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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자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해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기술 련 원문 자료와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해 정보서비스 품질이 

갖는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해 DBDC형 CVM을 용하기 한 설문모형을 설계하 다. 300명의 건설기술정보

시스템의 회원을 상으로 재의 정보서비스 품질 평가와 정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 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을 

질의하 다. 조사된 설문결과의 기 통계량을 가지고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고, 종속변수에 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의 통계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품질에 해 개별응답자들의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치를 추정하 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보서비스의 사용가치를 측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정보서비스 

품질을 심으로 하여 가치를 측정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provides the documents and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through the Construction Technology Digital Library System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engine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monetary 
value of information service quality in order to improve the documents and information service quality provided 
by this system.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model was designed to apply the DBDC- CVM. We surveyed 
the members of 300 this systems for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they are willing to pay to maximize the 
quality of information servi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was analyzed with the basic statistics of the survey resul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ogit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monetary value of individual 
respondents who are willing to pay for information service quality. In previous research, we measured the 
use value of information servic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shows that the measurement of value based 
on information service quality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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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편 으로 건설 산업을 노동력을 심으

로 한 경험산업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경험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이 완성품을 건

설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체화되어 있

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  지식(tacit 

knowledge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암묵

지는 건설 완성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의 공공건설공사에서

는 암묵지를 공사시방서, 공보고서 등과 같

은 명시지 형태의 자료(explicit data)로 작성

하고 있다. 이 게 작성된 자료들은 건설기술

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기술자들이 이러한 자료

들을 획득하기 해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

다. 하지만 실 으로는 이러한 자료가 있는 

소재지를 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만약 자료

가 있는 소재지를 악하 더라도 자료를 보유

한 기업이 자료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정

부는 건설기술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참조될 

수 있는 건설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한다면 

궁극 으로 국가차원에서 건설 산업의 기술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이를 지원

하기 해 건설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 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

흥법｣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를 마

련하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정보

의 유통체계 구축을 실천하기 해 2001년부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Digital Library System)을 구축

하여 운용하고 있다(정성윤 외 2018b). 건설기

술정보시스템은 2018년 12월 기 으로 약 46,900

여건의 연구보고서, 건설사업보고서 등 건설보

고서와 표 품셈, 건설공사 원가 감사례, 시공

차서 등의 건설공사실무 등 원문 자료와 메

타데이터를 DB화하고, 구축된 원문 자료와 메

타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구나 무료로 찾아

볼 수 있도록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건설기술자들이 지 보다 

더 많은 물량의 건설기술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산 규모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 에 있다. 따라서 제한된 

산을 가지고서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효과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박동균(2002)의 연구사례와 

같이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정보서비스 품질

을 높인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 시키고, 

이러한 만족도 증 는 정보의 재이용을 높이며 

궁극 으로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제고하는 일

련의 인과 계를 갖는다고 단하 다. 다시 

말해서, 고품질의 정보를 서비스하며 정보서

비스의 가치를 증 시키고, 가치를 증 하기 

해서는 효과 인 산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정보서비스 품질 측정항목들을 선정하고, 

품질 측정항목들이 갖는 가치를 으로 

환산하고, 환산된 가치가 높은 품질 항목에 

산을 우선 으로 배정하고자 하 다. 서비스 

품질 항목들의  가치를 알기 해서는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에 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정보서비스 품질은 비시

장재(non-commodity goods)이기 때문에 일

반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치에 한 자

료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비시장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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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환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방

법들  하나로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할 수 있다(허

은녕 2000; 강기래 2009; 표 희 2012). CVM을 

용하기 해서는 표  집단을 선정하고 이 

집단에게 비시장재의 이용 선호도 혹은 잉여에 

따라 개인이 최 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

는 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질문

하여 수요곡선과 응답자의 잉여를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비시장재 이용에 따른 잉여에 향을 

받는 종속변수와 응답자들이 수락한 WTP에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 간의 비선형  상

계(nonlinear mutual correlations)를 분석하

는 과정을 통해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

한다. CVM에는 표 집단에게 WTP를 제시하

는 과정에서 이상치(outlier)에 의한 편의(bias)

가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양분선택형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CV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Hanemann 1984; 

김은주 2003). DBDC형 CVM은 처음 제시한 

액을 수락여부에 따라 다시 수정한 액을 

제시한 후, 수락여부를 질의하여 응답자들의 

WTP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정보서비스 그 자체에 

한 가치를 주로 측정하 으나(류희경, 이두

 2006; 심원식 2010)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

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기술 련 원

문 자료와 정보 서비스의 품질에 한  

가치를 측정하기 해 설문모형을 설계하 고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회원들  300명을 표

본으로 선정하 다. 설문모형에는 WTP에 

향을  수 있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특성

과 건설기술정보 서비스의 품질에 한 이용자 

평가 수   개별응답자의 WTP를 설명변수들

로 선정하 다. 응답자에게 정보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가상 상황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WTP

의 수락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다음으

로,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향을 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DBDC형 CVM을 이용하

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 계에 

해 계량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정보서비스 품

질에 한  가치를 측정하 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약사항과 추가 으로 필요한 연구

를 기술하 다. 

2. 이론  고찰  선행 연구사례

2.1 이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건설기술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이용자

의 잉여를 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의 가치를 

으로 환산하기 쉽지 않다. 이는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사  자료를 구득할 수 없고, 이용

자마다 정보서비스 품질에 해 평소 느 던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시장

재를  가치로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서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행 나 자료를 사후에 

간 으로 측하여 비시장재의 편익에 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는 가상시장이나 상

황을 설정한 후, 선정된 표본을 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비시장재를 이용하

는데 최 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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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확률통계 처리과정을 거쳐 비시장재 이

용의 잉여에 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한국

정보화진흥원 2004). 

자의 방법을 시선호평가법(Revealed Pref- 

erence Method, RPM)이라고 하고, 후자는 술

선호평가법(Stated Preference Method, SPM)

에 해당한다(Bateman et al. 2003; 이철용 2014). 

RPM은 주로 환경재, 문화 재, 의료보건 개

선 등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비

시장재가 일반 시장에서 거래된 역사  자료를 

실 으로 구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RPM

을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서비스 품질

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RPM을 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SPM은 이용자

가 비시장재 이용을 통해 얻는 잉여가 있고 잉

여를 얻기 해 으로 지불한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WTP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WTP에 향을 주는 요인

들 간의 상 계를 계량통계학  계산과정을 

통해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한다. 이

처럼 SPM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에 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SPM은 다

시 직 추정방식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과 간 추정방식인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CA)으로 나  수 있다(이성근, 임

규채, 함윤주 2014). CVM에서는 통상 으로 

이용자에게 비시장재 이용의 선호도에 따라 최

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을 제시한다. 만약 

제시된 액을 수락하다는 의미로서 ‘ ’라고 답

변한 경우에는 비시장재에 한 WTP에 제시된 

액보다 같거나 많다고 해석한다. 이때 지불의

사여부에 향을 받는 요인을 종속변수로 정한

다. 지불의사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

명변수로 정한다.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향

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고 비시장재 이용의 잉

여를  가치로 환산한다. 

한편, CA을 용하기 해서는 서로 다른 

속성이나 가격을 가진 유사 재화에 해 응답

자들이 2개 이상의 선택 안들 에서 응답자

가 선호하는 안을 선택한다. 선택된 안으

로부터 비시장재의 속성과 수 별 가치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 CA 방법은 체로 비시장재의 

속성과 수 별 가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선택할 안들이 많을수록 응답자가 선

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회피할 우

려가 많다. 이는 결국, 가치측정 결과에 한 신

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의 가치 측정에 필요

한 역사  자료 구득의 어려움, 정보서비스 품

질의 속성과 수 을 분할하기보다는 종합 인 

가치 측정의 필요성 그리고 SPM이 거의 모든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에 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감안한다면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에 

한 가치 측정 방법으로, SPM형 CVM이 

합하다고 단하 다.

CVM를 용하기 해서는 응답자가 생각

하는 최  WTP를 어떻게 얻는가가 요하다. 

따라서 CVM에서는 크게 개방형, 연속형  폐

쇄형 등과 같은 질문법이 사용된다(정찬 , 이

훈 2014). 개방형 질문법에서는 직 질문, 지불

카드 방식이 사용되고, 폐쇄형 질문법에서는 경

매법, 양분선택형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DC)

은 제시 액에 해 수락 는 거부를 나타내

는 의미로서 응답자는 제시 액에 한 ‘ ’ 혹

은 ‘아니오’라는 의사를 표 한다. DC 질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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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문법들보다 단순하면서 신뢰성 있는 결과

를 얻을 수 있다(Heberlein and Thomas 1986). 

DC를 다시 단일경계(Single-Bounded, SB), 이

경계(Double-Bounded, DB), 삼 경계(Triple- 

Bounded, TB) 등 질문법으로 나  수 있다

(유승훈 2014). SBDC는 1회 질문을 하는 반면

에 DBDC에서는 1회 질문 후, 1회 응답결과에 

따라 한 번 더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

럼 후속으로 질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편의와 

비효율성의 합으로 구성되는 평균제곱오차 

에서 SBDC보다 통계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BDC에서는 1회 질문 후, 2회의 후속 

질문하기 때문에 DBDC보다 통계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가 응답을 의도

으로 락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DBDC보다 통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Hanemann 1984; Kanninen 1993; 김은

주 2003). 게다가 DBDC는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최  지불의사 액을 제시하는 구조 

 가상 인 거래시장에 한 설문조사에 상

으로 용이하다는 장 을 갖는다. 이러한 장

 때문에 DBDC는 SBDC와 TBDC보다 건

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에 한 WTP를 수집

하는 질문법으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비시

장재 이용의 선호도에 따른 응답자의 WTP를 

측정하는데 DBDC형 CVM을 용하기 해

서는 식 (1)과 같이 제시 액에 해 지불의사

를 수락 혹은 거부하는 잠재  선호정도를 나

타내는 효용이론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간

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로 환

하는 Hanemann(1984)의 차이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효용함수를, 은 개별응답자의 

 소득을, 는 개별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는 개별응답자의 

간 효용함수에서 지불의사의 확정 인 부분

(deterministic)을 말한다. 는 평균이 0이고 

소득 에 해 독립 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갖

는 무작  확률변수를 말하고, 개별응답자의 

간 효용함수에서 지불의사에 한 불확실성

을 의미하는 확률 인(stochastic) 부분을 의

미한다.  이면 제시 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

다는 의미이고, 반 로  은 제시 액을 지

불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응답자가 제시 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한 후에도 비시장재의 효용이 보다 

더 큰 효용이 있다는 것을 식 (2)과 같이 효용

격자함수(utility difference function)로 표

할 수 있다.

      ≥        (2)

           ≥   

             

여기서 는 응답자가 제시한 액을 지불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간 효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때에 응답자가 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 ’

라고 답변할 확률함수( )를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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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개별응답자가 을 지불할 의사

가 있다고 응답( )할 확률 도함수를 말한다. 

는     일 때 응답자가 을 수락할 확률

인 의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는 , , 에 한 모수

(parameter)들로 구성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일 때 ≥ 으로 측되고, 반 로  일 

때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응답자가 비시장재 이용의 

선호도에 따라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확률

모형으로 구한다. 이 때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로빗모형(Probit Model), 

로짓모형(Logit Model. LM) 등 이항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남 우, 이한식, 허인 2016). 이들 모형 에서 

LM은 Hanemann(1984)과 류희경, 이두

(2006)이 언 하 듯이 상 으로 합도가 

높고, 종속변수가 “ ” 혹은 “아니오”하는 선

택행 를 갖기 때문에 WTP의 측정이 용이하

다 등의 장 을 가진다. LM을 용하기 해

서는 분포함수 형태로서 가 로지스틱 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식 (4)처럼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를 사용한다. 

  
 


    (4) 

여기서 는 임의의 상수를, 는 의 회귀계

수를 말한다. LM은 간 효용의 증가분()이 

커질수록 분포함수()의 값이 1에 가

까워지고, 는 0과 1사이에 치한다.

LM에서 WTP가 비시장재 이용에 최 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이고, 가 WTP보다 

작거나 같다면 식 (5)과 같이 WTP를 계산한

다. 식 (5)을 통해 LM을 이용한 확률함수의 

확률 면 을 기 으로 하여 개별응답자 에 

한 WTP를 계산한다. 

      ≥   

    

(5)

여기서 는 응답자의 실제 WTP 값을 

말하는 WTP의 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한다.

WTP는 무한 로 확률 면 으로 계

산하기 때문에 식 (6)과 같이 WTP의 평균

값(mean), 앙값(median), 삭된 평균값

(truncated mean) 등을 용하여 비시장재 이

용의 선호도를  가치로 환산한다. 이때 

평균값에는 ‘0’에서 무한 까지 의 역이 

포함되고, 중앙값에는 ‘음(-)’에서 무한 까지

의 제시 액의 역이 포함된다. 절삭된평균값
에는 ‘0’에서 사 에 정해진  역만이 포함된

다(Hanemann and Kanninen 1998; 강기래 2009).

평균값  


∞

 




∞

  

×ln exp

(6)

중앙값 


∞


∞



  


절삭된평균값 




  






  

×ln exp×max

exp


여기서 는 응답자가 제시 액을 수락할 확

률인 의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는 상수와 각 설명변수의 회귀계

수의 값과 변수의 평균의 합을 의미하는 상수를, 

는 제시 액의 회귀계수를, 는 제시 액을, 

max는 제시 액  삭된 최댓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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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사례 고찰

한국정보화진흥원(2004)은 정보서비스의 특

징을 정의하 고, DBDC형 CVM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리하

다. 한 설문조사의 유의사항과 CVM의 문

제 을 제시하 다. 여러 학자들은 DBDC형 

CVM을 이용하여 일반도서 이나 정보시스템

을 이용한 원문제공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

다. 를 들어 류희경, 이두 (2006)은 도서

에서 DB 구축비용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기 

해 DBDC형 CVM을 이용하여 WTP를 측정

하 다. 이 논문에서는 원문제공서비스를 사용

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하 다. 자는 500

원, 1,000원, 2,000원, 4,000원, 8,000원으로 구

분하여 처음 액을 제시하 고, 후자는 5,000

원,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으로 

처음 액을 제시하 다. 이 논문은 도서 의 

서비스 품질보다는 인지도, 이용경험, 활용도, 

책수, 작권 등 도서 의 이용 측면에서 사용되

는 요인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다. 중앙값
값을 용하여 원문제공서비스의 가치를 측정

하 다. Atsushi et al. (2003)은 일본의 공공

도서  서비스 투자를 한 DBDC형 CVM의 

용성과 유효성을 검증하 다. 1회 도서  이

용 시 350엔의 경제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

다. 심원식(2010)은 일반도서 의 서비스 가치 

측정을 한 CVM의 용 방법과 용 시 문

제  등을 제시하 다. 표순희(2012)는 공공도

서 의 가치측정에 CVM을 용할 때 지불수

단이 가치측정에 미치는 향정도를 분석하

다. 경북 학교(2007)는 CVM 등을 이용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서비스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원본제공서비스에 한 사용가치, 비사

용가치  잠재 인 기 가치를 추정하 다. 이

경아 외(2011)는 DBDC형 CVM을 이용하여 도

로 표지 에서 제공한 실시간 교통정보의 가

치를 측정하 다. 이 논문은 응답자의 기본정

보와 교통정보의 경험 정보를 설명변수로 사용

하 다. 

이외에도 정찬 , 이훈(2014)은 김제지평선축

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에 DBDC형 CVM, 

절삭된평균값  LM을 용하 다. 곽승 , 

유승훈, 장정인(2005)은 석호환경 보존의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 추정에 DBDC형 CVM과 

평균값을 용하 다.

정성윤(2016)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건설

기술 제공 자료의 활용빈도, 물량  품질에 

한 이용자 만족도에 한 가치를 측정하 다. 

이 논문은 개방형 질문법을 용하여 1만원에

서 20만원까지 7가지로 구분한 제시 액에 

한 수락여부를 질문하 다. 제시 액의 범 가 

커짐에 따라 WTP의 평균값, 앙값, 삭된 

평균값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Jeong(2018)

에서는 정성윤(2016)의 연구내용을 보완하기 

해 DBDC와 LM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건설

기술 자료의 활용빈도, 물량  품질에 한 이

용자 만족도의 가치를 측정하 다. 이 과정에

서 10달러에서 50달러까지 5가지로 구분한 처

음 액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DBDC형 CVM

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이나 도서 을 사용한 

가치를 측정하거나 서비스 만족도에 한 가치

를 측정하 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정보서비

스 품질을 심으로 하여 가치를 측정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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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모형 설계

3.1 모형 설계의 제조건

본 연구는 DBDC형의 CVM을 이용하여 건

설기술정보 서비스의 품질에 따른 응답자의 

WTP를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제조건

을 고려하여 설문모형을 설계하 다. 

첫째,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

설보고서 와 건설공사실무의 원문과 메타데

이터 서비스에 한 품질을 가치 측정의 상

(the goods being valued)으로 정하 다. 그리

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잉여가 있고, 

정보서비스 품질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고 가

상 인 상황을 설정하 다. 계속해서 잉여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응답자가 지불할 수 있

다고 가정하 다. 이때 응답자의 비용 지불은 

정보서비스 품질로 국한하 다. 

둘째, 지불 수단에 있어서 설문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부분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서비스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은 자

비보다는 응답자의 소속회사에서 지불한다고 

가정하 다. 

셋째, 지불의사 유도방식으로는 DBDC를 용

하 다. 이 질문법은 Heberlein, Thomas(1986), 

Kanninen(1993), Hanemann(1984) 등이 제시

하 듯이 다른 지불의사 유도방식보다 상

으로 신뢰성 있는 설문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첫 번째 제시 액에 해 지

불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 ’라고 답변하면 다

시 첫 번째의 제시 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

에 해 지불여부를 질의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처음 제시 액과의 첩되지 않도록 후속 

질문에서는 처음 액의 1/2배를 증액한 액

을 제시하 다. 반 로, 첫 번째 제시된 액에 

해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아니오’라고 

답변하면 첫 번째의 제시된 액의 1/2배로 감

액한 액에 해 지불의사여부를 다시 질의하

다.

넷째, 처음 제시 액은 응답자의 WTP에 

향을 주기 때문에 합리 인 액이 제시되어야 

한다(김강수 2009). 하지만 실에는 정보서비

스 품질에 따른 WTP 분포에 한 가용된 역

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도서  원문제공서비스의 가치 추정(류

희경, 이두  2006)과 건설기술정보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상으로 한 가치추정(정성윤 

2016; Jeong 2018)에서 사용한 처음 제시 액

의 분포를 용하여 정보서비스 품질에 따른 

처음 제시 액을 설정하 다. 아울러 DBDC형 

CVM은 기본 으로 처음 제시 액이 비록 합

리 이지 못하더라도 후속 질문에서 어느 정도 

개별응답자의 WTP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필요 이상으로 설문항목을 많이 제시

할 경우에 응답자가 설문항목의 기입을 의도

으로 락시킬 수 있다. 이를 방하기 해 응

답자들이 설문항목에 따라 쉽게 응답할 수 있도

록 응답자의 인구통계  정보, 건설기술정보 서

비스 품질에 해 느낀 평가 수 , 그리고 제시

액의 수락여부 등 가치 측정에 필요한 최소의 

설문항목들로 구성하 다.

3.2 정보서비스 품질평가 항목 설계

국내에서 건설기술정보 서비스에 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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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평가한 연구사례는 거의 무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 다룬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DeLone and McLean 1992), 정보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SERVQUAL기반의 서비스의 

품질 요건(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 

1985)과 일반도서 과 디지털도서 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해 설계된 LibQUAL+(Cook 

et al. 2003)와 DigiQUAL
TM

(Kyrillidou et al. 

2007) 등에서 사용한 서비스 품질 평가항목들

을 조사하 다. 조사된 항목들 에서 건설기

술정보 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항목을 설계하 다. 건설기술정보 서비스에는 

LibQUAL+에서 사용하는 물리  도서  공

간과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고, 문 사서도 배

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과 시설, 사서들

의 도서  이용자에게 직 인 응 에 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DigiQUALTM에서 다룬 일반 디지털

도서 의 서비스 품질과 다르게 건설기술을 특

화한 문분야의 자료와 정보를 심으로 서비

스를 제공한다. 한 주로 건설 기술자와 실무

자  학생들이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 으로 고

려하여 <표 1>과 같이 건설기술정보 서비스에 

한 품질을 평가하기 한 설문항목을 설계하

다(정성윤 2018a).

3.3 표본  조사 방식

본 연구에서는 실성 있는 설문결과를 얻기 

해 건설기술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건설

기술정보시스템의 회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게다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실시

하 던 설문조사의 표본수와 동일하게 300명의 

설문 역 세부 설문항목

자료  정보

이용의 품질

U-1)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고객센터의 정보에 한 서비스 품질 수

U-2) 업무 혹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수

U-3) 애로사항, 문제해결 등 헬 데스크의 응   처리에 한 친 성 수

U-4) 원하는 자료(원문)를 찾기 한 노력의 수

U-5) 검색 혹은 원문 조회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수

U-6) 원하는 자료를 찾기 쉽게 주제/분야 등 분류에 따라 정렬된 수

U-7) 심이 있는 자료 종류의 공감  수

U-8)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에 한 신뢰성 수

건설기술정보

시스템의 품질

S-1) 검색결과(응답) 시간에 한 만족도 수

S-2) 제공하는 검색기능에 한 만족도 수  

S-3) 이용자의 인터페이스(메뉴․화면 구성, 간략․상세조회 화면 등)에 한 만족도 수

S-4) 메인(처음) 화면의 구성, 디자인  제공 정보에 한 만족도 수

S-5) 속하거나 로그인에 한 만족도 수

S-6) 주 사함에게 권장할 의향에 한 정도

S-7) 사용방법에 한 이해 수

S-8) 신규회원가입 혹은 회원정보 확인․수정 과정에서 느낀 만족도 수

S-9) 평소에 안정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표 1>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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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모집단으로 설계하 다.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에 향을 받지 않으면서 편한 시간에 설

문항목에 해 응답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정보

시스템의 게시 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 다. 한편, CVM을 이용하기 

해서는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상 계

를 추론하여야 한다. 추론 과정에서 이상치와 

편의로 인해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답

자에게 설문조사 에 설문의 목 과 주의사항

을 설문조사 자료에 게시하 다. 계속해서 건설

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에 해 응답자마다 느끼

는 평가 수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응답자의 평

가 수 을 정량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1:매

우 음’, ‘2: 음’, ‘3:보통’, ‘4:많음’, ‘5:매우 많

음’ 등 등간척도를 이용한 5  만 의 척도를 사

용하 다. 끝으로 개별응답자별로 지불의사가 

있는 WTP를 수집하기 해 처음 제시 액을 

1,000원, 2,000원, 4,000원, 8,000원으로 나 었

다. 응답자가 제시 액의 수락여부를 2차에 거

쳐 응답하도록 DBDC를 용하 다.

4. 설문조사결과 분석

4.1 응답자 특성의 기 통계량 분석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품질에 

한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 이는 개별응답자

가 갖는 성향의 차이가 WTP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 할 수 있

다. WTP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해

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분석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응답자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설

문항목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응답자가 자신

에 한 정보를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순서화된 

입력 방식을 채택하 다(정성윤 2018a). <표 2>

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유형, 성별, 업무분야, 

교육수  등의 항목들에는 명목척도를 용하

고, 나이, 연간수입, 경력, 정보서비스 이용 횟

수 등 항목들에는 순 서열척도를 용하 다. 

구분 조사항목 응답수 비율(%)

기업

유형

1. 자 업 22 7.3

2. 소기업 174 58.0

3. 기업 47 15.7

4. 공공기 37 12.3

5. 학교 20 6.7

나이

1. 30세 이하 34 11.3

2. 31세～40세 78 26.0

3. 41세～50세 125 41.7

4. 51세 이상 63 21.0

성별
1. 남자 227 75.7

2. 여자 73 24.3

연간

수입

1. 3천만원 미만 37 12.3

2.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23 41.0

3. 5천만원～8천만원 미만 117 39.0

4. 8천만원 이상 23 7.7

업무

분야

1. 엔지니어링 127 42.3

2. 시공 58 19.3

3. 건설 리 97 32.3

4. 기타 18 6.0

경력

1. 5년 미만 68 22.7

2. 6년～10년 59 19.7

3. 11년～20년 97 32.3

4. 20년 이상 76 25.3

교육

수

1. 고졸 이하 13 4.3

2. 학교 졸업 221 73.7

3. 학원 졸업 66 22.0

정보서비스

이용 횟수

1. 자주(월11회 이상) 62 18.3

2. 종종(월 5～10회) 55 18.3

3. 가끔(월 2～4회) 146 49.3

4. 거의(월 1회 이하) 35 11.7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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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기 으로,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에 가입된 회원이 207,614명이고, 이  자 업

(3.9%), 소기업(63.3%), 기업(5.0%), 공공

기 (9.1%), 학교(9.8%), 기타(8.9%)를 차지

하고 있다. 이 수치를 볼 때 <표 1>에서 응답자의 

기업유형에 한 분포와 가입된 회원의 분포가 

략 으로 비슷하 다. 

4.2 서비스품질 평가의 기 통계량 분석

본 연구는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을 평가

하기 해 <표 1>의 정보서비스 품질의 평가항

목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 3>과 <표 4>는 응답자가 느 던 정보서비

스 품질의 평가결과에 한 확률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항목 수 응답수
비율
(%)

평균 편차
표
편차

표
오류

U-1

1 2 0.7

3.94 0.75 0.87 0.05

2 18 6.0

3 55 18.3

4 145 48.3

5 80 26.7

U-2

1 1 0.3

3.88 0.77 0.88 0.05

2 22 7.3

3 63 21.0

4 140 46.7

5 74 24.7

U-3

1 0 0

4.09 0.69 0.83 0.05

2 3 1.0

3 82 27.3

4 99 33.0

5 116 38.7

U-4

1 0 0

4.00 0.71 0.84 0.05

2 12 4.0

3 70 23.3

4 123 41.0

5 95 31.7

  <표 3> 자료  정보 이용에 한 품질 

평가결과

항목 수 응답수
비율
(%)

평균 편차
표
편차

표
오류

U-5

1 0 0

3.98 0.71 0.84 0.05

2 12 4.0

3 72 24.0

4 125 41.7

5 91 30.3

U-6

1 0 0

3.94 0.74 0.86 0.05

2 15 5.0

3 75 25.0

4 123 41.0

5 87 29.0

U-7

1 0 0

3,92 0.67 0.82 0.05

2 10 3.3

3 83 27.7

4 127 42.3

5 80 26.7

U-8

1 0 0

3.93 0.64 0.84 0.05

2 11 3.7

3 74 24.7

4 140 46.7

5 75 25.0

계(평균) 300 100 3.95 0.71 0.85 0.05

항목 수 응답수
비율
(%)

평균 편차
표
편차

평균
오류

S-1

1 0 0

4.04 0.72 0.85 0.05

2 12 4.0

3 66 22.0

4 119 39.7

5 103 34.3

S-2

1 0 0

3.89 0.71 0.84 0.05

2 13 4.3

3 86 28.7

4 123 41.0

5 78 26.0

S-3

1 0 0

3.93 0.56 0.75 0.04

2 11 3.7

3 62 20.7

4 165 55.0

5 62 20.7

S-4

1 0 0

3.96 0.65 0.80 0.05

2 12 4.0

3 67 22.3

4 142 47.3

5 79 26.3

<표 4>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품질에 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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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보편 으로 설계와 

향평가조사에 필요한 각종 신공법․신기술

과 황조사 등 건설보고서 주의 자료가 필

요하다. 건설 리 분야는 공무에 필요한 각종 

건설실무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한 공공기

과 기업보다 소기업은 필요 자료를 구득하

기가 쉽지 않다. 건설 산업의 특성 상 여자보다

는 남자가 건설 장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한 과거에 노동 주에서 기술 주로 건설 산업

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법․신기술 등의 

원문 자료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링과 건설 리 분야

의 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40 의 남

자들이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 다. 따

라서 본 설문조사는 실성이 어느 정도 반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과 <표 4>를 

보듯이 원문 자료와 정보 이용에 한 응답자

들의 평가가 평균 3.95 으로써, 정 인 결과

를 얻었다. 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한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느끼는 

수 이 평균 3.98 으로서 만족한다고 응답하

다. 하지만 약 50%의 응답자들이 월 2～4회 

정도만 정보서비스 이용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용 횟수를 늘리기 해서는 

정보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4.3 지불의사 액의 기 통계량 분석

본 연구는 1건의 건설기술 원문이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최 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액을 

수집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응답자에게 질

문내용을 제시하 다.

300명의 응답자들  242명은 지불의사 액

을 표명하 고, 나머지 59명은 제시 액을 수

락할 의지가 없다고 응답하 다. 제시 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는 “ 재와 같이 무상

으로 사용 요구”, “상업  목 이 아닌 경우 기

술발 을 하여 무료로 공개 필요” 등으로 답

변하 다. <표 5>는 DBDC를 이용하여 처음 제

시 액과 후속 제시 액의 수락여부에 한 빈

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처음 제시 액으로 1,000

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체의 80.7%를 차지한 

반면에 8,000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체의 약 

1.3%를 차지하 다. 즉, 처음 제시 액이 클수

록 제시 액을 수락하는 빈도수는 었다. 이

항목 수 응답수
비율
(%)

평균 편차
표
편차

평균
오류

S-5

1 0 0

3.98 0.64 0.80 0.05

2 9 3.0

3 72 24.0

4 136 45.3

5 83 27.7

S-6

1 0 0

4.05 0.68 0.82 0.05

2 12 4.0

3 58 19.3

4 132 44.0

5 98 32.7

S-7

1 0 0

3.98 0.68 0.82 0.05

2 11 3.7

3 71 23.7

4 130 43.3

5 88 29.3

S-8

1 0 0

3.86 0.72 0.85 0.05

2 12 4.0

3 95 31.7

4 115 38.3

5 78 26.0

S-9

1 1 0.3

4.09 0.70 0.84 0.05

2 10 3.3

3 57 19.0

4 125 41.7

5 107 35.7

계(평균) 300 100 3.98 0.67 0.8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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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불할 액에 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② 지불할 액이 높아서

③ 이용방식이 불편해서

④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원문을 수집할 수 있어서 

⑤ 기타 (                                             )

Q1) 귀하께서 제공되는 건설기술 원문 자료와 메타데이터 등 
서비스 품질에 해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1,5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1,5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② 아니오 선택 시,  
25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Q5)로 이동)

Q2) 귀하께서 제공되는 건설기술 원문 자료와 메타데이터 등 
서비스 품질에 해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3,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② 아니오 선택 시,  
5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Q5)로 이동)

Q3) 귀하께서 제공되는 건설기술 원문 자료와 메타데이터 등 
서비스 품질에 해 4,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6,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② 아니오 선택 시,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Q5)로 이동)

Q4) 귀하께서 제공되는 건설기술 원문 자료와 메타데이터 등 
서비스 품질에 해 8,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1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4,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② 아니오 선택 시,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Q5)로 이동)

Q5)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이유를 선택하세요.
(복수응답 가능)

<그림 1> 처음 제시 액에 한 질문방법

 구분
처음 
제시 액

표본수

제시 액에 한 수락여부 빈도수

-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000원 242 94 62 27 59

2,000원 37 18 18 0 1

4,000원 17 3 14 0 0

8,000원 4 4 0 0 0

합계 300 119 94 27 60

  <표 5> 처음 제시 액에 한 수락결과 

분석

러한 상은 건설기술정보 서비스가 유료화 될 

경우에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나타난 상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로서, 약 59명의 응답자들

이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에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처음 제시 액을 

수용하지 않았다. 

5. 정보서비스 품질에 한 가치 측정

5.1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 계 분석

제시 액에 한 응답자의 수락여부는 종속

변수가 되고, 이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성향과 정

보서비스의 품질 평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

라서 응답자의 성향과 정보서비스의 품질 평가

를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다. 제시 액에 해 개별응답자의 수락여부로

서 “ ” 혹은 “아니오”라는 이산 인 답변을 모

형화 하고, 이를 토 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용하여 설명변수들의 모

수 값을 계산하 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

의 계가 비선형 인 형태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 유형은 선형확률모형보다 

식 (7)과 같이 비선형 LM에 합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상수 계수벡터를, 는 설명변수

들을, 는 추정모수들의 벡터를 의미한다.

식 (7)에서 의 계수는–4.52이고, 의 계수

는 0.0000502가 된다. <표 6>은 LM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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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WTP의 수락여부에 향을 미치는 설

명변수들의 계량  통계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6>에서 보듯이 10개의 설명변수는 유의

확률(Probability)이 5% 는 10%의 유의수

에 만족하기 때문에 통계 으로 종속변수에 

향을 주는 유의성을 갖는다. 나머지 설명변

수들은 통계  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통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기

본정보와 련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수 을 

갖는 나이, 연간수입, 업무분야 등 설명변수의 

설명변수 계수 표 오류 z-통계 유의확률

응답자의 기본정보

기업유형 -0.16 0.16 -0.99  0.32 

나이 0.55 0.32 1.72  0.09** 

성별 -0.10 0.39 -0.27  0.79 

연간수입 0.54 0.27 1.97  0.05* 

업무분야 0.43 0.18 2.38  0.02* 

경력 -0.23 0.30 -0.75  0.45 

교육수 0.13 0.34 0.37  0.71 

이용 횟수 0.04 0.19 0.22  0.83 

자료  정보 

이용의 품질

U-1 0.73 0.37 1.96  0.05* 

U-2 -0.37 0.37 -0.99  0.32 

U-3 0.04 0.33 0.11  0.91 

U-4 -0.71 0.52 -1.37  0.17 

U-5 0.34 0.49 0.68  0.49 

U-6 0.76 0.44 1.72  0.08** 

U-7 0.46 0.56 0.82  0.41 

U-8 -1.50 0.57 -2.62  0.01* 

건설기술

정보

시스템의 

품질

S-1 -0.32 0.40 -0.79  0.43 

S-2 0.16 0.40 0.39  0.70 

S-3 1.08 0.44 2.43  0.02* 

S-4 -0.61 0.43 -1.39  0.16 

S-5 -0.15 0.45 -0.33  0.74 

S-6 0.11 0.45 0.25  0.80 

S-7 -0.10 0.47 -0.21  0.83 

S-8 1.07 0.43 2.46  0.01* 

S-9 -0.79 0.33 -2.41  0.02* 

Bid 0.0000502 0.00 0.57  0.57 

C -4.52 1.44 -3.14  0.00* 

McFadden R2 0.20 Mean dependent var  0.46 

S.D. dependent var 0.46 Akaike info criterion  1.17 

Log likelihood -149.20 LR statistic 74.64 

Prob(LR statistic) 0.00 모집단수  300

여기서 *는 p < 0.05, **는 p < 0.1을 통해 5%와 10%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 “각 변수의 평균차이가 0이다”를 기각한다.

<표 6> 설명변수들의 계량  통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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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 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설명변수는 다른 설명변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설명변수의 계수 값

을 1씩 증가시키면 WTP를 수용할 지불의사

액을 수락할 확률이 exp(계수)씩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  정보 이용의 품질에 있어서는 제공

하는 공지사항과 고객센터의 정보서비스 품질 

수 (U-1), 주제/분야 등 분류에 따라 정렬된 

수 (U-6)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에 

한 신뢰성 수 (U-8) 등 설명변수는 통계 으

로 유의수 을 갖으면서 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

계속해서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품질과 

련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수 을 갖는 이용자

의 인터페이스의 만족도 수 (S-3), 신규회원

가입 혹은 회원정보 확인․수정에 한 만족도 

수 (S-8)  안정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S-9) 등 설명변수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갖

는다.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수 을 갖는 양

(+)의 계수 값을 갖는 설명변수는 다른 변수의 

값이 고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설명변수의 값

이 클수록 지불의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를 들어 유의성 있는 (S-3)의 품질을 한 단계 높

일 경우에 지불 액을 수락할 확률이 exp(1.08)

인 2.9456배가 상 으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나이가 많고, 연간수입이 높으며 건

설 리 분야의 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용자 맞춤

형 정보서비스의 품질보다 공지사항 등 이용자

에게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자료  정보 이용에 한 품질

을 높일 수 있다. 한 안정 인 서비스 제공에 

산을 배정하기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건

설기술정보시스템의 회원정보에 한 서비스 품

질을 높이는 것이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

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회귀 직선의 방정식

이 원래의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

내는 McFadden R2는 항상 0과 1 사이에 놓이는 

속성을 갖는데 0.2와 0.4사이에 있는 경우에 모형

은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Lee 2013). 따라

서 본 모형의 McFadden R2가 0.2에 치하므

로 본 모형은 만족한다고 단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유의확률(LR statistic)의 값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설명변수들을 사용하여 제시

액의 지불수락여부에 한 함수의 유의성이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모형의 우도통계치

(LR statistic)는 74.64이고 유의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LM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은 

지불수락여부를 설명하는데 하다고 단

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제시 액의 수락여부

를 나타내는 이진 값을 갖기 때문에 로그우드

(Log likelihood)는 음(-)을 가졌다. 게다가 회

귀계수(C)의 값인 -4.52는 모든 설명변수의 값

이 0이라고 가정할 때 WTP를 지불할 확률이

-4.52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WTP 추정

<표 6>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 값

과 <표 2>∼<표 4>의 평균값을 식 (6)에 입하

면 <표 7>과 같이 1건당 정보서비스 품질에 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절단된평균값
과 련해서는 삭 액을 8,000원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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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7>에서 보듯이 WTP의 앙값과 평

균값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차이는 강기래(2009)가 언 하 듯이 WTP

의 앙값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고 분산된 

값들의 심 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1건당 평균값과 2018년 

한해에 원문 자료를 다운로드 한 약 50만 건을 

곱하면 2018년 한해에 정보서비스 품질에 한 

 가치로 27.9억원을 기 할 수 있다. 

구분 WTP

1건당 WTP평균값  5,551.2원

1건당 WTP 앙값 22,611.2원

1건당 WTP 삭된 평균값  2,261.2원

<표 7> WTP 추정

<표 7>에서 추정한 WTP는 류희경, 이두

(2006)이 국내단행본 원문제공서비스에 해 1

책당 사용가치로 추정한 836원과 표순희(2012)

가 추정한 공공도서 의 1회 방문 이용요 인 

1,612.7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도서 의 

서비스와 원문제공서비스를 상으로 하여 사

용가치를 측정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도

서 이나 서 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건설기술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상으로 가치를 측정한 

결과의 차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경북 학교

(2007)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

공하는 원문제공서비스의 1건당 평균 사용가치

로 소득 근법 용 시에는 2,864원이고, 시장

근법 용 시에는 6,318원으로 추정하 다. 

이러한 추정 값은 1건당 건설기술 정보서비스 

품질에 한평균값과 절산되평균값이 비

슷하 다.

6. 결 론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한 이용자의 설문조사

와 자문회의 등에서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품질

을 높일 것을 요구하 으나 이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산 규모는 비슷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제한된 산을 가지고서 정보서비스의 품질

을 개선하는데 산을 우선 으로 배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는 무형의 정보서비스의 품

질을  가치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가

치 측정을 한 DBDC형 CVM을 용하기 

한 설문모형을 설계하 다. 300명의 표본을 

상으로 하여 개별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재의 정보서비스 품질 평가  최  지불의

사액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결과

의 기 통계량을 토 로 설명변수들의 통계  

유의성을 살펴보았고, 이들 설명변수들이 종속

변수인 제시 액의 지불의사 수락여부에 미치

는 향을 보여주었다. 계량경제학  방법을 이

용하여 정보서비스 품질에 한  가치를 

추정하 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정보시스템이나 도서 의 사용가치를 CVM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에 비해 본 연구

는 SERVQUAL, LibQUAL+와 DigiQUALTM

에서 사용한 서비스 품질평가 항목을 용하여 

구상한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심으로 하여 가

치를 측정하 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기

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가치 측정에 사용한 정보서비스 품질 측정항목

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 성 확보를 해서

는 델 이(Delphi) 기법과 같이 문가 집단의 

검증 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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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기래(2009)가 지

하 듯이 CVM에서 사용하는 질문방법에서는 

여러 유형의 편의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방법에도 강기래(2009)가 지 한 

편의가 내재될 수 있다. 이러한 편의 발생을 최

소화하기 해서는 설문모형을 설계하기 에 

조사항목과 질문방법에 한 문가의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 허은녕(2000)은 비시

장재의 가치가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좌우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설문 시나리오의 작성 요구 등 

CVM의 단 을 언 하 다. 본 연구결과도 이

러한 단 을 해소하기 해서는 보다 합리 인 

처음 제시 액을 마련하고, 실감 있는 가상 

시나리오 설정과 응답자에서 충분한 설명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 자료의 구

득을 한 시간비용, 이동비용 등 직 인 잉

여와 함께 건설기술 원문 자료와 메타데이터의 

지속 인 DB 축 과 정보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부수 으로 얻는 기회비용과 같이 새로운 

잉여와 기 효과에 한 가치 측정을 추가 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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