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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간 협력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연구하기 위해 협력 유형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협력, 영업 협력 및 금융 협력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선행 요인으로 협력 철학의
역할을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협력 철학, 협력 활동 및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협력 철학과 협력 활동 간의 경로 분석의 결과는 협력 철학이 기술 협력, 인적 자원 협력, 판매 협력 및 금융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것이다. 둘째, 협력 활동과성과, 기술 협력, 인적 자원협력, 영업 협력 간의 관계의
결과는 협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SBP(philosophy-Structure-
behavior- performance) 모델을 파트너십 관점에서 사용하여경험적 시험을 분석한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를검증
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유익한 함의를 제시 할 수 있다. 또한
SME(Small and Medium Company’s)의 사업 단위가 파트너십을 맺을 때 기술 정보 유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 철학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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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operation activities among SMEs. In order to study
empirical analysis, we classified the types of cooperation into four dimensions: technology cooperation,
human resource cooperation, sales cooperation and financial cooperation. Review the role of the collaborative
philosophy as a predictor.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on philosophy,
cooperation activities and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path
analysis between cooperation philosophy and cooperation activities shows that cooperation philosoph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echnical cooperation, human resource cooperation, sales cooperation and financial
cooperation. Second,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on activities and achievements,
technical cooperation, human resource cooperation, and sales cooperation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cooperation performance.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nalyze empirical tests using the PSBP
model from a partnership perspective. We are trying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SMEs. Therefore, we
can suggest a beneficial implication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MEs. Also,
SME business units have a problem with technical information leakage when they form partnerships, bu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can use cooperative philosophies and avoid negative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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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소기업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기술변화

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간 기술의 융합화로 가치창조를 재구성하고, 중소

기업간 협력을통하여가치경영, 다양성경영을실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변화의복잡성과다양성이높아지면서혁신적

인신기술신제품개발이필요할수록다양한협력으로부

터자사의차별화경쟁확보와자체성과발전을위한노

력이 요구된다[1,2].

기업 간 협력의종류로협업이란한기업이생산활동,

마케팅, 구매, 영업, 연구개발, 물류, 등의기능모두를독

자적으로이루어지던방식에서벗어나여러기업들이경

영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보유한 전문기능을 연계

하여 공동으로 기업성과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간 협업은 분업화된 개별 시스템 가치 활동들의 단위가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화로 기업 간 협력체제이다. 따

라서각개별기업은성과, 효율성을위해각각의핵심역

량에 집중하여 철저한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

들의 협업의 키워드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

히생산요소가무비용혹은저비용으로생산한다는투입

측면의 효과만이 아니라 부서 간, 조직 간, 주체 간의 결

합과통합에의해나타나는성과도나타나고있다[3,4,5].

하지만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기업의

전반적인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 연구수행을 함에 주체

간의불분명등으로인하여자발적인기술협력은현재까

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중소기업들의협력활동으로인하여얻

을 수 있는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협력활동을 더 빠르게

진행될수있도록하는게가장시급한과제이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 간 네트워크 및 활동의 우선시

되는요소로협력의지와함께중소기업간협력활동을함

에 발전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원활한협력활동을촉진하는데영향

을 주는 선행요인을 살펴본다. 협력활동은 서로 간의 갈

등해결 및 차별화, 무한경쟁력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업의 핵심역량의 비밀유출에

대한우려역시공존하고있으므로협력활동을촉진하는

선행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 간의 기

업성과에미치는협력활동을정립하고어떠한요인이협

력활동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독립기업들이 상호발전 이익

을기대하면서공동의목적을위해이루어지는공동적인

활동, 혹은 개인이나 조직이 상호보완 속에서 상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심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활동하는

과정으로정의할수있다. 한편, 협력을생산활동하기위

한 전반적인 협력활동을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한 판단,

의사결정및피드백까지의과정을포함한광의의개념으

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협력을기업의차별화

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7,8].

국내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경험활

동은저조한수준으로기업규모가작으면작을수록협력

에대한노하우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협력기

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소기업 간 협력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

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소요비용의전체또는일

부의연구개발을위한정부지원금이부족할경우협력활

동 자체가 수행하기 힘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10].

2.2 협력철학에 관한 연구
기업활동네트워크에서기업의철학은기업가치, 목

표, 비전, 미션을반영하는것으로목표와조직의호환성

과파트너십몰입그리고가장중요한것이기업의신뢰

이다.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관점에서 협력철학은

협력업체간의공동의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상호

간의 노력, 의지를 뜻한다.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추구하

는근본적인동기에는협력기업간의공동비젼과공동연

구개발, 공동생산, 공동마케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규

모의 경제 효과 외에도 상호 보완적인 자원이나 무한한

핵심역량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차별화된 생산성 향상이

나 무한경쟁의 시장지배력 증대 등이 있다[11,12]

2.3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간협력활동은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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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 거래비

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이론은 기업 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

으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전략적 목적으로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 및 지속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13,14].

자원의존이론은기업들은필요한자원을어떤방법으

로획득하는가에따라조직의생존에대한목적으로 모

든 자원이나 기능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외부기업의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기업의 효과적

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

은 시장거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다양한 거래를 함에 비

용이 존재하며,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는

기업조직 등의 경제적 제도의 이론이다.

활발하게거래가이루어지면서시장과조직을이용하

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면 거래는 당연히 기업조직으로 내부화되고 기업

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거래비용이 더 많이 들면

시장거래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

이론은활발한시장환경하에서이루어지는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최적의지배구조로발전하는것이중점을두

고 있다[15,16].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간협력활동과협력성과와의관계를규명하기위하

여 강용운(2011)의 RRAP 모델과 송창석, 박지윤(2009)

의 PSBP 모델, 박성욱과 박성택(2013)의 모델을 기준으

로협력활동의하위변수로나열하면기술협력, 인력협력,

판매협력및자본조달협력으로구분하여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으로 도출하였다[17,18,19].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문제는 2가지로 협력철학과 협력활동과의 관

계, 협력활동과 협력성과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중

소기업들 간 생산성 향상을 살펴보고자 한다[20].

가설 1협력철학과 협력활동과의 관계

1-1 협력철학은기술협력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1-2 협력철학은인력협력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1-3 협력철학은판매협력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1-4 협력철학은자본협력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가설 2협력활동과 협력성과와의 관계

2-1 기술협력은협력성과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2-2 인력협력은협력성과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2-3 판매협력은협력성과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2-4 자본협력은협력성과에정(+)의 영향을미칠것

이다.

3.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보완 업무협력을 원

활하게 진행하여 중소기업 간 시너지 효과와 함께 협력

성과를점진적으로증진시키기위한방안을도출하는것

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는 업무협력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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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중소기업들의협력성과에영향을미칠것으로가정

되는독립변수로써기술협력, 인력협력, 판매협력과자본

협력을사용하여중소기업간원할한협력성과를살펴

보고자 한다.

4. 실증분석
4.1 표본설계
본 연구의 표본은 국내 중소기업 간 연구협력이 원할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150부로응답이불성실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할 설문지는 본 조사 2주전에 사전조사(pretest)를

거쳐애매하거나응답이어려운문항은수정하거나보완

하였다.

4.2 신뢰도 분석
변수에 대한 측정지표로서 다항목 척도를 이용할 경

우 측정 항목들 간에 동질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

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동질성이

낮은 항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신뢰도 검증절차

를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에 대해 다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바람직한계수의수준은통상적으로분석단위가개인

수준일경우 0.8이상, 부서 또는조직단위일경우 0.6이상

이면 측정지표 결과에 큰 문제가 없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협력철학 0.846(6항목), 기술협력 0.942(6항

목), 인력협력 0.850(7항목), 판매협력 0.914(4항목), 자본

협력 0.868(4항목), 협력성과 0.908(5항목)로 나타났다. 모

든연구개념의 Cronbach's α계수값이 Nunnally가 제시

한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

아울러,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각 연구 개념별로 확

인요인분석을실시한 결과이 과정에서 수정지수 3.84를

기준으로 각 연구 개념에 대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제거한결과협력철학, 인력협력, 협력성과에서

각각 2개의 항목이 제거되었으며, 판매협력에서 3개의

항목이 제거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거된 항목의 번호

와 분석 후 항목 수는 <Table 1>과 같다.

각 연구개념의적합도를평가하기위해 (작을수록바

람직), 에 대한 p값(≥.05이 바람직), RMSR(.05 이하이

면 바람직 .10이면 수용할만함), GFI(≥.90이 바람직),

AGFI(≥.90이 바람직), NFI(≥.90이 바람직), CFI(≥.90

이 바람직), RMSEA(≤.08 혹은 .10이 바람직)등을 이용

하였다. 모든 연구 개념들의 해당항목들은 적합도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No

Result

RMSR GFI CFI RMSEA

Cooperative
Philosophy

4 .846
.282
(.913)

.010 .991 .996 .001

Technical
Cooperation

4 .942
3.342
(.421)

.030 .980 .982 .161

Human Resource
Cooperation

4 .850
1.231
(.314)

.024 .992 .994 .031

Sales
Cooperation

4 .914
5.812
(.406)

.042 .932 .936 .120

Finance
Cooperation

4 .868
2.152
(.520)

.030 .924 .920 .021

Cooperative
Performance

3 .908
.410
(.652)

.012 .907 .912 .010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Variavble No

Factor
Loading

t-
value

Standard
Factor
Loading

Measurement
Error

Cooperative
Philosophy

2
1.000
1.123

12.092
.841
.980

.092

Technical
Cooperation

3
1.000
1.012
1.034

1.830
11.859

.861

.893

.826
.073
.067

Human Resource
Cooperation

2
1.000
1.112 9.458

.856

.821
.124

Sales
Cooperation

3
1.000
.951
.961

18.124
22.116

.924

.937

.964
.050
.042

Finance
Cooperation

2
1.000
.864 9.128

.912

.763 .092

Cooperative
Performance

2
1.000
1.112 15.231

.912

.951 .071

= 284.331, df=18.5, p=.001, RMSR=.068, GFI=.813, CFI=.962,
RMSEA=.047

4.3 타당성 검증
타당성은 어떤 사물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동시

에 속성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의 의미이며,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된 측정의 도구가

무엇을측정하고있느냐하는관점인동시에평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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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의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타당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

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확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 284.331, df=18.5, p=.001, RMSR=.068,

GFI=.813, CFI=.962, RMSEA=.047 로나타나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전체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4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과 2의 검정을위해먼저, 공분산행렬을이용하

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검정결과는 =

148.410(df=193, p=.450), GFI=.881, AGFI=.861, NFI=.951,

CFI=.997, RMSEA=.008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Fig. 2] Path Analysis

일반적인 적합도의 평가기준을 비교해 GFI, AGFI가

기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GFI, AGFI 값이기

준치인 .90과 가깝기 때문에 연구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21]. 가설검

증을 위해 <Figure 2>와 같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위 경로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 지지여

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가설 1은중소기업간협력철학과협력활동과의

관계 영향의 결과는 협력활동의 하위변수로 기술협력,

인력협력, 판매협력, 자본협력으로 나누어 분석 검증한

결과협력활동들은모두양의방향으로유의미하게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철학은 특히 기

술협력과자본협력에큰영향을미치는결과가나타났다.

둘째, 가설2는 협력활동과 협력성과의관계를 실증분

석한 결과 기술협력, 인력협력과 판매협력은 협력성과

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

타났지만, 자본협력을 통한 성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인력협력을 통하였을 때 협력성과

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mmary of Test Result 
Hypo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1
Philosophy=>
Technica Coop.

.646 7.050** O

H1.2
Philosophy => H
uman Resource

Coop.
.502 5.710*** O

H1.3
Philosophy => Sales

Coop.
.243 2.440** O

H1.4
Philosophy =>
Finance Coop.

.601 6.845*** O

H2.1
Technical Coop =>
Performance

.162 1.752* O

H2.2
Human Resource
Coop =>
Performance

.368 3.848*** O

H2.3
Sales Coop. =>
Performance

.301 3.013*** O

H2.4
Finance Coop. =>
Performance

-.014 -1.51 X

=148.410(df=193, p=.450), GFI=.881, AGFI=.861, NFI=.951, CFI=.997,
RMSEA=.008

5.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적인 시사점을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연구에서는산업조직론적의분석모델관점에

서 철학이 행동을, 또 다시 행동이 성과를 창출하는

PSBP 모형을 협력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자체 내부협력 또는 모기업과

협력 기업적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한 분석한 연구는 많

았으며, 중소기업의 무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활동과 성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

사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기존중소기업간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협

력형태를발전, 확장하고자하였다. 특히, 요즘정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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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혁신형중소기업을더많이육성․발전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동으

로경쟁력향상성과를위해기술협력을꾸준히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R&D자금수주를위한자본에대한협

력관계를창조적으로정립하였으며, 그효과를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철학을 통하여 나타난 협력활동 효과성은

기술협력과 자본협력이 인력협력과 판매협력이 보다 상

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최근중소기업들간의업

무협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협력이 보다 더 높

게 진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바는

기술협력, 인력협력 및 판매협력은 유의미한 정의 효과

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인력협력의효과가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협력성과는 인력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적 활성화방안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탁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본협력의

경우 협력성과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일회적인 형태의 협력적인 관계로 그칠 가능성이 있

는자본협력의경우에는연속적인협력관계를위하여성

과창출에는큰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추후미

래지향적협력관계를위하여자본협력과활동의주요요

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업간의 상호협력증진 방안을 모색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역사회 특성상 샘플의 대다수

가특정산업인전자, 기계산업등에치중되어있어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협력활동의추가변인으로자본협력효과를실증적

으로분석하고자하였으나본연구에서자본협력의효과

를규명하기에는미흡하였다. 이에 향후연구에서는산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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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다음은 중소기업 협력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중소기업 간 협력에 있어 상호간에 긍정
적인 효과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핵심역량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중소기업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협력
을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중소기업 간 협력은 서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중소기업간협력을위하여기업목표, 미션
및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전반적으로협력업체에대하여신뢰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중소기업 협력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7
협력업체와 상호간의 기술과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협력업체와 기술개발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상호간에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술협력을 위하여 보유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협력업체에 기술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협력업체에 필요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협력업체에 상호보완적인 기술지도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협력업체의기술인력에대한교육을지원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협력업체의경영에대한컨설팅지원을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협력업체를 위한 기술 자문을 통한 고급인력을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협력업체와 물류 및 유통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협력업체와해외수출관련협력을추진중에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유연한 물류 보안에 따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상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로지스틱 흐름을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국가 R&D사업참여를위한공동투자를진행
중에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조달청등록등사업활장을위한공동투자를
진행중에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M&A 등 경영전략적제휴를통한공동투자를
진행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협력업체와 서로간의 공동투자를 통한
자본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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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중소기업 협력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26
원할한 협력을 통하여 제품의 혁신적인 성과
를 가져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가절감이 발생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협력을통하여생산제품의다양화가이루어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서로간의협력을통하여물류및유통의판매
개선이 나타났다..

① ② ③ ④ ⑤

30
협력업체와 차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로 갈 의
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 사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

입니다.

31. 귀하의 성별은? ①남 ( ) ②여 ( )

3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3. 귀하의 학력은? ( )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⑤기타( )

34.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사업체)의 업종은?

①도소매업 ②음식업 ③서비스업 ④제조업

⑤기타( )

35. 귀하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종업원의 수는?

①없음 ②1명이상~2명미만 ③2명이상~3명미만

④3명이상~5명미만 ⑤5명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