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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유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평가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
l 최근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 방법으로서 ‘영향 평가법(Payback Framework)’과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Productive Interactions)’에 주목
- 본 연구는 각 방법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적용 사례 검토를 통해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영향 평가 방법의 발전 방안을 모색
n 영향 평가법은 평가의 대상으로서 연구의 전 과정에 연구성과의 확산 과정까지 포함시킴
으로써 연구성과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분석
l 연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논리 모델’과,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한 ‘범주 체계’는 영향 평가법의 기본 얼개이며 보완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
- 연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지식 성과물의 평가를 넘어선 측면에서 발전
- 연구 아이디어 및 이슈 발굴로부터 시작하여 사회경제적 기여로 이어지는 연구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방향적 이해라는 한계와 귀인(Attribution), 시간지체(Latency)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
n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방법은 사회적 영향을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결과물로 인식
l 인문·사회과학, ICT, 나노과학, 의료 등 4개 분야의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
- 연구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이해관계자가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취할 때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 생산적 상호작용은 크게 대면접촉, 전화통화 등 직접 방식과 논문, 보고서 등 간접
방식으로 평가
-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사례연구, 인터뷰 등 기존 평가방법보다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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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적용 사례
l WWW 표준 언어 개발
- 1990년대 WWW 표준 언어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 파급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의 직접 산출물(성과)과 사회 구성원의 행위 변화(사회적 영향)가 동시에 나타남
- 다인용 논문(학문), 스핀오프 회사, 범죄수사용 소프트웨어(제품) 등 다양한 산물을
통해 경제적·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
l 질병증상 대응 프로토콜 개발
- 질병증상 대응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
-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연구소가 사용자/이해관계자로서 행동
- 후속 프로젝트로 개인 의료정보의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단계의 간접적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l 의료진단 및 영상
- 영상의학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의료진단 체계의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 대학병원의 Post-doc이 직접적 사용자로서 연구개발 진행과 참여자 간 직접적 상호
작용을 촉진
- 개발 성과물인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의 행위까지 변화시키는
사회적 영향 발생
l 일상 부엌 연구 프로젝트
- 노령화에 대비하여 생활지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 실험실로 꾸민 부엌 곳곳에 센서와 태그를 부착하여 부엌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사람
들의 움직임을 관찰, 노인과 치매환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 타입 부엌
지원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
-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의 성과는 프로토 타입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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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사점과 과제
l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과정에 초점을 두어 실질
적인 행동변화까지 유도
- 결과에 집중했던 기존의 평가방법이 갖고 있던 문제를 극복
-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에게 직접적 상호작용·연구성과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연원과 시기에 대한 평가 가능
l 사용자/이해당사자의 사고·행동 변화를 통해 사회·기술시스템 혁신에 기여
- ‘사회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의 학습 및 상호작용을
강조
- 연구성과 확산을 사회-기술시스템의 틀에서 고찰하도록 하여 기술혁신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
l 문제점 극복을 위해 평가 틀·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 질적 지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 필요
- 평가 대상이자 평가자로서 사용자/이해관계자를 평가 틀에 필수적으로 포함
- 상호작용(직접적, 간접적), 성과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 필요
l 인터뷰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상호작용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 연구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성격, 사용자/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성격을 이해함
으로써 사회적 영향의 발생 과정을 파악해야 함
- 사용자/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가 복잡할수록 사회적 영향의 발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 상호작용에 대해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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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n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사회적 유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
l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과 함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효과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
l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최근의 일은 아님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오래 전부터 평가(Holbrook, 2010:2012;
Erno-Kjolhede & Hansson, 2011;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 2010)
n 연구개발의 사회적 유용성을 측정·평가하는 체계는 초기 단계 수준에 그침(Wolf et al., 2013)
l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비해 사회적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음
l 최근 연구활동의 사회적·포괄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추세(Donovan, 2011;
Bornmann, 2012)
n 최근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으로서 ‘영향 평가법(Payback Framework)’과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s)’평가에 주목
l ‘영향 평가법’은 사회적 영향이 연구사업의 단계별 흐름, 즉 ‘연구기획→ 연구활동→ 연구
결과→ 성과확산’이라는 연구 흐름 속에 차례로 발생한다고 가정
l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이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
n 본 연구는 각 방법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적용 사례의 검토를 통해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
하고 사회적 영향평가 방법의 발전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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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향 평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1. 영향 평가법의 논리 구조와 영향 범주
n 영향 평가법은 평가의 대상으로서 연구의 전 과정에 연구성과의 확산 과정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성과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분석(Donovan & Hanney, 2011; Donovan, 2011)
l 연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논리 모델’과,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영향을 구분
하기 위한 ‘범주 체계’는 영향 평가법의 기본 얼개이며 보완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
- 연구성과를 연구활동 투자에 대한 ‘보상(Payback)’ 또는 영향으로 이해하고 이를 평가
- 연구의 산출(output), 결과(outcome), 그리고 사회적 영향(Impact)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성의
선형 모델이라는 공통의 기본 얼개 존재는 여러 사업 간 평가 결과 비교에 용이
l 영향 평가법은 1994년 영국 Brunel대학 ‘보건의료경제학 연구그룹(HERG: Health Economics
Research Group)’의 Buxton 교수와 Hanney 교수팀이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의 영향
(Impact)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
- 이후, 영국의 ‘국립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지원을 받아 발전되었
으며, 2000년에는 RAND Europe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기초 및 초기 생명
의료연구 평가에도 확장시키는 등 여러 분야에 적용
n 논리 모델(logic model)은 연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7개 단계(0~6)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환경과 연구시스템 간의 접촉을 의미하는 2차례의 interface로 구성([그림 1])
l ‘아이디어나 이슈의 발굴’부터 시작하여(0단계), 연구자원 투입(1단계), 실제 연구활동(2단계),
1차 기본 성과물의 산출(3단계), 2차 성과물의 생산(4단계), 의료서비스 행위자/대중의 선택
이나 수용(5단계), 마지막으로 최종결과물로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6단계)으로 구성
- 연구 시작부터 연구 결과에 의한 성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야기(Story)’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공통의 얼개를 제공함으로써 Survey 내용, 인터뷰 구성, 문헌 자료 분석의 구조 등 평가
자료의 습득 및 정리를 체계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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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발굴된 아이디어나 이슈가 특정화되고 선택되는 첫 번째 interface(0단계와 1단계 사이),
그리고 1차 성과물의 소개와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interface(3단계와
4단계 사이)를 두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
- 주변의 정책결정자, 보건의료종사자, 환자단체들의 아이디어 제공 활동과 같은 영향도
포괄하고 있음
그림 1 영향 평가법의 논리 모델

자료: Donovan, C. and Hanney, S.(2011).

n 범주 체계는 영향 평가법의 두 번째 요소로서 크게 5가지의 범주로 구성
l 직접적 산출물인 ‘지식’에 더불어 ‘미래연구에의 기여’, ‘정책 및 제품 개발 지원’, ‘보건의료
에의 기여’,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기여’의 5가지 범주
- ‘지식’ 범주에는 논문, 학회발표, 책, 원고, 연구 보고서 등이 속하고, ‘미래연구에의 기여’는
연구인력의 능력 향상, 미래 연구 목표 명확화, 외부 연구 소화 및 흡수 능력 향상 등을
포함
- ‘정책 및 제품개발 지원’은 정책결정에의 정보 제공, 약품개발이나 치료방법 개발에의
기여, 기타 정치적 기여 등이 속하고, ‘보건의료에의 기여’는 건강증진, 기존 서비스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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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비용 감소,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사회적 평등성 제고 등을 포함
- ‘광범위한 경제적 기여’는 연구 성과물로부터 발생한 혁신의 상업적 이용이나, 노동력의
건강 증진에 따른 병가의 축소 등에 의한 경제적 기여를 의미
l 평가 대상의 분야에 따라 범주 체계의 지표들을 달리하여 적용
-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영향 평가법이 개발되었으나 다른 과학기술분야나 사회과학
연구활동의 평가를 위해 지표들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발전하고 있음

2. 영향 평가법 적용 사례: ‘일의 미래 프로그램’
n 영국 경제사회연구회가 ‘공식 비공식 부분 일의 미래’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시작한 ‘일의 미래 프로그램’을 영향 평가법으로 평가(Klautzer et al., 2011)
l 4백만 파운드(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과학분야 27개 프로젝트 지원
- 정부, 노동조합, 기업, 대학 등 각 계의 이해당사자가 모인 자문위원회를 설치, ‘일의 미래
프로그램’ 단장을 지원
- ‘홍보 위원(Media Fellow)’ 직책을 두어 성과확산을 담당토록 하고 의사결정자를 대상
으로 총 7차례의 소책자를 발간, 연구성과 사용자들과의 연계 확보
l 영향 평가법을 사회과학분야에 맞도록 <표 1>과 같이 ‘범주 체계’를 수정하여 적용
- 보건의료와는 달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성과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기에, ‘범주 체계 및 내용’에서 ‘기여’를 ‘영향’으로 바꿈
- 27개 프로젝트 중 22개 프로젝트 책임자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책임자들이 추천한
연구성과의 ‘사용자’들과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습득
-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프로젝트 등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
n 사회과학분야 연구성과의 특성이 드러나는 평가 결과
l ‘지식’ 범주와 ‘미래연구에의 영향’ 범주에서는 다양한 성과 즉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책에의 영향’, ‘행동에의 영향’,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 범주에서는 미미함
- 기존 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수준의 영향이 대부분이며, 기존 정책과 다른 연구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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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갖는 반면, 사회과학의 연구결과물은
정치적·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장기적이지 않으면 방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특정 정책에의 영향이 연구성과로부터 발생했다는 귀인(Attribution)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l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영향 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
- 사례연구 중 하나인 ‘출산 후 여성의 재취업’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는 ‘일의 미래프로
그램’이 아니었다면 달성할 수 없었던 성과로서, 본인이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연구에서 얻은 성과를 이용하고 적용한 것을 강조
- 자문위원회와 프로그램 단장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초기 단계부터 정책결정자를 연구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지원, 이해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강화
- 정책결정자들은 홍보위원이 발간하는 소책자와 연구자와의 직접 상담을 주요 정보원천
으로 지목하고 있어, 정책이나 행동에의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표 1

‘일의 미래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 범주
범 주(Category)

1. 지식

내 용
논문, 학회 발표, 도서, 도서 원고, 연구 보고서
미래 연구 목표의 명확화

2. 미래 연구에의 영향

연구 기능, 연구 인력 등 연구 능력의 향상, 승진
새로운 DB의 구성
구성원 능력 개발 및 교육 효과

3. 정책에의 영향

정책결정이나 실무 결정에 있어 보다 나은 정보 제공
국가 수준, 전문기관의 수준, 조직 수준에서의 정책 영향

4. 행동에의 영향

개인들의 행위 변화

5.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

여론에의 영향(방송매체에의 등장 정도)

자료: Klautzer et al.(2011).

3. 시사점
n 기존의 지표 중심 평가방법에 비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
l 연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지식 성과물의 평가를 넘어선 측면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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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의 ‘범주 체계’를 유연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
- 로직 모델(Logic Model)을 통해 평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
l 사례연구 및 다양한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평가 업무가 확대
- 연구 아이디어 및 이슈 발굴에서 시작하여 사회경제적 기여로 이어지는 연구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방향적인 이해라는 한계와 귀인(Attribution), 시간지체(Latency)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
- 다양한 지표 사용과 사례 연구 적용으로 보다 복합적으로 연구성과와 그 사회적 영향을
포착하고 있으나, 평가 업무는 더욱 확대
n 평가 대상의 분야 및 네트워크의 특성이 사회적 영향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l ‘일의 미래’ 프로그램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 대상의 분야에 따라 사회적 영향의 발생이
달라짐
-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그 연구성과는 사회적 토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결과물인 정책
에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토론의 발생 과정과 같은 그 실현 과정을 보다 세분화
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l 평가 대상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 특성과 처해진 위치에 따라 그 사회적 영향이 달라짐
- 연구센터, 연구자 모기관과의 관계, 대중과의 관계, 정책결정자 혹은 사용자와의 관계
등 평가 대상이 차지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구조적 위치가 사회적 영향 결정

III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방법
1. ‘생산적 상호작용’과 상호작용 평가의 의미
n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의 인식과 출발
l ‘생산적 상호작용’은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함
- ‘영향 평가법’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이 ‘기획 → 활동 → 결과 → 확산’의
흐름 속에 차례로 발생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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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상호작용’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결과물로 인식
-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의 접촉 결과, 사용자-이해당사자 측에서 과학적·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적 상호작용’이 발생
l EU FP7 프로그램이 지원한 SIAMPI(Social Impact Assessment Methods for research
& funding instruments through the study of Productiv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
society) 프로젝트가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의 시초
- 연구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평가방법
- 인문·사회과학, ICT, 나노과학, 의료 등 4개 분야의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Spaapen and van Drooge, 2011; Molas-Gallart and Tang, 2011)

n 연구성과의 ‘사회적 영향’은 새로운 가치가 발현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됨
l 연구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이해관계자가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취할 때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 연구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부가성(Additionality) 조건을
강하게 적용; 즉, 연구사업이 없었다면 해당 결과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임
- 사회 전체의 혜택이 명확해짐으로써 연구의 사회적 영향이 구체화됨
l 따라서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방법은 연구사업의 ‘사회적 변화’에 더 중점을 두는 평가방식
으로 이해할 수 있음
n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방법은 연구성과의 확산 과정에 주목
l 기존의 연구성과 평가방법은 성과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
- 연구성과를 논문, 보고서와 같은 1차 산출물(Output)에 집중
- 산출물의 확산(Output) → 정책, 제품 등의 결과물 산출(Outcome) → 사회적 영향
발생(Impact)의 선형 모델에 의해 평가체계 구성
l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방법은 연구성과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둠
- 기존 ‘영향 평가법’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집단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로 간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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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방법은 사회적 영향이 내재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로 인식
- 따라서 연구성과 확산의 과정인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 간 접촉 및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
그림 2 생산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의 연구성과

자료: Callon et al.(1992)로부터 연구자가 재구성.

2. 생산적 상호작용의 종류와 평가의 범위
n 생산적 상호작용은 크게 직접(Direct)과 간접(Indirect)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de Jong et
al., 2012)
l 직접 방식은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의미
- 대면접촉, 전화통화,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등 직접적인 상호작용 수단
- 생산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제한적임
l 간접 방식은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이 특정 매개체를 통해 발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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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논문, 보고서 등), 물건(기계) 등의 중간체가 반드시 존재
- 논문, 제품, 지식 이전 등의 연구성과물은 상호작용의 결과임과 동시에 매개체의 개념
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
표 2

생산적 상호작용의 종류
종류
직접 방식(Direct)

간접 방식(Indirect)

내용
대면접촉, 전화통화, 화상 회의 등
상호작용이 개인 수준에서 발생
논문, 보고서, 이메일과 같은 문헌
기계, 박람회, 모델과 같은 물적 존재
제자, 동료, 인턴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
필름 등의 매개체를 통해 접촉 및 상호작용 발생

자료: De Jong et al.(2013).

n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이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
l 기존 평가방법보다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
- 생산적 상호작용에서는 연구자의 행위에 더해 사용자/이해관계자의 행위를 관찰해야
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야 함
-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상호작용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모을 수 없음
l 사례연구와 인터뷰가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주요 수단이 됨
-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시각에서의 연구 활용, 연구자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 사용자와
그 외 이해당사자 간 2차 상호작용, 연구의 성과 및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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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적용 사례
1. World Wide Web 표준 언어 개발
n 1990년대 WWW 표준 언어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교수인 프랑크 반 하멜렌(Frank Van Harmelen)을 중심
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영향을 창출한 스핀오프 프로젝트의 성격을 띰
- 하멜렌 교수는 1990년대 WWW 표준 언어 개발 기초연구에 참여하였고, 인터넷 상에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활동 진행
- 인터넷 Semantic Web의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논문 발표
l 직접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스핀오프 회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상용화
- 교수가 직접 스핀오프 회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연구진과 공동연구 진행
- 2009년 대량의 이메일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범죄수사용 소프트웨어’를 출시
n 상호작용의 형태
l 스핀오프 회사가 직접적 사용자로 등장
- 교수(연구자)와 스핀오프 회사가 직접적 상호작용을 일으킴
- 교수가 회사 경영을 겸업하였으며, 창업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R&D 지원
- 개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호작용의 방향이 연구자원 확보에서 제품개발 지원으로
변화
l 스핀오프 회사를 통해 연구자와 사용자 간의 간접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 교육계, 건축계, 경찰, 회계회사 등의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등장
- 교수(연구자)와의 간접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논문, 인력(인턴십, 취업) 등이 활용

14

동향과 이슈╻제3호

n WWW는 기초연구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
l 연구의 직접 산출물(성과)과 사회 구성원의 행위 변화(사회적 영향)가 동시에 나타남
- 다인용 논문(학문), 스핀오프 회사, 범죄수사용 소프트웨어(제품) 등 다양한 산물을 통해
경제적·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
- 기초연구가 신제품 개발(기술혁신)과 동시에 사용자/이해당사자의 행위를 변화
l 담당 교수가 스핀오프 회사에 참여함으로써 ‘상호작용’의 범위와 강도가 커짐

2. 질병증상 대응 프로토콜 개발
n 질병증상 대응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
l ‘수학적 추론 논리도구’를 ‘질병증상 대응 프로토콜’에 적용하는 연구 수행
- 유럽위원회(EC)의 FET-open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학적 추론 논리도구를 ‘유방암
치료 프로토콜’에 적용하려 함
n 상호작용의 형태
l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연구소가 사용자/이해관계자로서 행동
- 프로젝트 컨소시엄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연구 진행을 지원
l 일선 의료연구자, 의사,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었음
- 연구 프로젝트 목표에는 성과의 실제 적용단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음
- 사용자/이해당사자인 의사나 환자들은 행동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n 사회적 영향의 발생을 기대하기 위해서 후속 프로젝트 진행 필요
l 연구개발의 성과물의 사회적 영향은 미흡
- 수학적 추론논리 도구를 질병지침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학문적 성과는 달성
- 연구성과와 관련한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l ‘사회적 영향’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발현될 것으로 예측
- 기존 질병 대응의 비일관성과 품질관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질병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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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프로토콜 연구에 의해 발생된 ‘사회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움
- 후속 프로젝트로 개인 의료정보의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단계의
간접적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3. 의료진단 및 영상
n 영상의학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의료진단 체계의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l Virtual Laboratory e-science programme(VL-e)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진행
- VL-e는 e-science 발전을 위한 시설 또는 방법론의 개발을 목표로 함
- 이 프로그램의 ‘의료진단 및 영상’ 프로젝트에서 컴퓨터 이론 연구팀과 고성능 분산
컴퓨팅 연구팀의 공동연구 진행
- 디지털 이미지 인식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범용 분산형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n 상호작용의 형태
l 대학병원의 Post-doc이 직접적 사용자로서 연구개발 진행과 참여자 간 직접적 상호작용
촉진
- Post-doc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형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방사선의학자와 접촉하여 개발 소프트웨어의 시험에 참여
l 의료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간접적 상호작용 발생
- Post-doc이 방사선의학자와 분산 컴퓨팅 연구진 사이에서 통역가(translator)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의 실용화 작업 진행
- 참여 연구진 사이에서 700여 통의 이메일을 통해 지식이 교환되는 간접적 상호작용이
일어남
n 사회적 영향이 명확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성과물 역시 직접 개발을 뛰어넘어 발전됨
l 개발 성과물인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의 행위까지 변화시키는 사회적
영향 발생
- 범용 소프트웨어에 머물 뻔했던 성과물이 상호작용을 통해 실용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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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속도가 300배 빠른 소프트웨어(성과물) 활용으로 6달이 걸리던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행위 변화(사회적 영향)를 유도

4. 일상부엌 연구 프로젝트
n 노령화에 대비하여 생활지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l 장애인이나 노인의 생활지원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험실로 꾸민 부엌 곳곳에 센서와 태그를 부착하여 부엌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
- 이를 통해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노인과 치매환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
타입 부엌지원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
n 상호작용의 형태
l 프로젝트의 목표 대상이 사용자/이해관계자로 활동하는 구조
- 자원봉사자와 사용자가 연구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프로젝트 구성
- 다양한 연령층·장애를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연구방법 설정 및 결과 평가에도 참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효용성을 확보하려 함
l 프로젝트 외부의 사용자와는 시제품 등을 통해 간접적 상호작용을 이룸
- 학생, 기업, 언론 등의 다양한 방문자에게 연구자들이 시범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생산
n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의 성과는 프로토 타입의 발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l 연구자와 사용자 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성과 창출
- 논문, 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사용자 공동체와의 관계,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모습의 성과를
창출
l 연구성과의 사회적 영향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회적 영향의 발생을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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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강한 연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토 타입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
표 3
사례

1.
인터넷
표준
언어
(기초)

주요 사례들의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결과 정리
영향(Impact)
학문적

다인용
논문

사회적

사용자/이해관계자
직접

사회적기여
Spinoff
Company,
성공적인
Spinoff
범죄수사용
Company
SW tool,
Semantic
Web의
새로운 기준

간접

상호작용 종류
직접

교수의
회사경영
참여,
건축산업,
공동저술,
교육계,
컨퍼런스,
경찰,
강연,
회계회사
자문활동,
새로운
인력채용

간접

인턴십,
졸업생,
논문

논리
도구로
2.
질병
질병증상 증상을
대응지침 표현할 수
(기초) 있다는
첫 번째
논문

지식의 이용
기존
의료계
치료방법
의료서비스 (의사,
권고의
품질개선 병원,
비일관성
연구소
간호사),
증명,
환자
품질관리
절차개선

프로젝트
컨소시엄
회의

3.
의료진단
및 영상
(기초)

사회적기여
의료이미지
처리 SW:
300배
빠른
분석 능력

이메일,
공식미팅,
SW tool,
비공식미팅
소개인

분산
컴퓨팅용
범용
SW toll

학술회의
4.
논문 및
일상부엌
Position
(응용)
Paper

의료기술
Post-doc

자선단체,
시 정부,
지식의 이용 사용자단체
Prototype
자원봉사자
시스템에
(치매인)
기반한 일상 간병인,
부엌
대학생대표
기업방문객
언론계

지역의료
연구자,
대학병원

자원봉사자
일반대중: 위원회,
공동체
자선단체
일체성
회원등록,
증진을
컨퍼런스
목표
참여 및
확산활동

상호작용 성격
자원

지적재산권 장기
관계,
(지식부터
Funding
제품까지)

EC
다른 연구 Funding,
프로젝트에 의료
의한 이용 protocol
(유방암)

On-line
포럼, 초기
모형,
응답서,
뉴스레터,
잡지 기사

기간

중기
(지식부터
이용까지)

정부의
Funding
(VL-e)

장기
(지식부터
제품까지)

민간회사,
시의회
대표,
자선단체
대표들의
프로젝트
참여

단기
(제품적용)

자료: De Jong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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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사점 및 과제
1.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과정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행동변화까지 유도
n 결과에 집중했던 기존의 평가방법이 갖고 있던 문제를 극복
l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영향 평가법이 갖고 있던 귀인 문제와 시간지체 문제를 극복
- 연구자와 사용자-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 상호작용·연구성과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연원과 시기에 대한 평가 가능
- 단기간에 발생한 연구성과의 영향 혹은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n 사용자/이해당사자의 사고·행동 변화를 통해 사회·기술시스템 혁신에 기여
l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사용자/이해당사자의 행위·사고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영향’을 정의
l ‘사회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 및 학습 과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행동 부가성(Behavioral Additionality), 산출 부가성(Output
Additionality) 촉진
l 즉, 사용자/이해당사자가 연구성과를 취사·선택·추동하는 과정을 ‘사회적 영향’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미시적 수준에서 연구성과와 관련된 사용자/이해당사자의 사고·
행동·생활방식 변화를 유도
l 거시적으로는 연구성과 확산을 사회-기술시스템의 틀에서 고찰하도록 하여 기술혁신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드러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

2. 문제점 극복을 위해 평가 틀·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n 질적 지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 필요
l 기존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작업 규모가 커 노동력과 자원이 많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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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인터뷰, 사례연구 중심의 평가방법론은 인력과 시간 측면에서 많은 비용 유발
l 평가 틀이 아직 정밀하게 자리 잡지 못한 측면이 존재
- 평가 대상이자 평가자로서 사용자/이해관계자를 필수로 평가 틀에 포함해야 함
- 상호작용(직접적, 간접적), 성과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
n 인터뷰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상호작용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l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에는 사용자/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구활동 이후 단계의 지원을 구상해야 함
l 연구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성격, 사용자/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의 발생 과정을 파악해야 함
l 사용자/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가 복잡할수록 사회적 영향의 발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 상호작용에 대해 접근해야 함

❙필자❙ 임 홍 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성 지 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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