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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mportance of R&D has recently become more important,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jects has continued 

to grow. Along with,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o use and manage R&D funds transpar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TT), subjective norm (S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and behavioral Intention (BI) deriving from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empirically prove the hypothesis,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ponse from the 2,021 RCMS users, using SPSS 21.0 and AMOS 

21.0. The research model variable consists of ATT, SN, PBC, BI, person type, RCMS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TT, SN, PBC have the positive effect on BI. Second, 

According to the type of person (Director, R&D supporter), there is no difference in ATT on BI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SN (or PBC) on BI. Third, The type of person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 and BI. 

Finally, All RCMS characteristics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 and BI. Some RCMS 

characteristics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BC and BI. 

Keyword：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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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search Fund 2013 Year 2014 Year 2015 Year 2016 Year 2017 Year

Total 171,417 177,428 189,361 191,492 194,614

<Table 1> Investment Status of National Research Fund
(unit : 100 million won)

1. 서  론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다양한 기술이 끊임없이 생

성되고 소멸되고 있으며 이종 기술의 결합으로 

괴  신이 일상 으로 일어나는 시 에 살고 있

다. 미국의 언론인 Thomas(2017)는 그의 서에서 

세계를 바꾸는 가장 큰 세 가지 힘을 ‘ 시장(the 

Market)’, ‘ 자연(Mother nature)’ 그리고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라고 주장하 다. ‘ 시장’은 

페이스북, 페이팔, 알리바바, 트 터 등과 클라우드 

컴퓨 으로 표 되는 디지털 세계화의 가속화를 보

여주었고 ‘ 자연’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훼손, 

인구 증가의 가속화를 나타내었고 ‘무어의 법칙’은 

마이크로칩에 장할 수 있는 양이 18개월마다 2배

로 증가하여 획기 인 기술 발 을 이루었고 이러한 

세 가지 힘의 작용으로 오늘날은 가속화의 시 라고 

표 하고 있다(Thomas, 2017). 이러한 주장은 

변하는 기술의 발 이 인간의 삶과 하게 작용하

고 있으며, 기술의 발 에 한 응력과 연구개발

의 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  흐름에 응하기 하여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연

구개발 진  장려정책도 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산을 꾸 히 

늘려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국가 R&D 산은 약 19

조 4천억 원이고 년 비 1.6%p 증가한 수 이다. 

<Table 1>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

발 산 황을 나타내고 있다(Ahn et al., 2017). 

이처럼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의 연구개발 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산 사용의 투명성에 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

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16년에 지원된 주요사업을 상으로 

표본 검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167건(부당

사용액 203억 원)의 반사항이 발되어 환수  

개선을 요구하 으며(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7), 연구비 부정사용과 련한 언

론보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산을 지원하는 

각 부처에서도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책을 마련하

고 시행하고 있으나, 연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해서는 연구자 인식개선과 효과

인 연구비 리 제도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을 지원하는 문

기 에서는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

비를 사용할 때 연구비 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

여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은 

2010년에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사용을 통합 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은 이지바로(Ezbaro)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

는 연구비의 사용을 통합 리하고 있고, 농 진흥

청은 은행  카드사와 연계한 실시간연구비 리시

스템(AROMI : Agri-cultural Research-cash On-

line Management Interface)을 구축하여 연구비

를 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효율 으로 리함과 동시에 연

구자의 연구비 리 편의성 도모 등 다양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구축되었다. 

Han et al.(2014)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의 연

구비 오용  유용의 안으로 RCMS가 구축되었

고 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한 사용으로 연구비

뿐만 아니라 국가 는 기업의 자 을 투명하고 편리

하게 리할 수 있는 최 의 안이라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리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가



The Effects of National Research Fund Recognition on the Research Fund Payment Intend in R&D Project 79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면 연구내용과 연구비에 

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과제를 

리하는 문기 과 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연구

비를 사용할 때 각 부처(혹은 문기 )에서 제시하

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축된 

정보시스템은 연구자가 사용하는 연구비 에서 주

류, 골  등 연구내용과 련 없는 집행을 원천 차단

하거나 리자가 부 정 사용내역을 인지하기 용이하

도록 구 되어 부정한 연구비 집행을 차단 는 방

하여 투명한 연구비 사용의 토 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리하는 시스템  하나인 RCMS를 사용하는 연

구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비 리자)

를 상으로 연구자의 연구비에 한 인식과 연구

비 사용의도에 한 계를 고찰하고 국가에서 지

원하는 연구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비 사용에 한 인식

과 행동의도를 이해하고 연구비가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 하고 련제도를 정비

한다면 산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 때문이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방

에 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 ,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을 

살펴보고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에 한 인식과 사용

에 한 이론  토 를 마련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검증하기 하여 한국산업

기술평가 리원이 운용 인 RCMS를 사용하는 연

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분석된 결과를 토 로 연구

비 부정사용 방지를 한 응방안을 제안한다.

2. 이론  배경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사용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연구

개발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 인 지

원 차  방법 등의 일반 인 사항은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통령령 제28043

호)｣에 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

에 한 규정｣ 제12조의2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연구기 의 장이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연구책임자의 자율

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사용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비 사용을 발의한다는 조문

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사용의 의사결정 주체가 

됨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2.2 RCMS의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국민의 세 으로 

지원되고 있어, 연구비의 투명성 확보가 지속 으

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을 반 하고

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를 담하고 있는 문

기 에서는 연구비 카드시스템 등 연구비 리를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RCMS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리하기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이 2010

년에 구축하여 운용인 정보시스템이다. RCM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만 4천여 과제를 수행하

는 3만 1천여 수행기 이 사용(2016년까지  사

용 액 : 약 19.4조 원)하고 있는 표 인 연구비

리시스템이다. RCMS는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

산, 연구비 연계 등 세 가지 역으로 구분된다. 연

구비 집행 모듈은 연구비 용 인터넷 뱅킹과 일반 

법인카드를 통한 연구비 사용과 련한 기능이고, 

연구비 정산 모듈은 국세청 자증빙을 통한 지

처리와 온라인 정산보고 지원 기능이며, 연구비 연

계 모듈은 융망 연계 시스템과 과제 리시스템 

연계 등 연 시스템과의 연동 모듈이다. 이러한 모

듈은 기능에 따라 온라인 지 리시스템, 연구비 

카드 리시스템, 자증빙 시스템, 온라인 정산 시

스템, 융망 연계시스템, 과제 리 연계시스템 등 

6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RCMS의 개

략 인 구조  기능은 <Figure 1>과 같다(Kim 

et al., 2013; Ha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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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view of RCM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가 RCMS를 이용함

에 따라 연구비 지 방식, 연구비 집행방식, 연구비 

정산방식의 업무 변화를 래하 다. 첫째, 연구비

를 지 하는 방식이 ‘ 문기 이 수행기 에게 일

 지 하는 방식’에서 ‘ 문기 의 가상계좌에 

치하고 수행기 이 요청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

용 액을 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연

구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특정 카드사의 연구비 카

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방식’에서 ‘연구자가 원하

는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를 사용하고 정산하

는 방식이 ‘출력물에 의한 정산 방식’에서 ‘RCMS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Kim et al., 2013; Han et 

al., 2014). 

RCMS의 도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를 

담당하는 문기 의 업무에도 변화를 래하

다. 주요하게 변화된 사항은 연구비 실시간 모니

터링  온라인 정산, 연구비 유실  일시  유용 

방지, 연구비 부정사용 방  발 노력 강화 등

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정산 부문에서는 수행기 의 연구비 사용 황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연구비 

정산의 온라인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화

에 기여하 고 연구비 사용 황의 통계 리가 가

능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비 유실  유용 방지 부

문에서는 수행기 의 휴업, 폐업, 채무불이행 등 

문제발생시 연구비 지  정지 기능을 이용하여 연

구비의 유실을 방지하고 국세청  카드사와의 정

보연계를 통해 허  증빙자료 제출을 원천 차단하

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 

방  발 노력 강화 부문에서는 분기별 연구비 

상시 검 제도와 연구비 집행 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방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Kim et al., 

2013; Han et al., 2014).  

2.3 합리  행동이론

Fishbein et al.(1975)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래할지를 합리 으로 생각한 후 그에 따

라 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합

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제시하 다. 합리  행동이론은 인간의 

사고과정이 매우 합리 이라는 제를 기 로 하고 

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은 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식  의사와 일치하는 방향으

로 행동하기 때문에 태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

다면 이를 통해 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하 다. 

결국 합리  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한 

태도(Attitude)와 주  규범(Subject Norm)이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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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는 다시 실제행동에 향을 다고 설명

하고 있다(Fishbein et al., 1975; Davis et al., 

1989; Park, 2011; Seo et al., 2011; Lee, 2014; 

Lee et al., 2015b). 

합리  행동이론은 모형이 단순하여 응용이 용

이하며, 개인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

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Sheppard et al., 1988). 그러나 특정한 행동을 결

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행동의도이고, 이를 

해 완 히 자발  통제 하에서 특정행동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발  통제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는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단 이 있

다(Lee, 2014; Nam, 2010; Lee et al., 2015b).

2.4 계획된 행동이론

합리  행동이론은 개인의 의지  통제 하에 있

는 상황에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지

 통제가 어려운 경우는 태도와 행동과의 계를 

설명하기에 곤란하다. Ajzen et al.(1985)은 개인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설명력을 보완

하기 하여 ‘지각된 행동통제감(Perceived Beha-

vioral Control)’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제

안하 다(Ajzen et al., 1985; Seo et al., 2011; Lee 

et al., 2015b). 즉, 모든 사람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

는 행동의 측에는 ‘합리  행동이론(TRA)’이 유

용하지만, 능력이나 자원, 기술, 는 기회 등이 필

요한 행동을 측하는 데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라는 변인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이론(TPB)’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Ajzen et al., 

1985; Park, 2011; Lee et al., 2015b).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자신이 상행동을 실제로 얼마나 잘 수

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한 주  평가로서, 

상황 인 제약 등에 행 의도가 행동을 모두 설명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한 것이다. 행동 

결정에 요한 요인은 개인의 행동의도이며, 행동

의도는 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감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동의도가 행 를 결

정한다고 주장하면서 <Figure 2>와 같은 모형을 

제시하 다(Ajzen, 1991). 

<Figure 2>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  행동이론을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한 이

론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태도-행동간 계와 

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이론  배경으로 활

용되고 있다(Lee et al., 2015b). 이러한 연구 모형

은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음주운 , 흡

연, 학생의 폭음행 , 학교 퇴의도 등)을 설명

하려는 목 으로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연구모형

으로 용되고 있다(Lee, 2014).

2.5 기술수용 모델

정보시스템에 한 연구의 표 인 기 이론으

로 1989년에 Davis가 제안한 기술수용모델이 사용

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개인의 태도를 이용하

여 행동을 측하는 합리  행동이론(TRA)을 이

론  기반으로 하여 제안한 연구모형으로 정보시스

템에 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Davis et al., 1989; Lee 

et al., 2015b). 기술수용 모델은 정보시스템을 이용

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

ess)과 지각된 이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을 제시하고 각 요인이 이용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Using)에 향을 미치고, 이용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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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ward Using)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Use)에 향을 미치며, 행동의도가 실

제 사용(Actual System Use)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항을 

미친다. 이때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을 사용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

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정보시

스템을 사용하는데 정신  노력이 게 필요할 것

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수용 모델

은 연구모형이 간결하면서도 설명력이 높아서 다양

한 개념이 추가되고 변형되어 새로운 연구모형을 

발 되고 있다(Lee et al., 2015b).

2.6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행동을 분석한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하여 합리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여 연구되고 있

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의 일반 인 행

동뿐만 아니라 비도덕  행 , 법  행 에 

한 사례연구를 살펴보아 부정한 연구비 사용에 

한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Park et al.(2012)은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이

용하여 여자청소년의 음주의도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음주에 한 태도, 주  규범, 인지된 행

동통제, 행동의도를 독립변수로 정의하고 음주의도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이러

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음주의도 향 요인을 규명

하고 여성 청소년의 음주의도 설명모형을 제시하

다. Jang et al.(2013)은 음주운  력에 따른 행

동특성별 방 책을 마련하기 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TPB)을 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실증

연구는 음주운 의 태도, 주  규범, 행동통제력 

지각과 행동의도  행동의 계를 규명하고 행

의 원인과 주요 요인들 간의 경로  구조 분석을 

통해 책을 제시하 다. Jo(2013)는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이용하여 과속운  행동을 측

할 수 있는 사회인지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그

는 과속운 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감, 기술  규범 등을 독립변수로, 과속 운

의도를 매개변수로, 과속운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측된 후회를 과속운 의도와 과속운  

행동의 조 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연구하 다. 이러

한 분석으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기술  규범과 운 의도  운 행동의 계를 규

명하고 측된 후회의 운 행동에 한 조 효과를 

확인하 다. Lee et al.(2015a)은 계획된 행동이론

에 착오(Lapse), 실수(Mistake), 반(Violation)

의 요인을 추가하여 과속운  행동에 향을 미치

는 운 행동과 운 심리 요인을 탐색하고 향 계

를 규명하 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토 로 과속운

자의 운 행동 개선 교육 로그램과 운 자 행동

특성에 맞는 세부 인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Thomas et al.(2010)은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

을 이용하여 부정행  의도와 행동의 측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연구하 다. 성격 검사에서 활용되

는 조심성(Prudence), 순응(Adjustment) 등을 개

인성격의 측정항목으로 추가하고 태도, 주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개

인의 성격이 부정행  의도  행동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하 다.

합리  행동이론을 IT기술, IT환경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한 연구로 확장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Lee et al.(2007)은 보험사기를 윤리  의사

결정의 한 형태로 보고 합리  행동이론에 기반한 

보험사기행동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연구하 다. 연

구모형은 보험사기에 한 태도, 주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와 도덕  책무를 독립변수 설정하

고 보험사기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면서 보

험에이 트를 지각된 행동통제를 조 하는 변수로 

채택하여 종속변수와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합리  행동이론의 3가지 독립

변수 모두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고 주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순으로 

향이 큰 것으로 검증되어 보험사기에 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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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강화하여 주  규범 요인을 강화한다

면 보험사기 의도가 감될 것이라고 제언하 다. 

Oh et al.(2008)은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

츠 이용자들의 충동구매 행 는 기존의 충동구매

와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할 것이라고 가정하

고 합리  행동이론을 일부 변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 연구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

터넷을 통한 구매는 합리  행동이론으로 설명되

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충동구매 행동은 기존

의 오 라인에서 발생하는 충동구매 의사결정 행

동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마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문  토 를 제공하 다. 

Zhang et al.(2010)은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행

동에 한 연구를 실시하면서 합리  행동이론의 

변인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문화차원이론(Cultu-

ral Dimensions Theory)의 5가지 요인을 조 변수

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연구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국의 문화  요인

이 불법복제 행동의 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

구 수행자의 연구비 사용에 한 사용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등 연구비에 한 인

식이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연구자 유형  RCMS 특성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

획된 행동이론을 거이론으로 채택하고 <Figure 

3>과 같이 개념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합

한 모형으로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연구자가 연

구비를 사용하는 행 를 연구하기에 가장 한 이

론으로 단하 다. 다만, 행동의도가 실제행동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이 부분의 연구에서 확인(Thomas 

et al., 2010; Jo, 2013; Jang et al., 2013)되고 있고, 

설문응답자의 응답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단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실제행동의 변수는 제외

하 다. 한 연구자 유형과 RCMS의 기능  특성

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연구 결과에 따라 특성

에 따른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Figure 3> Research Model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세부내용은 정해진 범

 내에서 연구자의 재량에 의하여 집행된다는 사

실에 착안하여 기존 문헌(Wang et al., 2011; Lee 

2013)의 설문항목을 참조하여 변수를 측정하 다.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ATT)는 행동에 한 

가치, 도덕  인식, 법/제도의 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6개 항목, 주  규범(SN)은 사회  압

력을 측정할 수 있는 3개 항목, 지각된 행동통제감

(PBC)은 행동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

력과 자신감을 측정할 수 있는 3개 항목을 개발하

여 5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 다. 

행동의도(BI)는 기존 문헌(Wang et al., 2011; 

Lee 2013)의 설문항목을 참조하여 부정하게 사용

하지 않을 의도  노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2

개 항목을 개발하여 5  척도(Likert scale)로 측

정하 다. 

조 변수에 해당하는 연구자 유형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지원 인력으로 구분하 다. 연구책임자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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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ATT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on the use of research funds in national 
R&D projects Used 14 questions

(ATT : 6, SN : 3, PBC : 3, BI : 2) 
developed by Wang et al.(2011) 
and Lee(2013). 

Measured by 5 point scale, then 
calculated the arithmetic mean.

SN
Subjective Norm : Social pressures on the use of research funds in national 
R&D project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 use of research funds in national R&D 
projects

BI Behavioral Intention on the use of research funds in national R&D projects

RCMS Ⅰ
The method to pay for research funds whenever researcher need to use 
a money

Used one questions per variable  
developed by Han et al.(2014).

Measured by 5 point scale, then 
calculated the arithmetic mean.

RCMS Ⅱ The method to pay for research funds after uploading evidence files 

RCMS Ⅲ Direct Payment of research funds to suppliers

RCMS Ⅳ Difficulty in manipulating data after execution

RCMS Ⅴ
Easy inspection of the research funds from institutions of R&D 
management organization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연구비 사용을 발의하고 

리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인력이며, 연

구지원 인력은 연구를 보조하고 RCMS를 이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는 인력이다. 한 RCMS 특성은 

기존 문헌(Kim et al., 2013; Han et al., 2014)을 

참조하여 5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별로 연

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느끼는 정

도를 5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 다. RCMS 

특성은 ①연구비를 수행기  계좌에 일  지 하지 

않고 담기 에서 보 한 후 사용 건이 발생할 때

마다 지 하는 기능이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

다고 느끼는 정도, ②연구비를 사용한 내역  집행

증빙을 RCMS에 업로드한 후 연구비를 지 하는 

기능이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

도, ③연구비를 공 자(  : 물품납품기 , 인건비 실 

수령자)에게 직  지 하는 기능이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④RCMS에 련 자

료를 보 하기 때문에 집행 이후의 자료 조작이 불

가한 특성이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다고 느끼

는 정도, ⑤연구과제를 리하는 기 의 연구비 

검이 용이한 특성이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다

고 느끼는 정도 등 5가지 시스템  특성을 말한다.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은 <Table 2>

와 같다.  

3.2 연구가설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감 등 세 가지로 제하고 이를 연

구비에 한 인식으로 통칭하며 <가설 Ha>, <가

설 Hb>, <가설 Hc>와 같이 설정하 다. 

Ha :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는 연구비 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b : 연구비 사용에 한 주  규범은 연구비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c : 연구비 사용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연

구비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한, 연구비 사용 인식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은 연구자 유형(1)  RCMS의 기능  특성(2∼

6)이 연구비 유용을 방한다고 느끼는 정도 따라 

조 되어지며 이에 한 가설은 <가설 Ha1, Hb1, 

Hc1>, <가설 Ha2, Hb2, Hc2>, <가설 Ha3, Hb3, Hc3>, 

<가설 Ha4, Hb4, Hc4>, <가설 Ha5, Hb5, Hc5>, <가설 

Ha6, Hb6, Hc6> 등 18가지 가설로 설정하 다. 가설

의 아래첨자 문은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숫자는 

조 변수를 의미한다. 가설의 가독성을 높이기 

하여 태도에 한 가설은 가설번호에 ‘a’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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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  규범에 한 가설은 ‘b’를 포함하

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한 가설은 ‘c’를 포함하

다. 를 들어 <가설 Ha1>는 “연구자 유형은 연

구비 사용에 한 태도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정

(+)의 효과를 강화시킨다.”와 같이 표 될 수 있으

며, <가설 Hb2>는 “RCMSⅠ은 주  규범이 연

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정(+)의 효과를 강화시킨

다.”, <가설 Hc3>은 “RCMS Ⅱ는 지각된 행동통제

감이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정(+)의 효과를 

강화시킨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 다. 이와 같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가설 3개, 조 변

수(6개)에 한 독립변수(3개)와 종속변수에 한 

가설 18개 등 24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독립변수는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85, 1991)

에서 사용된 변수와 측정문항을 토 로 본 연구의 

내용에 합하게 수정한 후 리커트 척도(5 )로 측

정하 다(Wang et al., 2011; Lee, 2013). RCMS

특성(Kim et al., 2013; Han et al., 2014)은 ① 치

방식 연구비 지 , ②증빙자료 업로드 후 연구비 지

, ③제3자 이체방식 지 , ④증빙자료 사후조작 

불가, ⑤ 리기 의 수시 검 용이성 등 5가지의 

기능  특성으로 요약되며, 정보시스템(RCMS)의 

기능  특성이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다고 느

끼는 정도를 측정하 다. 

4. 가설검증  통계분석

4.1 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RCMS

를 사용하는 R&D 과제 수행자에게 설문지를 배

포하고 회수된 설문을 분석하 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2017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국산

업기술평가 리원의 연구개발 리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을 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하고 설문지의 

내용, 문항 등에 한 비조사(Pilot Study)를 실

시하 다. 설문 문항의 명확화, 문구 수정 등에 

한 설문자의 의견을 반 하여 설문지를 개선하고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

지 이메일 방식의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

시하 으며 설문지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13,819명)  연구지원 인력(7,507명)에게 

배부하여 2,021부를 회수하 다. 설문조사 결과는 

결측값 등 부 정한 값이 없어 모든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은 통계패키지(SPSS 21.0 

 AMOS 21.0)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

석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  특성

을 악하기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수집

된 측정도구의 객 성을 입증하기 한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다. 타당성 검증은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타당성  신뢰성이 검증된 변인들 간의 상 계

를 알아보기 한 상 계분석을 실시하고 넷째, 

각 변수의 향 계를 알아보기 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설문자 유

형, RCMS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 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4.2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은 <Table 3>과 같다. 연구자유형은 연구책임자

(Director) 67.9%(1,371명), 연구지원 인력(R&D Sup-

porter) 32.1%(648명)로 나타났으며, 성별(Gender)

은 남성(Male)이 79.1%(1,599명), 여성(Female)이 

20.9%(422명)로 남성이 더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연령은 20 가 6.8%(138명), 30  22.9%(463명), 

40  37.1%(750명), 50  27.0%(545명), 60  6.1% 

(123명), 70  0.1%(2명)로 나타났다. 기 유형은 

학 12.1%(244명), 소기업(Big Enterprise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65.9%(1,332명), 

연구소 12.4%(250명), 기타 9.6%(195명)으로 나타

났으며, 업무경력에 해서는 1년 미만이 7.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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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 Rate(%) Classification Freq. Rate(%)

Person
Director 1,373 67.9

Institution
Type

Univ.(College) 244 12.1

R&D Supporter 648 32.1 Big Enterprise 49 2.4

Gender
Male 1,599 79.1 S.M.E. 1,283 63.5

Female 422 20.9 Research Institute 250 12.4

Age

20～29 138 6.8 Other 195 9.6

30～39 463 22.9

Period of 
R&D

～1Yr. 154 7.6

40～49 750 37.1 1Yr.～2Yr. 239 11.8

50～59 545 27.0 2Yr.～4Yr. 347 17.2

60～69 123 6.1 4Yr.～6Yr. 271 13.4

70～79 2 0.1 6Yr.～8Yr. 184 9.1

Preventive 
Effect of RCMS

Yes 1,791 88.6 8Yr.～10Yr. 132 6.5

No 230 11.4 10Yr.～ 694 34.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n = 2,021)

ATT SN PBC BI

ATT1 .687 .383 .189 .326

ATT2 .819 .165 .197 .088

ATT3 .771 .360 .214 .280

ATT4 .778 .345 .188 .277

ATT5 .761 .338 .168 .315

ATT6 .707 .404 .202 .303

SN1 .384 .831 .267 .202

SN2 .405 .826 .257 .200

SN3 .408 .799 .270 .238

PBC1 .192 .137 .880 .036

PBC2 .149 .231 .880 .111

PBC3 .214 .210 .808 .271

BI1 .371 .229 .193 .823

BI2 .319 .329 .216 .662

Cronbach’s α 0.943 0.973 0.891 0.859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명), 1년 이상～2년 미만 11.8%(239명), 2년 이상～ 

4년 미만 17.2%(347명), 4년 이상～6년 미만 13.4% 

(271명), 6년 이상～8년 미만 9.1%(184명), 8년 이상～ 

10년 미만 6.5%(132명), 10년 이상 34.3% (694명)

으로 나타났다.  

4.3 타당성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신뢰성 분

석과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

sis)을 실시한 후, 각 연구단 의 집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AMOS 21.0을 사용하여 구성 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이용

된 변수를 본 연구의 의미에 맞추어 세부 설문항

목을 설정하 다. 

4.3.1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 으로 변수

를 정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값이 

0.5 이하인 문항들은 타당성이 결여된 항목으로 단

하고 이를 제거한다. 둘째, 0.5 이상의 요인 재값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재된 경우 개념 으로 불투명

하고 별타당성을 해하는 항목으로 단하고 이

러한 항목들은 제거한다. 셋째, 각 요인의 신뢰성을 

단하기 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0.6 이상을 

기 으로 한다. 넷째, 재된 요인의 항목들이 이론

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론

으로 정당성이 결여되고 합하지 않은 항목들은 제

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을 용하여 측

정항목을 정제하고 개념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며, 요인분석 결과로 추출된 요인과 측정항목을 추

후 가설검증을 한 회귀분석의 변수로 활용하 다.

본 연구의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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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p) df GFI CFI NFI IFI RFI TLI RMR RMSEA

1017.693
(p = 0.000)

71 .931 .970 .967 .970 .958 .961 .014 .081

<Table 5>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td. Err. t-value p C.R. AVE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 ATT1 0.840 FIX -　 -　

0.981 0.894

→ ATT2 0.730 0.028 38.703 .000

→ ATT3 0.928 0.019 57.624 .000

→ ATT4 0.919 0.020 56.565 .000

→ ATT5 0.885 0.020 52.625 .000

→ ATT6 0.881 0.020 52.225 .000

Subjective
Norm

→ SN1 0.967 FIX -　 -　

0.990 0.970→ SN2 0.969 0.008 116.767 .000

→ SN3 0.948 0.009 102.203 .00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PBC1 0.821 FIX -　 -　

0.906 0.764→ PBC2 0.900 0.022 46.619 .000

→ PBC3 0.857 0.020 44.467 .000

Behavioral
Intention

→ BI1 0.813 FIX -　 -　
0.945 0.896

→ BI2 0.946 0.020 48.182 .000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행동 의도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요인명은 ‘행동에 한 태

도(ATT)’, ‘주  규범(SN)’, ‘지각된 행동통제

감(PBC)’, ‘행동 의도(BI)’로 명명하 다. KMO는 

0.939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는 Approximated-  = 31081.230으로 df = 91, 

유의수  α < 0.05에서 p = 0.000으로 나타나 수

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분산 

설명력은 85.151%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성변수

는 4개의 차원으로 잘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단

되었다.

한, ‘행동에 한 태도’ 항목의 Cronbach’s α = 

0.943, ‘주  규범’ 항목의 Cronbach’s α = 0.973, 

‘지각된 행동 통제감’ 항목의 Cronbach’s α = 0.891, 

‘행동 의도’ 항목의 Cronbach’s α = 0.859로 신뢰도의 

기 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 일 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3.2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의 구성변수(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한 확인  요인

분석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Model Fit)는 <Table 

5>와 같이 X2 = 1017.693(p = .000, df = 71), GFI 

= .931, CFI = .970, NFI = .967, IFI = .970, RFI = 

.958, TLI = .961, RMR = .014, RMSEA = .081

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GFI, CFI, NFI 등은 0.8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Mulaik et al., 

1989), RMSEA는 0.8 이하 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Steiger et al., 1980), 본 연구 모델의 

합도 지수들은 양호하다. 한 <Table 6>의 확

인  요인분석 결과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요인 부

하량(λ > 0.50)이 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t값(t값 

= 비표 화계/표 오차)이 1.965 이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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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SN PBC BI Mean SD

ATT 1 .781
**

.500
**

.781
**

4.72 0.509

SN .781
**

1 .547
**

.674
**

4.64 0.599

PBC .500
**

.547
**

1 .474
**

4.27 0.845

BI .781
**

.674
**

.474
**

1 4.74 0.568

<Table 7> Correlations and Discriminant Validity

Path Path Coeff. Std. Err. t-value p Result

   Ha : ATT → BI 0.751 .036 24.847
***

.000 Supported

   Hb : SN → BI 0.079 .024  3.014
**

.003 Supported

   Hc : PBC → BI 0.084 .012  4.507
***

.000 Supported

<Table 8> Hypotheses Testing

**
p < .01, 

***
p < .001.

4.4 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

하기 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피어슨(Pearson) 상 계수를 사용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변수 간의 상 계수

는 0.474∼0.781의 범 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상 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

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 공선성의 문제

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

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서 사용될 변수에 한 상 계행렬에서는 이러

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 계

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해 개

념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과 내 일 성이 성립되었

으며, 별타당성  법칙타당성도 성립이 되어 

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개

념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5 가설검증 

4.5.1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성하

고 있는 이론변수는 4개이며, 이  외생변수 3개, 

내생변수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수는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이며, 내생변수는 연구비 사용 의도이다. 연구모형

의 분석에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이용되었으며 최우도추정(MLE : Maximum Like-

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χ2 

= 1017.693(p = .000, df = 71), GFI = .931, CFI = 

.970, NFI = .967, IFI = .970, TLI = .961, RMR = 

.014, RMSEA = .081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에 

한 합도는 비교  양호한 기 치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결과는 <Table 8>과 같

으며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Ha : 연구비 사용

에 한 태도는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에 한 가설검증 결과는 경로계수 = .751, t-

값 = 24.847, p < .001로 검증되어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가 사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a>는 채택되었다. 

<Hb : 연구비 사용에 한 주  규범은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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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p) df CFI TLI RMSEA

Free 1367.858(p = .000) 142 .961 .950 .065

Constrained 1382.909(p = .000) 152 .961 .954 .063

<Table 9> Measurement Equivalence(Person Type)

Path
Director R&D Supporter

S.T β C. R. p S.T β C. R. p

Ha1 : ATT → BI .729 19.764*** .000 .773 15.127*** .000

Hb1 : SN → BI .012 0.361 .718 .102 2.354* .019

Hc1 : PBC → BI .213 8.307*** .000 .029 0.989 .323

<Table 10> Result of Analysis : Group by Person Type

*
p < .05, 

**
p < .01, 

***
p < .001.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에 한 가

설검증 결과는 경로계수 = .079, t-값 = 3.014, p 

< .01로 검증되어 주  규범이 사용 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b>는 채택되었다. <Hc : 연구비 사용에 한 지

각된 행동통제감은 연구비 사용 의도에 정 인

을 미친다.>에 한 가설검증 결과는 경로계수 = 

.084, t-값 = 4.507, p < .001로 검증되어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사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c>는 채택되었다. 

4.5.2 설문자 유형별 연구모형 다 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상으로 설문자 유형(연

구책임자 집단과 연구지원 인력 집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해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조 변수를 연구책임자 집단(N = 1,373)

과 연구지원 인력 집단(N = 648)으로 구분하여 자

유모형(Free Model or 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간의 χ2 차이를 통

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 고 이후 집단 간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비교하 다. 

설문자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결

과는 <Table 9>와 같다. 자유모형의 경우 χ2 = 

1367.858, df = 142이며, 제약모형의 경우 χ2 = 

1382.909, df = 152로 나타났다. 자유모형과 제약

모형은 자유도가 10증가하면 χ2 차이(제약모델-자

유모델)는 △χ2 = 15.051(df = 10)로 나타났다. 

이때 df = 10일 때의 χ2 = 18.31과 비교하면 △χ2

값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질성

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자유도(df)가 10일 

때 △χ2  = 18.31 이상이라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 CFI, TLI, RMSEA 등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

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변수가 비메트릭 형식에 해당하여 연구책임

자 집단과 연구지원 인력 집단으로 나 어 각 집

단에 한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 다. 각 집단

별 검증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가설 Ha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

설이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공통 으로 유의미한 경로에 해 차

이를 알아보기 해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책임자 집단과 연구지원 인력 집단의 [사용

에 한 태도 → 사용 의도] 경로를 동일하게 한 

후,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책임

자 집단과 연구지원 인력 집단의 [사용에 한 태

도 → 사용 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의한 차이(자유도

(df)가 1일 때, △χ2= 3.84보다 클 때 한 쪽 집단

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에 한 태도 → 사용 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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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Constrained χ2
df △χ2/df Sig.

Free Model 1367.858 142 - -

ATT → BI 1372.319 143 4.461 Sig.

<Table 11> Multiple Group Analysis(Person type)

RCMS Ⅰ RCMS Ⅱ RCMS Ⅲ RCMS Ⅳ RCMS Ⅴ

Mean 3.85 3.93 3.93 3.95 4.05

Group
3.84(Low)/
3.85(High)

3.92(Low)/ 
3.93(High)

3.92(Low)/ 
3.93(High)

3.94(Low)/ 
3.95(High)

4.04(Low)/ 
4.05(High)

Group 1(Low) 691 589 627 590 1,353

Group 2(High) 1,330 1,432 1,394 1,431 668

Total 2,021 2,021 2,021 2,021 2,021

<Table 12> Result of Analysis : Classification by RCMS Characteristics

경로에서는 연구책임자 집단의 경로(ϒ = .729)가 

연구지원 인력 집단의 경로(ϒ = .773)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고 작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χ2/df = 4.461). 따라서 연구지원 인력 집

단에서 [행동에 한 태도 → 사용 의도]의 경로값

이 통계 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5.3 RCMS 특성별 연구모형 다 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는 RCMS 특성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상호작용변수(Interac-

tion Term)를 생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CMS 특성에 따른 수를 평균을 기

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하

다. 이를 하여 RCMS 특성에 따라 <Table 12>

와 같이 집단을 분류하 다.

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한 후 측

정동일성 검증을 하여 자유모형(Free Model)과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간의 χ2 차이를 확

인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Table 13>과 

같이 RCMS 특성별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Δχ2 값

(17.938, 16.887, 9.419, 18.103, 14.130)이 df = 

10일 때의 χ2값(18.31)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이 측정하는 설문항목과 같

은 특정도구에 해서 같게 인식하고 있어 측정동

질성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

RCMS의 기능  특성에 한 각 가설(15개)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사용에 한 태도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에

는 5개( 치방식 연구비 지 , 증빙자료 업로드 후 

연구비 지 , 제 3자 이체방식 지 , 증빙자료 사후

조작 불가, 리기 의 수시 검 용이성)의 RCMS 

특성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주  

규범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에는 RCMS Ⅴ(

리기 의 수시 검 용이성)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

되었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RCMS Ⅰ, Ⅲ, Ⅳ, Ⅴ

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공통 으로 유의미한 경로에 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각 조 변수 별로 다 집단분석

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분석결과

에 의하면 자유모델과는 df가 1 증가하 으며, 각 

측정변수 별 △χ2/df는 <Table 15>와 같이 3.84보다 

큰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다. χ2 분포표에 따르면, 

df가 1일 때, χ2가 3.84보다 클 때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8개의 경로에서는 유의하고 

2개의 경로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RCMS Ⅰ, 

RCMS Ⅲ, RCMS Ⅴ의 경우 행동에 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 의도에 조 효과가 있고, 

RCMS Ⅱ, RCMS Ⅳ의 경우는 행동에 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Variable Model χ2
(p) df CFI TLI RMSEA Δχ2

RCMS Ⅰ
Free

Constrained
1282.343(p = .000)
1300.281(p = .000)

142
152

.961

.960
.950
.952

.063

.061
17.938

RCMS Ⅱ
Free

Constrained
1239.171(p = .000)
1256.058(p = .000)

142
152

.963

.962
.952
.954

.062

.061
16.887

RCMS Ⅲ
Free

Constrained
1367.457(p = .000)
1376.876(p = .000)

142
152

.958

.958
.946
.950

.065

.063
9.419

RCMS Ⅳ
Free

Constrained
1198.192(p = .000)
1216.295(p = .000)

142
152

.964

.963
.953
.956

.061

.059
18.103

RCMS Ⅴ
Free

Constrained
1285.837(p = .000)
1299.967(p = .000)

142
152

.959

.958
.948
.950

.063

.062
14.130

<Table 13> Measurement Equivalence(RCMS Characteristics)

Variable Path
Low Level Group High Level Group

S.T β C. R. p S.T β C. R. p

RCMS Ⅰ
ATT
SN

PBC

→
→
→

BI
BI
BI

.807

.001

.109

17.067
***

0.030
3.497

***

.000

.976

.000

.666

.184

.051

16.098
***

5.537***

 2.159
*

.000

.000

.031

RCMS Ⅱ
ATT
SN

PBC

→
→
→

BI
BI
BI

.880

.025

.049

16.599
***

0.551
1.679

.000

.582

.093

.616

.186

.109

16.113
***

5.585***

4.282
***

.000

.000

.000

RCMS Ⅲ
ATT
SN

PBC

→
→
→

BI
BI
BI

.819

.048

.061

17.098
***

1.139
2.064

*

.000

.255

.039

.667

.109

.111

16.279
***

3.137**

4.380
***

.000

.002

.000

RCMS Ⅳ
ATT
SN

PBC

→
→
→

BI
BI
BI

.518

.039

.076

16.205
***

0.881
2.539

*

.000

.378

.011

.658

.126

.098

16.550
***

3.742***

3.863
***

.000

.000

.000

RCMS Ⅴ
ATT
SN

PBC

→
→
→

BI
BI
BI

.756

.079

.067

21.651
***

2.523*

3.046
**

.000

.012

.002

.560

.143

.261

7.401
***

2.351*

5.058
***

.000

.019

.000

<Table 14> Mediating Effect(RCMS Characteristic) 

Variable Path Constrained χ2
df △X

2
/df Sig.

RCMS Ⅰ

Free Model 1282.343
1287.043
1286.421

142
143
143

-
4.700
4.078

-
Sig.
Sig.

ATT
PBC

→
→

BI
BI

RCMS Ⅱ
Free Model 1239.171

1244.646
142
143

-
5.475

-
Sig.ATT → BI

RCMS Ⅲ

Free Model 1367.457
1371.806
1371.854

142
143
143

-
4.349
4.397

-
Sig.
Sig.

ATT
PBC

→
→

BI
BI

RCMS Ⅳ

Free Model 1198.192
1202.621
1198.218

142
143
143

-
4.429
0.026

-
Sig.

No Sig.
ATT
PBC

→
→

BI
BI

RCMS Ⅴ

Free Model 1285.837
1297.546
1286.456
1291.191

142
143
143
143

-
11.709
0.619
5.345

-
Sig.

No Sig.
Sig.

ATT
SN

PBC

→
→
→

BI
BI
BI

<Table 15> Multiple Group Analysis(RCMS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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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

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반하여 고찰하고, 연구자 

유형  RCMS의 기능  특성에 한 조 효과를 

실증 연구하 다. 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비 사용에 하여 살펴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리하는 RCMS의 개념과 특

성을 연찬하고 합리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기술수용 모형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모형의 이론  토 를 마련하 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충동구매 의사결정, 디지털 콘텐츠 불

법복제 등 IT기술 환경에서의 계획된 행동이론 

용사례를 고찰하여 IT서비스 환경에서의 용가

능성을 고찰하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비 사용 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등 3가지 변수를 설정

하여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자 유형  RCMS 기능  특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자 유형은 설문응답자가 연구책

임자인 경우와 연구지원 인력에 해당하는지를 구

분하여 검증하 고 RCMS의 기능  특성에 한 

조 변수는 RCMS의 기능  특성이 연구비 사용

을 방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여 검증하 다. 

이론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에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

을 실시하 다.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량을 분석하고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된 항목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값도 0.6 이

상에 해당하여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연구모형에 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

은 시사 을 주고 있다. 첫 번째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등 3가

지 요인이 연구비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계획된 행동이론이 연구비 사

용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Table 8>의 

가설검증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두 번째 연구자의 유형에 따라 연구비 사용 의

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설문응답자를 연구책임자 집단과 연구지원 인

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한 <Table 

10>의 결과에 의하면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측면에서는 연구자 유형에 계없이 연구비 사용 

태도가 사용 의도에 향을 주고 있었다. 주  

규범 측면에서는 연구지원 인력 집단에서만 주

 규범이 사용 의도에 향을 주고 있었고 지각

된 행동통제감 측면에서는 연구책임자 집단에서만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사용 의도에 향을 주고 있

었다. 이러한 은 연구자 유형에 계없이 연구

비 사용에 한 정  태도를 강조한다면 연구비 

사용이 올바르게 집행할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는 도덕 , 윤리  가치, 부정사용에 한 법․제

도  처벌정도 등에 한 태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에 한 도덕 , 윤리  필요

성  당 성 홍보와 교육, 부정사용에 한 법․

제도  강제 규제/처벌 행 를 홍보하는 것이 연

구비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연구지원 인력 집단의 경우 주변의 사회  

압력(연구비는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변

인의 인식)이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연구책임자

는 연구비 사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연구비 집행 통제력이 연구비 사용의도에 향

을 주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연구책임자 집단의 

경우에는 연구비는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변인의 인식(사회  압력)에 계없이 연구비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연구비를 사용

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연구지원 인력 집단의 

경우에는 연구비는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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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의 인식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 등

의 지시에 의하여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된 행동통제 능력과 계없이 연구비를 집행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여 일반 인 연구환

경에서의 행정처리, 행정권한으로 볼 때 연구모형

의 검증결과를 이해하기 용이하게 한다.

세 번째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는 연구자 유형

에 따른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

자 유형(연구책임자  연구지원 인력)을 구분하여 

다 집단분석을 실시한 <Table 10>  <Table 11>

의 결과에 의하면 연구책임자 집단보다 연구지원 

인력 집단의 경로값이 통계 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비 사용 태도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상  직 (연구책임자)보다 연구비 집행 실

무자(연구지원 인력)의 연구비 투명사용 의도가 높

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연구지원 인력에게 

연구비 사용에 한 도덕 , 윤리  필요성  당

성 홍보와 교육, 부정사용에 한 법․제도  강제 

규제를 홍보하는 것이 연구비 부정사용 의도를 

감할 수 있으며, 조직 내의 내부통제자 역할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RCMS의 특성은 연구비 사용 의도에 

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CMS에 

구 된 주요기능에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여 RCMS Ⅰ, 

RCMS Ⅱ, RCMS Ⅲ, RCMS Ⅳ, RCMS Ⅴ 등의 

변수로 설정하고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연구비 사용 의도를 조

하는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모든 조

변수에서 연구비 사용태도가 연구비 사용 의도를 

조 하고 있으며, RCMS Ⅰ, RCMS Ⅲ, RCMS Ⅴ 

등의 조 변수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연구비 사용 

의도를 조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RCMS에 구 된 기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

념이나 신념에 한 평가로 변되는 태도가 연구

비 사용 의도를 조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일부

기능(RCMS의 특성  Ⅰ, Ⅱ, Ⅲ, Ⅴ)은 지각된 행

동통제감이 연구비 사용 의도를 조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RCMS의 기능  특성으로 제시된 ① 연구비

를 수행기  계좌에 일  지 하지 않고 담기 에

서 보 한 후 사용 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 하는 기

능, ② 연구비를 사용한 내역  집행증빙을 RCMS

에 업로드한 후 연구비를 지 하는 기능, ③ 연구비

를 공 자(  : 물품납품기 , 인건비 실 수령자)에

게 직  지 하는 기능, ④ RCMS에 련 자료를 

보 하기 때문에 집행 이후의 자료 조작이 불가한 

특성, ⑤ 연구과제를 리하는 기 의 연구비 검

이 용이한 특성 등 5가지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에 한 태도를 조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RCMS

의 기능  특성  ① 치방식의 연구비 지 , ③ 

제 3자 이체방식 지 , ⑤ 리기 의 수시 검 용

이성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조 하는 효과가 있다

는 것이 통계 으로 검증되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

여 연구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 

<Figure 4>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연구모형에 나타낸 것이 

<Figure 4>이며, 채택된 가설은 <Ha>, <Hb>, 

<Hc>, <Ha1>, <Ha2>, <Ha3>, <Ha4>, <Ha5>, 

<Ha6>, <Hc2>, <Hc4>, <Hc6> 등 12개 가설이다.

5.2 연구의의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계획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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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용하여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의도를 설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

간의 태도와 행동 간의 계를 설명하기 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이론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론으로서 운 자의 과속운 (Jo, 2013; Lee et al., 

2015a), 음주운 (Jang et al., 2013), 여자청소년의 

음주(Park et al., 2013), 시험 부정행 (Thomas 

et al., 2010),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Zhang et al., 

2010), 인터넷 환경에서의 충동구매 의사결정(Oh et 

al., 2008) 등의 행 를 설명하기 하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사용 의도를 실증 연구한 것이다. 

둘째, 정부지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자를 상으로 연구비 사용에 한 최  학술연구

이다. RCMS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사업 산을 집행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매년 

약 3.5조 원(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산의 약 20%)

을 집행하고 있고 10개 문기 이 사용하고 있는 

표 인 연구비 리시스템이다. 이러한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를 상으로 연구비 사

용에 한 인식과 사용의도를 설명하는 실증 연구

라는 은 의미가 크다.

셋째, 연구자 유형(연구책임자, 연구지원 인력)

에 따라 연구비 사용에 한 인식이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

다. 즉, 연구수행자를 연구책임자 집단과 연구지원 

인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

구비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이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는 연구비 사용 

의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지원 인력에게 필요한 

홍보내용과 인식개선 활동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비 사용에 한 인식이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 효과를 확인하

다. 연구책임자 보다는 연구지원 인력이 연구비 

사용에 한 태도가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RCMS의 기능  특

성이 연구비를 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연구비 사용 의도를 조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연구지원 인력에 한 연구비 투명사

용 교육  홍보가 효과 이고, RCMS의 기능  

특성이 연구비 사용을 방할 수 있다는 을 인

식시키는 것이 연구비 투명사용에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내포하

고 있다. 첫째, 표본조사의 한계성이다. 설문 응답

결과에 한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 으나, 

설문조사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RCMS 사용자로 한

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기 때문에 연구비 사

용 인식에 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비록 RCMS의 기능이 연구비 사용의도를 조 하

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으나 RCMS의 도입에 

따른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효과를 검증하기 해

서는 RCMS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

(혹은 RCMS 외의 다른 연구비 리시스템을 사용

한 그룹)을 비교 혹은 RCMS 사용이 의 인식과 

사용이후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

나 RCMS 사용자를 상으로 실증분석하여 연구

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연구수행자의 연구비 사용에 한 인

식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연구자의 유형

에 따라 연구비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

가 있으며, RCMS의 일부 기능  특성은 연구비 

사용 의도에 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리에 있어서 

RCMS와 같은 정보시스템 도입이 투명한 연구비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

 토 를 마련하 다. 

향후 RCMS 등 연구비 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연구비 리의 효과성과 연구수행자 소속기 의 

유형, 규모 등 다양한 집단별로 연구비 사용 의도, 

패턴 등을 연구하고 다른 연구비 리시스템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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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자 맞춤형 연구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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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이 인터젠컨설 (주)에 의뢰한 ｢실시간통합연구비 리

시스템(RCMS) 성과분석 연구｣ 용역 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  연구지원 인력에게 설문조사한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 음을 알려드립니다. 

RCMS가 연구비 유용을 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는 <아니오>

다음 항목 에서 연구비 유용을 방할 수 있는 것은 RCMS의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연구비를 수행기  계좌에 일  지 하지 않고 담기 에서 보 후 

사용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 하는 기능

2.
연구비 사용한 내역  집행증빙을 업로드하고 연구비를 지 하는 

기능

3.
연구비를 공 자(  : 물품납품기 , 인건비 실 수령자)에게 직  

지 하는 기능

4.
담기 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이후의 자료 

조작이 어려움

5. 담기 이 사업비 사용내역 검이 용이함

다음은 귀하가 RCMS를 사용하시는 것(혹은 RCMS를 사용하기 이 )과 연구비 사용 인식(태도, 규범, 통

제, 의도)의 련성에 한 설문항목입니다.

항 목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RCMS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비 정산 업무에 향을 미친다.

2. RCMS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비 사용 리  태도에 향을 미친다.

3. RCMS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규범 수에 향을 미친다.

4. RCMS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비 규정 수에 향을 미친다.

5. RCMS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기  연구비 사용 통제에 향을 미친다.

6. RCMS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통제에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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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연구비 사용에 한 인식(태도, 규범, 통제, 의도)에 한 설문항목입니다.

항 목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연구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명한 행 이다.

2.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치 없는 행 이다.

3.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에 의하여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를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

5.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덕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6.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7.
내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은 연구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8.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은 연구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9.
내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인들 혹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은 합법 이고 올바르게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10. 연구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으로 나의 할에 속한다.

11. 연구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게 쉬운 일이다.

12. 내가 원한다면 연구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13. 나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

14. 나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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