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미션 인지도는 2009년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션명확성이 높아진 것은

해양(연) 미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미션 인지도의 향상을

통해 해양(연)의 존재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행정직(79.55점), 연구직(77.98점), 기술직

(75.78점)의 순으로 나타남

○ 직급별로는 책임급(80.92점)과 선임급(79.44), 원급(79.48점) 등이 비슷한 수준임

○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79.50점)보다 계약직/기타(77.04점)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미션 명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에서

76.47점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83.04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 근무년수별로는 5년 미만에서 75.78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15년 이상에서는 82.93

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젊은 층, 근무기간이 짧은 층 등에서 평가가 낮은 것은 이들 계층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계약직,

임시직 등의 신규채용 시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중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해양(연)의

위상, 미션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0 KORDI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210                                                                                       

■ 응답자 특성별 미션 명확성 평가

 사례수 매우 명확하다
대체로 
명확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명확하지않다
평균

전체 236 24.6 65.7 7.2 2.5 78.07

직종

연구직 109 23.9 66.1 8.3 1.8 77.98

행정직 66 30.3 62.1 3.0 4.5 79.55

기술직 32 18.8 68.8 9.4 3.1 75.78

무응답 29 20.7 69.0 10.3 0.0 77.59

직급

책임급 38 34.2 57.9 5.3 2.6 80.92

선임급 45 33.3 55.6 6.7 4.4 79.44

원급 67 25.4 68.7 4.5 1.5 79.48

기타 61 14.8 73.8 8.2 3.3 75.00

무응답 25 16.0 68.0 16.0 0.0 75.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29.7 61.3 6.3 2.7 79.50

계약직/기타 98 20.4 70.4 6.1 3.1 77.04

무응답 27 18.5 66.7 14.8 0.0 75.93

연령

30대 이하 119 16.8 73.9 7.6 1.7 76.47

40대 61 32.8 57.4 4.9 4.9 79.51

50대 이상 28 42.9 50.0 3.6 3.6 83.04

무응답 28 21.4 64.3 14.3 0.0 76.79

근무년수

5년 미만 64 14.1 78.1 4.7 3.1 75.78

5년~10년 미만 35 25.7 65.7 8.6 0.0 79.29

10년~15년 미만 23 30.4 56.5 8.7 4.3 78.26

15년 이상 41 41.5 51.2 4.9 2.4 82.93

무응답 73 21.9 65.8 9.6 2.7 76.71

근무지

안산본원 120 23.3 65.8 6.7 4.2 77.08

대덕분원 51 33.3 58.8 7.8 0.0 81.37

남해분원 24 16.7 79.2 4.2 0.0 78.13

동해분원 2 0.0 100.0 0.0 0.0 75.00

무응답 39 23.1 64.1 10.3 2.6 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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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인지도

☐ 해양(연)의 비전에 대한 인지도는 77.12점으로 나타남

○ 정부출연전문연구기관으로의 해양(연)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5%였으며,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2.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3.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1.9%는 ‘그저 그렇다’, 5.1%는 ‘대체로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미션 인지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분석한 결과, 77.12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미션 인지도는 2009년 79.39점에 비해 2.27점 하락함

○ 미션 인지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73.33점, 2009년 79.39점, 2010년 77.12점으로

나타나 2008년~2009년에는 급격한 인지도 향상이 나타났으나, 2009년~2010년에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2010년의 하락은 내부고객중 계약직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으로 정규직은 80.83점에서 82.6점으로 향상되었으나 계약직/기타 종사자는 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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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71.17점으로 하락함으로서 나타난 현상임

○ 따라서, 정규직의 ‘매우 잘 알고 있다’(39.6%)는 적극적 인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해양(연)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인지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인지도 강화가 필요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행정직(81.44점)에서 연구직(75.23점), 기술직

(77.34점)에 비해 다소 높음

○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급에서 84.87점으로

가장 높고, 선임급(80.56점), 원급(78.36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에서 71.64점,

40대 84.43점, 50대 이상 85.71점 등으로 나타남

○ 근무년수별 역시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 15년 이상에서 85.37점인 반면,

5년 미만은 71.48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무지역별로는 안산본원(76.04점)과 대덕분원(76.94점)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남해분원근무자(82.29점)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근무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을수록 해양(연)의 비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함. 또한,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기타직의 인지도가 낮음. 따라서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은 조직구성원. 계약직/기타직 등에 대해 해양(연)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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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비전 인지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모르고 
있다

평균

전체 236 30.5 52.5 11.9 5.1 77.12

직종

연구직 109 29.4 48.6 15.6 6.4 75.23

행정직 66 39.4 50.0 7.6 3.0 81.44

기술직 32 21.9 68.8 6.3 3.1 77.34

무응답 29 24.1 55.2 13.8 6.9 74.14

직급

책임급 38 44.7 50.0 5.3 0.0 84.87

선임급 45 37.8 51.1 6.7 4.4 80.56

원급 67 31.3 55.2 9.0 4.5 78.36

기타 61 18.0 50.8 23.0 8.2 69.67

무응답 25 24.0 56.0 12.0 8.0 74.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39.6 53.2 5.4 1.8 82.66

계약직/기타 98 20.4 52.0 19.4 8.2 71.17

무응답 27 29.6 51.9 11.1 7.4 75.93

연령

30대 이하 119 21.8 51.3 18.5 8.4 71.64

40대 61 39.3 59.0 1.6 0.0 84.43

50대 이상 28 50.0 42.9 7.1 0.0 85.71

무응답 28 28.6 53.6 10.7 7.1 75.89

근무년수

5년 미만 64 25.0 45.3 20.3 9.4 71.48

5년~10년 미만 35 25.7 60.0 8.6 5.7 76.43

10년~15년 미만 23 39.1 47.8 4.3 8.7 79.35

15년 이상 41 46.3 48.8 4.9 0.0 85.37

무응답 73 26.0 58.9 12.3 2.7 77.05

근무지

안산본원 120 27.5 55.0 11.7 5.8 76.04

대덕분원 51 35.3 43.1 15.7 5.9 76.96

남해분원 24 33.3 62.5 4.2 0.0 82.29

동해분원 2 100.0 0.0 0.0 0.0 100.00

무응답 39 28.2 53.8 12.8 5.1 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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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공감도

☐ 내부고객의 해양(연) 비전 공감도는 78.92점으로 나타남

○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의 해양(연)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세계일류수준의 해양

과학기술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해답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0.5%.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58.5%로 나타나 89.0%가

공감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한편, 7.2%는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3.8%는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보임

○ 비전 공감도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분석한 결과, 78.92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비전 공감도는 2009년 77.41점에 비해 1.5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비전 공감도는 2008년 72.22점에서 2009년 77.41점, 2010년 78.92점으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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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고 있음

○ 이것은 내부고객들이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해양(연)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대한 공감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행정직(80.68점), 연구직(79.59점), 기술직

(78.91점)의 순으로 나타남

○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책임급에서 81.58점의 높은

공감도를 보임

○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81.31점)보다 계약직/기타 종사자의 공감도가 78.06점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도가 높아 30대이하(77.31점), 40대(81.97점),

50대 이상(83.04점)의 순으로 나타남

○ 근무년수별로는 10년~15년 미만 종사자(83.70점)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근무지역별로는 남해분원(82.29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비전 공감도 역시 대체로 근무기간, 직급 등이 높을수록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정

규직보다는 계약직에서 낮은 평가를 보임

○ 해양(연) 비전 공감도는 조직성과관리에 있어서 미션달성을 위한 비전에 대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 목표, 실행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기관의 위상제고와 내부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비전의 공감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계약직, 저연령층, 낮은 근무경력자, 낮은

직급 등을 중심으로 여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도를 보인 것은 내부

구성원의 비전공감도 형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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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비전 공감도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공감하지않는
다

평균

전체 236 30.5 58.5 7.2 3.8 78.92

직종

연구직 109 33.0 55.0 9.2 2.8 79.59

행정직 66 33.3 59.1 4.5 3.0 80.68

기술직 32 28.1 65.6 0.0 6.3 78.91

무응답 29 17.2 62.1 13.8 6.9 72.41

직급

책임급 38 36.8 55.3 5.3 2.6 81.58

선임급 45 33.3 57.8 6.7 2.2 80.56

원급 67 28.4 62.7 7.5 1.5 79.48

기타 61 31.1 57.4 6.6 4.9 78.69

무응답 25 20.0 56.0 12.0 12.0 71.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32.4 62.2 3.6 1.8 81.31

계약직/기타 98 29.6 57.1 9.2 4.1 78.06

무응답 27 25.9 48.1 14.8 11.1 72.22

연령

30대 이하 119 24.4 63.9 8.4 3.4 77.31

40대 61 36.1 57.4 4.9 1.6 81.97

50대 이상 28 42.9 50.0 3.6 3.6 83.04

무응답 28 32.1 46.4 10.7 10.7 75.00

근무년수

5년 미만 64 26.6 57.8 12.5 3.1 76.95

5년~10년 미만 35 22.9 68.6 5.7 2.9 77.86

10년~15년 미만 23 47.8 43.5 4.3 4.3 83.70

15년 이상 41 31.7 63.4 2.4 2.4 81.10

무응답 73 31.5 56.2 6.8 5.5 78.42

근무지

안산본원 120 25.0 64.2 6.7 4.2 77.50

대덕분원 51 41.2 47.1 7.8 3.9 81.37

남해분원 24 29.2 70.8 0.0 0.0 82.29

동해분원 2 50.0 0.0 50.0 0.0 75.00

무응답 39 33.3 51.3 10.3 5.1 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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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원 자부심 평가

☐ 내부고객의 해양(연)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은 75.11점임

○ 정부출연전문연구기관인 해양(연)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에 대해 23.7%가 ‘매우

높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55.5%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자

의 79.2%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8.2%는 ‘보통이다’는 중립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2.5%는 ‘낮은 편’이라는

부정적 태도를 보임

○ 이러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분석한 결과, 75.11점의

평가를 보임

○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조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현재의 75.11점보다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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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임

○ 2007년부터 조사한 해양(연) 내부고객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은 2007년 67.19점,

2008년 70.93, 2009년 72.37점, 2010년 75.11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내부고객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내부구성원의

결속,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적인 역량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직은 매우 높다는 적극적 평가가 적은 편이고, 높은 편, 보통 등의 평가

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내부 구성원 자부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연구직(72.25점)보다는 행정직(77.65점), 기술직(81.25점)의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부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책임급(73.68점)에서 가장 낮고 선임급(75.56점)과 원급(78.36점)의 순

으로 나타남

○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77.48점)보다 계약직/기타(73.47점)직종의 평가가 낮음

○ 연령별로는 50대이상에서 78.57점으로 가장 높고 30대이하(74.16점)에서 가장 낮음

○ 근무년수별로는 10년~15년미만 근무자(77.17점)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근무지역별로는 안산본원 근무자가 73.96점으로 가장 낮고 남해분원 근무자의 평가가

81.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급이 높은 층, 연구원의 핵심종사자인 연구직에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상위 직급자, 핵심 종사자 등의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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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구성원 자부심

 사례수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평균

전체 236 23.7 55.5 18.2 2.5 75.11

직종

연구직 109 15.6 59.6 22.9 1.8 72.25

행정직 66 27.3 59.1 10.6 3.0 77.65

기술직 32 40.6 43.8 15.6 0.0 81.25

무응답 29 27.6 44.8 20.7 6.9 73.28

직급

책임급 38 21.1 57.9 15.8 5.3 73.68

선임급 45 22.2 57.8 20.0 0.0 75.56

원급 67 31.3 50.7 17.9 0.0 78.36

기타 61 19.7 57.4 18.0 4.9 72.95

무응답 25 20.0 56.0 20.0 4.0 73.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27.0 57.7 13.5 1.8 77.48

계약직/기타 98 21.4 54.1 21.4 3.1 73.47

무응답 27 18.5 51.9 25.9 3.7 71.30

연령

30대 이하 119 20.2 58.8 18.5 2.5 74.16

40대 61 24.6 55.7 18.0 1.6 75.82

50대 이상 28 35.7 46.4 14.3 3.6 78.57

무응답 28 25.0 50.0 21.4 3.6 74.11

근무년수

5년 미만 64 20.3 59.4 18.8 1.6 74.61

5년~10년 미만 35 11.4 60.0 25.7 2.9 70.00

10년~15년 미만 23 26.1 56.5 17.4 0.0 77.17

15년 이상 41 26.8 56.1 14.6 2.4 76.83

무응답 73 30.1 49.3 16.4 4.1 76.37

근무지

안산본원 120 18.3 62.5 15.8 3.3 73.96

대덕분원 51 31.4 51.0 17.6 0.0 78.43

남해분원 24 41.7 45.8 8.3 4.2 81.25

동해분원 2 0.0 50.0 50.0 0.0 62.50

무응답 39 20.5 46.2 30.8 2.6 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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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생활 만족도

☐  해양(연) 내부고객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71.72점

○ 해양(연) 구성원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18.2%, ‘대체로 만족한다’

54.2% 등 72.4%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24.2%는 ‘보통’이라는

중립적 평가를, 3.4%는 매우 혹은 대체로 등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해양(연) 내부고객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분석한 결과, 71.72

점으로 나타나 평가가 높지 않음

☐ 직장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더욱 향상되어야 할 수준임

○ 해양(연) 내부고객의 직장생활만족도는 2007년 조사 시 60.94점, 2008년 66.57점,

2009년 67.54점, 2010년 71.72점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에

머물고 있음

○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점진적 향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향상을



2010 KORDI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221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기술직(75.78점)이 가장 높고, 행정직(73.86점), 연구직(69.95점)의

순으로 나타남

○ 직급별로는 원급(76.49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선임급(67.78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71.85점)과 계약직/기타(72.19점)이 비슷한 수준임

○ 연령별로는 50대이상에서 74.11점으로 가장 높고 40대(68.44점)에서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보임

○ 근무년수별로는 15년이상 근무자(73.78점)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근무지역별로는 대덕분원(74.51점) 근무자가 가장 높고, 안산본원 근무자(71.25점)

의 평가가 가장 낮음

○ 응답계층별 차이는 있으나 특정 계층에서 특히 높거나 낮은 그룹이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요인을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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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직장생활 만족도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평균

전체 236 18.2 54.2 24.2 3.0 0.4 71.72

직종

연구직 109 16.5 50.5 29.4 3.7 0.0 69.95

행정직 66 22.7 53.0 21.2 3.0 0.0 73.86

기술직 32 15.6 71.9 12.5 0.0 0.0 75.78

무응답 29 17.2 51.7 24.1 3.4 3.4 68.97

직급

책임급 38 15.8 60.5 15.8 7.9 0.0 71.05

선임급 45 8.9 57.8 28.9 4.4 0.0 67.78

원급 67 26.9 52.2 20.9 0.0 0.0 76.49

기타 61 18.0 49.2 29.5 3.3 0.0 70.49

무응답 25 16.0 56.0 24.0 0.0 4.0 70.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15.3 60.4 20.7 3.6 0.0 71.85

계약직/기타 98 22.4 46.9 27.6 3.1 0.0 72.19

무응답 27 14.8 55.6 25.9 0.0 3.7 69.44

연령

30대 이하 119 20.2 52.9 25.2 1.7 0.0 72.90

40대 61 11.5 55.7 27.9 4.9 0.0 68.44

50대 이상 28 21.4 60.7 10.7 7.1 0.0 74.11

무응답 28 21.4 50.0 25.0 0.0 3.6 71.43

근무년수

5년 미만 64 23.4 45.3 29.7 1.6 0.0 72.66

5년~10년 미만 35 8.6 62.9 25.7 2.9 0.0 69.29

10년~15년 미만 23 13.0 60.9 26.1 0.0 0.0 71.74

15년 이상 41 19.5 61.0 14.6 4.9 0.0 73.78

무응답 73 19.2 52.1 23.3 4.1 1.4 70.89

근무지

안산본원 120 12.5 62.5 22.5 2.5 0.0 71.25

대덕분원 51 27.5 47.1 21.6 3.9 0.0 74.51

남해분원 24 25.0 50.0 20.8 4.2 0.0 73.96

동해분원 2 50.0 0.0 50.0 0.0 0.0 75.00

무응답 39 17.9 43.6 33.3 2.6 2.6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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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직장생활 불만족 요인

☐ 주요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보수수준(26.2%)을 가장 많이 지적함

○ 해양(연) 직장생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는 응답자(n=65)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낮은 보수 수준’(26.2%)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불안한 노후대책’(15.4%),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15.4%),

‘과중한 연구목표’(12.3%), ‘연구시설 및 연구여건의 미흡’(7.7%) 등을 지적하고 있음

○ 21.5%가 기타의견을 보였는데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계약직)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급여환경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동료와의 갈등, 불합리한 인사관리/승진

제도, 예외가 존재하거나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조치, 근무 성실성과 별개로 존재

하는 평가의 비일관성, 연구원의 지나친 도덕적 해이 등 연구마인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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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협조도 평가

☐  해양(연) 내부고객의 업무협조도 평가는 62.71점으로 낮은 편임

○ 해양(연) 구성원의 직장 내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 매우 잘 된다’는 응답이 7.6%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잘 된다’는 응답은

44.1%로 나타다 잘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51.7%로 나타남

○ ‘보통’이라는 중립적 응답은 절반정도인 40.7%였으며, ‘대체로 잘 안된다’(6.8%),

‘전혀 안된다’(0.8%) 등 부정적 응답은 6.8%였음

○ 업무협조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매우 잘 된다’는 적극적인 긍정적 평가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대다수 구성원들이 업무협조도에 대해 ‘대체로 잘 된다’,

‘보통’ 수준 등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업무협조도에 대한 평가가 2009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업무협조도는 2007년 51.58점, 2008년에는 64.67점 등 급격한

향상을 보이다가 2010년 57.02점으로 하락하였다가 이번조사에서 62.71점으로



2010 KORDI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225                                                                                       

향상되었음

○ 업무협조도에 대한 평가는 조사 시기별로 기복이 심하고 아직은 낮다는 점에서

업무수행과정의 업무협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직종별로는 연구직(59.17점)과 기술직(60.94점)에 비해 행정직(67.05점)의 평가가

가장 높음

○ 직급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원급(63.06점), 선임급(61.67점), 책임급(56.58점)의

순으로 나타남

○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60.59점)보다 계약직/기타(64.03점)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65.16점)의 평가가 가장 높음

○ 근무년수별로는 10년~15년미만 근무자(64.13점점)의 평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근무지역별로는 안산본원과 대덕분원간에 큰 차이는 없으며 남해분원(63.54점)과

동해분원(75.0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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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업무 협조도

 사례수
매우 잘 
된다

대체로 잘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안된다

전혀 안된다 평균

전체 236 7.6 44.1 40.7 6.8 0.8 62.71

직종

연구직 109 7.3 33.0 48.6 11.0 0.0 59.17

행정직 66 9.1 51.5 37.9 1.5 0.0 67.05

기술직 32 3.1 53.1 34.4 3.1 6.3 60.94

무응답 29 10.3 58.6 24.1 6.9 0.0 68.10

직급

책임급 38 2.6 36.8 47.4 10.5 2.6 56.58

선임급 45 2.2 48.9 42.2 6.7 0.0 61.67

원급 67 11.9 35.8 44.8 7.5 0.0 63.06

기타 61 8.2 50.8 36.1 3.3 1.6 65.16

무응답 25 12.0 52.0 28.0 8.0 0.0 67.00

계약형태

정규직 111 2.7 45.9 43.2 7.2 0.9 60.59

계약직/기타 98 12.2 39.8 40.8 6.1 1.0 64.03

무응답 27 11.1 51.9 29.6 7.4 0.0 66.67

연령

30대 이하 119 8.4 36.1 47.1 7.6 0.8 60.92

40대 61 4.9 57.4 32.8 3.3 1.6 65.16

50대 이상 28 0.0 46.4 42.9 10.7 0.0 58.93

무응답 28 17.9 46.4 28.6 7.1 0.0 68.75

근무년수

5년 미만 64 9.4 39.1 43.8 7.8 0.0 62.50

5년~10년 미만 35 0.0 40.0 51.4 5.7 2.9 57.14

10년~15년 미만 23 0.0 60.9 34.8 4.3 0.0 64.13

15년 이상 41 4.9 48.8 34.1 9.8 2.4 60.98

무응답 73 13.7 42.5 38.4 5.5 0.0 66.10

근무지

안산본원 120 6.7 43.3 41.7 6.7 1.7 61.67

대덕분원 51 9.8 35.3 45.1 9.8 0.0 61.27

남해분원 24 0.0 58.3 37.5 4.2 0.0 63.54

동해분원 2 0.0 100.0 0.0 0.0 0.0 75.00

무응답 39 12.8 46.2 35.9 5.1 0.0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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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경영 성과목표와 관련된 평가는 향상되는 추세에 있으나, 평가가 높지 않은

수준임

◦ 해양(연)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창달과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경영부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비전 인지도 및 비전 공감도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으나, 업무협조도, 직장생활 만족도, 근무자부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모니터링 요소중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비전인지도 및 비전공감도 중에서

비전인지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비전인지도의 하락은 내부고객 중 계약직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정규직은 80.83점에서 82.6점으로 향상되었으나 계약직/기타 종사자는

76.39점에서 71.17점으로 하락함으로서 나타난 형상임

- 또한,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은 조직구성원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계약직/기타직 등의 계층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은

조직구성원에 대해 해양(연)의 비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업무 협조도에 대한 평가는 모니터링 요소들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연차별 평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창달을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부서간, 부서내, 직급간, 동료 간 업무수행 프로세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협조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발굴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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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객 만족도와 관련한 지표의 경우, 직장생활 만족도 및 근무자부심 역시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70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경영부문 성과목표별 평가

☐ 경영 성과목표 모니터링 요소중 직장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근무자부심의 향상을 통한 만족도 향상노력이 필요함

◦ 해양(연) 조직구성원의 기관에 대한 로열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모니터링 요소중 근무자부심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요소중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소가 근무자부심이라는

점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구성원들의 근무자부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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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부문 성과목표 모니터링 요소와 직장생활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r: 상관계수, n=236)

 
해양(연) 미션 

인지도

해양(연)  
미션 명확성 

평가

해양(연)  
비전 인지도

해양(연)  
비전 공감도 

평가

해양(연)  
구성원 자부심 

평가

해양(연)  
부서간 업무 

협조도

만족도와의 
상관관계(r)

　0.121ns 　0.327*** 　0.227*** 　0.333*** 　0.611*** 　0.388***

- 유의도 : * < 0.05, ** < 0.01, *** < 0.001, ns : non_significance

☐ 미션 인지도는 80.61점으로 2009년의 84.87점에 4.26점 가량 낮아졌으며, 미

션 명확성은 2009년 76.75점에서 78.07점으로 1.3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미션 인지도를 과거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75.83점으로 낮았고 2009년에는

84.74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 2008년에 비해 9.04점 향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80.61점으로 분석되어 2009년에 비해 4.26점 낮게 나타남

• 2009년에 비해 낮아진 이유는 정규직의 경우 미션인지도가 85.56점에서 86.62점

으로 약간 향상되었으나, 계약직의 경우 84.72점에서 74.74점으로 급격하게 낮

아진 응답 때문임

• 따라서 계약직/기타(임시직 등) 직원이 해양(연)의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해양

(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전파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션 인지도는 2009년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션명확성이 높아진 것은

해양(연) 미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미션 인지도의 향상을

통해 해양(연)의 존재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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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경영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영성과평가관련 주요 평가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조직구성원으로서 인지하여야 할 기본적인 인식적 요소인 미션인지도 등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무경력이 낮은 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

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의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비전 인지도 및 비전 공감도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

다는 점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 업무활동의 협조 수준 등에 대한 평가 , 직장생활만족도 등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직장생활 만족도, 근무자부심 등에 대한 평가가 낮긴 하지만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업무협조도에 대한 평가는 변동이 큰 요소임

- 이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창달을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이와 달리 직장생활 만족도 및 근무자부심은 비록 현재의 평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짧은 시간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만족도, 근무자부심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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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안정적인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체화 및 운

영의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변화수준에 머물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연) 조직구성원의 만족도 및 근무 자부심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프로

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또한, 경영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의 미션, 비전, 중점전략목표 등에 기반한 세부 실행과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에 기반한 조직 목표의 공유를 위한 노력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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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질문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연)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누리리서치에서는 해양(연)의 위탁을 받아 ‘2010년 이용자 반응 조사 연구 수행을 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연)의 조직문화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기관운영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궁긍적으로는 기관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실
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에 참여한 개인의 응답내용은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가족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주)누리리서치

☞ 본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누리리서치 최규갑 ☎ (02)-334-9466 e-mail :doycan@researchi.co.kr

조사 참여하기

* 본 질문지는 질문지가 확정된 후, 온라인 형태로 개발될 것입니다.
  각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 는 온라인 조사 질문지 버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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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양(연)이 국가연구기관으로 미션과 비전, 경영목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해양(연)의 국가연구기관으로 미션(고유임무나 존재이유)이 무엇인지 알
고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 문1에 응답한 후 아래의 질문이 나타나도록함

문2) 귀하께서는 해양(연)의 미션(고유임무나 존재이유)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명확하다 대체로 명확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명확하지않다

전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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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하께서는 해양(연)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래밍 : 문3에 응답한 후 아래의 질문이 나타나도록함

문4) 귀하께서는 해양(연)의 비전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공감하지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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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하는 해양연구원 연구원(직원)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는 해양연구원 연구원(직원)으로서의 직장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7) (위의 문6 (2)항 만족도에 낮다 혹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만족도가 낮
다면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낮은 보수수준
② 불안한 노후대책
③ 과중한 연구목표
④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
⑤ 상사와의 갈등
⑥ 연구시설 및 연구여건의 미흡
⑦ 기타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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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귀하께서는 업무추진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십니
까?

매우 잘 된다 대체로 
잘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안된다 전혀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 끝으로 통계분류를 위하여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 소속부서

 (2) 직 종  ① 연구직 (  )  ② 행정직 (  )   ③ 기술직 (  )    

 (3) 직 급  ① 책임급 (  )  ② 선임급 (  )   ③ 원급  (  )   ④ 기타 (  ) 

 (4) 계약 형태  ① 정규직 (  )  ② 계약직 (  )   ③ 임시직 (  )    ④ 기타 (  )

 (5) 보직여부  ① 보직자 (  )  ② 비보직자 (  ) 

 (6) 연 령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이상 (  )

 (7) 근무년수               년

 (8) 근무지역  ① 본원  ② 대덕분원   ③ 남해분원   ④ 동해분원

종료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해양연구원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