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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정보수요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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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서비스는 개방형 신, 참여자 심, Web 2.0 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 수요 분석을 통한 서비스 략 연구의 요

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정보 수요를 어떻게 악하고 분류하는가와 정보서비스 개선 에서 어떻게 활용가능한지는 정보서비스 

개선 연구에서 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술 정보이용자를 상으로 수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유형, 부가기능, 오 이노베이션 니즈에 해 소속기 , 담당업무, 종사분야와의 상 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종사분야와 세 개의 니즈가 약한 양의 상 계에 있음을 확인하 으며, 녹색기술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종사분야별로 서비스 

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밝혔다. 각 정보/기능 니즈와 교차분석을 통해 종사분야별 니즈에 맞는 서비스 략을 제시한 
것은 녹색기술 정보서비스 방향을 검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기여한 바이다. 

ABSTRACT

Recently, the trend of open innovation and web 2.0 change the information portal services. The importance of using information 

demand analysis is emphasized in planning service strategy. The issues of the study are how we can figure out the demand and how 

we can use it in enhancing service level.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result of green technology information users' interests and 

the service enhancement directions. For the information types, additive functions, open innovation needs, the relation between users' 

organization, main job title, and the involved technological area are analysed. Among them, the involved technological area of the 

user is correlated to the needs, so we illustrate the meaning of planning service strategy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fields.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study can be the customized service strategy proposal using the users' demand which can be different from 

one technology field to another.

☞ keyword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정보 수요 분석(information needs analysis),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정보포털(information portal), 설문 분석(survey analysis)

1. 서   론

최근 정보포털 서비스는 개방형 신을 한 상호 지

식교류를 지향하면서, 참여자 심의 Web 2.0 툴이 용

되고 정보이용자가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1]. 성공 인 정보서비스를 해서

는 콘텐츠 측면과 기능  측면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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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에 

정보 수요가 많은 콘텐츠를 단순히 제공하던 것에 더하

여, 수요자의 니즈를 이해하는 “수요자 맞춤형정보서비

스”로 발 해야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보 수요를 악하여 정보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근법으로 시도되고 있

다. 배창섭과 김 희는 학 도서 의 SDI 서비스 활성

화를 한 로 일러(profiler) 체계 용 연구에서, 인  

 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도서 의 주제 문사서제

도의 정착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해 SDI 서비스에 범

죄심리학에서 용되어 온 로 일러 기법을 목시켜,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패턴을 이해하고, 합한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2]. 송종호와 오

동근은 국방연구개발  시험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원들의 수행업무나 직  등의 개인  배경에 따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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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행태에 한 차이분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개선하

고자 정보 수요조사 결과를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제시하 다[3]. 안부 과 이응 은 생명정보 분야 웹사이

트 서비스에 한 비교․분석 연구에서 정보교류에 한 

인식이 여타 다른 기술 분야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이오생명분야 정보서비스들의 장단 , 특징 등을 제시

하 으며,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추가 니즈 등에 해 

분석하 다[4]. 서민호 외 3명은 신기술 정보에 한 수

요조사  신기술 정보포털 ‘미리안’ 서비스 용 연구를 

통해서, 신기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자들의 수요 

기술분야, 정보유형, 정보속성 등에 한 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5]. 

한편, 정보서비스 개선 연구는 정보 수요자를 계층별

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악하여 합한 서비스를 제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수요조사 결

과에 한 심층 인 분석이 수반되며, 이용자 수요에 

한 조사 결과 뿐 아니라, 이용 패턴 등을 활용하는 연구, 

맞춤형 기능을 시스템 으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한 연

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승덕 외 2명은 시맨

틱 웹 기반 맞춤형 진학정보 서비스 시스템 설계 연구를 

통해, 개인의 로 일을 리하고 정보 간의 의미를 

악하여 련 진학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의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

춤 진학 정보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다[6]. 남호  외 2명

은 Java 기반의 Web Service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

스 개발 연구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랫폼과 벤더, 

로토콜에 상 없이 통합하기 해 등장한 “웹서비스” 개

념을 활용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이 향상된 개인 맞춤형 

웹서비스를 제안하 다[7]. 양승 외 5명은 웹서비스를 

이용한 맞춤형 포털 시스템 설계 연구를 통해 웹서비스

를 이용한 어 리 이션 통합  맞춤형 포털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8].

이 듯 정보 수요에 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한 정

보서비스의 개선은 정보 수요를 어떻게 악하고 분류하

는가에 한 이슈와, 이를 정보서비스 개선 에서 어떻

게 활용가능한지에 한 고민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술 정보에 해 심을 갖고 있

는 정보이용자들을 상으로 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

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술 정보포털

(GTNet)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그 목 으로 한다. 이 의 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국가 으로 지원이 

집 되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에 해 정보 수요를 분석

하고, 이를 녹색기술 정보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활용한다는 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녹색기술 정보포털에 한 소개, 3장에서

는 정보 수요조사 방법, 4장에서는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5장에서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

을 맺고자 한다.

2. 녹색기술 정보포털(GTNet)

“녹색기술정보포털(GTNet, www.gtnet.go.kr)”은 녹색성

장기본법 제26조 1항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이 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 원회의 지원으로 

녹색 련 기술, 산업․시장, 정책, 국가R&D 정보를 제공

하고, 녹색기술 문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해 구

축되었다. 녹색성장 원회를 심으로 KISTI, KISTEP, 

에 지기술연구원, 에 지기술평가원 등 10개 정보 력 

연계기 은 녹색기술 정보 교류․ 력을 한 MOU를 

체결하고, GTNet을 통해 정보를 종합․제공함으로써, 정

부, 연구기 , 기업의 문가  일반인에게 녹색기술정

보를 제공하고 력을 도모하고 있다.

녹색성장 원회는 ‘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략

(안)(2009.5.13)’에서 녹색기술의 ‘5  분류’와 ‘27  

기술’을 발표하 으며, 27  기술은 국가차원의 

육성기술, 각 부처별 녹색성장 련 추진 기술  기술

측결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GTnet

에서는 5  분류  27  기술을 기술분류로 용하

고 있으며, 해당 문가의 기술 논의  정보 공유 활동

을 지원하기 해 ’ 기술별 로드맵 커뮤니티‘를 운

하고 있다.

3. 조사 방법

정보 수요 조사는 GTNet회원(5천명), 국가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NTIS) 회원 에서 녹색기술과 연 된 과

제책임자 회원(약 2천명), 총 7천여명을 상으로 이메일

을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2011년 1월 14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약 7% 으며, 조사내용

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GTNet의 만

족도, GTNet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정보 제안, GTNet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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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4.1 인구통계학  분석

4.1.1 소속기

응답자의 소속기 은 학이 22.36%로 가장 많았으

며, 소기업(일반)이 21.14%로 그 뒤를 이었다. 벤처  

이노비즈 기업을 포함한 체 소기업은 38%로 볼 수 

있으며, 기업 16.26%, 공공연구소(출연연 포함) 13.21%

로 기 별로 비교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주요 조사내용 

구분 주요 조사내용

1. GTNet의 만족도 콘텐츠, 기능, 디자인 측면

의 만족도

2. GTNet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정보

활용 목 , 심 기술, 정

보 속성/유형 등

3. GTNet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추가 요구기능, 서비스 제

안 등

4. 응답자 황
소속기 , 담당업무, 종사

분야, 근무년수 등

(표 2) 응답자의 소속기

소속기 응답자수 구성비율

1. 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83명 16.87%

2. 소기업(일반) 104명 21.14%

3. 공공연구소   
   (출연연포함)

65명 13.21%

4. 기업
(부설연구소포함)

80명 16.26%

5. 학 110명 22.36%

6. 기타 50명 10.16%

체 합계 492명 100.00%

4.1.2 주요 담당업무 

응답자의 주요 담당업무는 “연구/기술개발”이 57.11%

로 가장 많았고, “기획/정책”이 15.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업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분포는 모두 72.35%로 

이번 조사는 녹색기술 심자 에서 기획  연구개발 

담당자의 정보수요를 가장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3) 응답자의 주요 담당업무

담당업무 응답자수 구성비율

1.기획/정책 75명 15.24%

2.연구/기술개발 281명 57.11%

3.생산/품질 리 27명 5.49%

4.정보수집/DB 리 17명 3.46%

5. 업/마 18명 3.66%

6.경 리 26명 5.28%

7.기타 48명 9.76%

체 합계 492명 100.00%

4.1.3 재 종사 분야

응답자의 종사 분야는 에 지/자원, 환경 분야가 각각 

16%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 자

(9.55%), 건설/교통(8.74%), 화학/화공(8.54%) 분야가 많았

으며, 다른 분야들은 근소한 차이를 보 다.

(표 4) 응답자의 재 종사 분야

종사분야 응답자수 구성비율

1.에 지․자원 81명 16.46%

2.환경 79명 16.06%

3.정보통신 25명 5.08%

4. 기․ 자 47명 9.55%

5.생명과학 32명 6.50%

6.농림․수산 33명 6.71%

7.원자력 13명 2.64%

8.화학․화공 42명 8.54%

9.재료 21명 4.27%

10.기계 32명 6.50%

11.건설․교통 43명 8.74%

12.기타 44명 8.94%

체 합계 492명 100.00%

4.1.4 재 분야 근무년수 

응답자의 재 분야 근무년수는 “16년 이상”이 약 

29%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이 23.5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녹색기술 정보수요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120 2012. 02

(표 5) 응답자의 재 분야 근무 년수

근무 년수 응답자수 구성비율

1. 3년미만 116명 23.58%

2. 3~5년 85명 17.28%

3. 6~10년 91명 18.50%

4. 11~15년 58명 11.79%

5. 16년이상 142명 28.86%

체 합계 492명 100.00%

(표 6) 상 계 분석 결과

상 계분석 소속
기

담당
업무

종사
분야

정보 유형 

니즈

상 계수 0.056 0.014 0.136 

유의확률(p) 0.214 0.755 0.003 

N 492 492 492 

부가 기능 

니즈

상 계수 -0.037 -0.037 0.095 

유의확률(p) 0.407 0.418 0.035 

N 492 492 492 

오
이노베이션

니즈

 상 계수 -0.037 0.026 0.095 

유의확률(p) 0.408 0.567 0.035 

N 492 492 492 

 

4.2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략 개발을 한 이용자 니즈

를 정보유형 니즈, 부가기능 니즈, 오 이노베이션 니즈

의 3개 니즈로 구분하고, 각각은 다음과 같이 선택 가능

하도록 설문을 설계하 다. 첫째, 정보유형 니즈에 해

서는 ‘기술정보’, ‘산업/시장정보’, ‘정책정보’, ‘녹색R&D

정보’의 4개의 보기 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설문하 으

며, 둘째, 부가기능 니즈에 해서는 ‘모바일기능’, ‘개인

화기능’, ‘권한별 정보제공기능’, ‘통계정보 제공 기능’, 

‘기타’의 5개의 보기 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설문하

고, 셋째, 오 이노베이션 니즈에 해서는 ‘녹색기술 가

치평가  사업화지원’, ‘녹색기술 문단체 력체계 구

축’, ‘ 련 문가 확보’, ‘정보연계기  확 ’, ‘기타’의 5

개의 보기 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 다.

소속기 , 담당업무, 종사분야와 각각의 니즈와의 상

계 분석 결과를 표 6에 나타냈다. 표에서 "N"은 표본 

수를 의미한다. “종사분야”를 제외한 “소속기 ”과 “담당

업무”는 각각의 정보 니즈와의 상 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p>0.05)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분야와 각 정보 

니즈는 유의확률(p<0.05)값으로 볼 때 상 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상 계수는 크지 않아 약

한 정(+)의 상 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6의 상 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종사분야”와 각

각의 니즈와의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비록 종사분야와 

각각의 니즈가 강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는 서비스 략 수립이라는 목 성이 

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 교차분석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략 수립을 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 활용

하 다.

4.3 교차분석

4.3.1 종사분야와 정보유형 니즈 

종사분야와 정보유형 니즈 교차분석 결과, 모든 종사

분야에서 “기술 정보” 유형에 한 니즈가 3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산업/시장 정보에 한 니즈도 40%로 높게 

나타나, 정보통신 분야가 기술산업화 주기가 짧은 특성

을 갖기 때문에 해당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못지않게 산업

시장 정보가 R&D기획에 있어서 요하게 요구되고 있

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원자력 산업이 정부정책에 향

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정책 정보에 한 

니즈가 타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30.8%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한 특성을 분석결과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 분야와 생명과학분야의 종

사자들은 녹색R&D 정보에 해서도 높은 니즈를 가지

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분야의 R&D 산이 부분 

정부과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해당 녹색분야 

R&D과제, 통계 정보 등에 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추

정된다.

카이제곱값은 39.867, 카이제곱 분석에 한 유의확률

은 0.649로서, 교차분석 결과 종사분야에 따른 정보유형 

니즈의 차별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종사분야와 부가기능 니즈

종사분야와 부가기능 니즈 교차분석 결과,  분야에 

걸쳐 개인화 기능에 한 니즈와 통계정보 제공 기능에 

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에 지, 정보통

신, 원자력, 재료, 기계,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개인화 기

능에 한 니즈가 다소 높게 응답되었으며, 환경, 기

자, 생명과학, 농림수산, 화학화공 분야에서는 통계정보 

제공기능이 다소 높게 응답되었다. 개인화 기능에 한 



녹색기술 정보수요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3권1호) 121

(표 7) 종사분야와 정보유형 니즈의 교차분석 결과

종사분야

정보유형

에 지․
자원

환경
정보
통신

기․
자

기술 35.8% 41.8% 40.0% 51.1%

산업/시장 29.6% 21.5% 40.0% 21.3%

정책 9.9% 16.5% 4.0% 0.0%

녹색R&D 24.7% 20.3% 16.0% 27.7%

종사분야

정보유형

생명
과학

농림․
수산

원자력
화학․
화공

기술 40.6% 39.4% 53.8% 54.8%

산업/시장 25.0% 15.2% 7.7% 21.4%

정책 3.1% 3.0% 30.8% 7.1%

녹색R&D 31.3% 42.4% 7.7% 16.7%

종사분야

정보유형

재료 기계
건설․
교통

기타

기술 52.4% 50.0% 41.9% 25.0%

산업/시장 23.8% 18.8% 18.6% 18.2%

정책 9.5% 6.3% 18.6% 18.2%

녹색R&D 14.3% 25.0% 20.9% 38.6%

Pearson 카이제곱값 = 39.867, 유의확률 = 0.649

(표 8) 종사분야와 부가기능 니즈의 교차분석 결과

종사분야

부가기능

에 지․
자원 환경 정보

통신
기․
자

모바일
기능 19.8% 12.7% 24.0% 17.0%

개인화
기능 40.7% 35.4% 32.0% 34.0%

권한별정보
제공기능

7.4% 12.7% 16.0% 2.1%

통계정보
제공기능 

28.4% 39.2% 24.0% 46.8%

기타 3.7% 0.0% 4.0% 0.0%

종사분야

부가기능

생명
과학

농림․
수산 원자력 화학․

화공

모바일
기능 21.9% 18.2% 23.1% 9.5%

개인화
기능 28.1% 36.4% 38.5% 35.7%

권한별정보
제공기능

6.3% 3.0% 7.7% 11.9%

통계정보
제공기능 

43.8% 42.4% 30.8% 42.9%

기타 0.0% 0.0% 0.0% 0.0%

종사분야

부가기능

재료 기계 건설․
교통 기타

모바일
기능 19.0% 21.9% 23.3% 20.5%

개인화
기능 47.6% 43.8% 37.2% 29.5%

권한별정보
제공기능

9.5% 3.1% 14.0% 9.1%

통계정보
제공기능 

23.8% 31.3% 25.6% 36.4%

기타 0.0% 0.0% 0.0% 4.5%

Pearson 카이제곱값 = 53.251, 유의확률 = 0.014

니즈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싶

은 니즈를 의미하고, 통계정보 제공 기능에 한 니즈는 

R&D 통계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니

즈를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 부분의 종사분야에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높은 비 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나, 분야별 특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권한별 정보

제공 기능”은 정보의 차별  제공 수요를 의미하는데, 아

직까지 이용자들에게 고  정보에 한 차별화된 근 

체계에 한 니즈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이제곱값이 53.251, 유의확률이 0.014로서, 종사분에 따

른 부가기능 니즈의 차별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 종사분야와 오 이노베이션 니즈

종사분야와 오 이노베이션 니즈의 교차분석 결과, 

부분의 분야에서 “녹식기술 문단체 력체계 구축”

니즈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문가 정보를 확보하거

나 확인하는 니즈 보다 형태를 갖는 력체계 구축을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재료, 기계 분야는 

“녹색기술 가치 평가  사업화 지원”에 한 니즈가 약 

40%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림․수산 분야의 경

우 “가치평가  사업화지원”, “ 문단체 력체계구축”, 

“ 련 문가 확보”, “정보연계기  확 ”에 한 니즈가 

유사한 비 으로 요하게 나타났다. 

(표 9) 종사분야와 오 이노베이션 니즈의 교차분석 결과

종사분야

오 이노베이션

에 지․
자원 환경 정보

통신
기․
자

녹색기술
가치평가 
사업화지원

24.7% 27.8% 28.0% 25.5%

녹색기술
문단체

력체계구축
44.4% 44.3% 40.0% 51.1%

련 문가
확보

18.5% 17.7% 16.0% 12.8%

정보연계
기 확

8.6% 10.1% 16.0% 8.5%

기타 3.7% 0.0% 0.0% 2.1%

종사분야

오 이노베이션

생명
과학

농림․
수산

원자력
화학․
화공

녹색기술
가치평가 
사업화지원

34.4% 27.3% 38.5% 19.0%

녹색기술
문단체

력체계구축
43.8% 27.3% 30.8% 47.6%

련 문가
확보

15.6% 21.2% 15.4% 21.4%

정보연계
기 확

6.3% 24.2% 15.4% 11.9%

기타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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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종사분야와 오 이노베이션 니즈의 교차분석 결과(계속)

종사분야

오 이노베이션
재료 기계

건설․
교통

기타

녹색기술
가치평가 
사업화지원

42.9% 40.6% 30.2% 18.2%

녹색기술
문단체

력체계구축
33.3% 34.4% 44.2% 50.0%

련 문가
확보

4.8% 15.6% 14.0% 11.4%

정보연계
기 확

19.0% 9.4% 11.6% 15.9%

기타 0.0% 0.0% 0.0% 4.5%

Pearson 카이제곱값 = 37.967, 유의확률 = 0.727

카이제곱값이 37.967, 유의확률이 0.727로서 종사분야

에 따른 오 이노베이션 니즈의 차별성이 크진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녹색기술 정보 수요 분석을 통해 녹

색기술 정보포털(GTNet)의 정보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정보유형, 부가기능, 오 이노베이션 니즈

에 해 소속기 , 담당업무, 종사분야와의 상 계를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종사분야와 세 개의 니즈가 약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종사분야에 따라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며, 

종사분야에 따른 이용자 구분, 이용자군별 서비스 략 

수립 등이 녹색기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유형에 한 서비스 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모든 종사분야에 해 기술정보를 심으로 제공하되, 

정보통신 분야 이용자들에게는 산업/시장 정보 한 기

술정보와 비슷한 요도로 양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는 국내외  정책에 한 

정보 수집․제공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서비스 략이 

필요하다. 한편, 생명과학  농림수산 분야 정보이용자

들은 녹색 국가R&D 황 정보에 한 니즈가 높기 때문

에, 동 분야의 국가R&D 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 향상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부가기능 추가 구축에 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정보모니터링을 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

는 개인화 기능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녹색 국가

R&D 정보 제공에서 용되고 있는 통계 기능 향상에 투

자하여, 이용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개인화는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

는 정보를 규정가능하고, 이에 의해 결과물을 제공하여 

손쉽게 근할 수 있도록 고객 선호도에 따라 동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9]. 개인화 기능과 같

은 고도화된 기능의 필요성에 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용자층의 정보활용 수 에 따라 개인화 기능에 한 체감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 으로 개인화 기능을 강

화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녹

색기술 분야에 해,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기술들에 

한 정보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시간  노력을 약해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오  이노베이션 니즈에 해서는 녹색기술 정보이용

자들이 원하는 외부 정보 지원에 한 우선순 를 분석

한 결과, 부분의 기술분야 종사자들에게 “녹색기술 

문단체 력체계 구축” 니즈가 높았다. 이미 국가  주도 

는 거 산업화 구조에 의해 력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원자력 분야, 재료, 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산

업화 기획을 한 “가치평가  사업화지원” 니즈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기술 정보포털(GTNet)이 단

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발  력을 유도하기 해서는 기술, 산업시장, 가치

평가 문가가 함께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 녹색기술 정보포털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

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으

며, 이의 구 에는 개인의 종사분야 뿐 아니라, 개인의 

검색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천 로직을 개발

하고자 한다. 한편, 직 으로 개인의 선호분야를 지정

하여 해당 분야 기술정보만을 집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은 이미 구  완료 단계에 있으며, ‘녹

색기술 국내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술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녹색기술 정보요구에 해 체계 으로 근하여 이용

자의 종사분야별 서비스 략을 추구하는 것이 유의미함

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상 계 분석 방법을 통해 입

증하 다. 각각의 정보와 기능 니즈와의 교차분석을 통

해 종사분야별 니즈에 맞는 서비스 략을 제시한 것은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3년차를 맞이하여, 녹색기술 정

보서비스 의 방향을 재 검 하는 시 에서 요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술 정보이용자들의 정보니즈를 분석

하여, 정보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정보유형, 부가기능, 오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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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션 니즈의 세 가지에 해서는 이용자의 종사분야별

로 서비스 략이 차별화 될 수 있음을 악하 으며, 제

시된 구체 인 서비스 방향은 향후 녹색기술 정보포털

(GTNet) 서비스 개선에 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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