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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 조사

이 설문지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동이나 투자 연결망의 형태

와 그 효과에 관해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조사 및 연구 결과는 익명으로 처

리되며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대단히 바쁘시겠지만 약 10분-15분 정도 걸리는 설문에 응답하시어 한국의 벤처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얻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응답은 가급적이면 귀사의 CEO가 해주시되, 부득이한 경우는 창업시부터 기획업무를 

담당해오신 분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에게는 분석결과를 Email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국내최대 조사기관인 (주)한국리서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

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연구원 조승현

Tel : 02) 538-7796 / Fax : 02) 539-5850 / email : sh2cho@hrc.co.kr

연구교수 :  연세대학교 김용학/동국대학교 박찬웅/정보통신대학원 이각범

            서울대학교 이재열/한림대학교 한 준 (가나다순)

사업체 이름 사업체 주소

화 번호 응답자 성명

응 답 자
직    

1) CEO       3) 간부

2) 이사        4) 기타               

email 주소 Home Page 주소

사업체 규모
1) 1-4인       3) 10-49인       5) 100-299인

2) 5-9인       4) 50-99인       6) 300인 이상

 <Supervisor 기입란>

업    종

면접원 성명 Supervisor 검증

면접원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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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귀사의 창립연도(법인 설립기준)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년  _______월 

문2] 귀사가 법인을 설립하기까지의 창업준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문3] 귀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으셨습니까? 

1) 벤처인증을 받았다 (문3-1]부터 응답해주십시오)
2) 벤처인증을 받지 않았다 (문4]부터 응답해주십시오)

문3-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_________________년 _________월 

문3-2] 귀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은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캐피탈 
2) 벤처평가
3) 연구개발 
4) 신기술 
5) 특허기술 

문4] 귀사의 업종은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1) 기간통신서비스 3) 방송서비스 

2) 부가통신서비스 

4) 통신기기 6) 방송기기 

5) 정보기기 7) 부품 

8) 패키지 S/W 11) 컨텐츠 

9) 컴퓨터관련서비스 12)정보검색대행서비스  

10) DB제작서비스     

13) 공사 및 기기설비업 16) 전자기기응용업 / 전자결재

14) 관련사업유통업 17) 텔레워크 / 전자상거래  

15) 게임관련업 18) 기타

문5] 귀사의 대표적인 주 생산품(서비스 포함)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6] 귀사가 현재 출원중인 기술특허는 몇 건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건 

문7] 귀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는 총 몇 건입니가? 

____________________건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조사

문8] 귀사의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은 각각 몇 명입니까? 
    창업시와 1999년 그리고 2000년도 각각의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사원에는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아웃소싱의 프리랜서 풀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시 1999년 2000년 

 1) 정규직 사원                  명                  명                  명

 2) 정규직 사원 중 

기술인력
                 명                  명                  명

 3) 비정규직 사원                  명                  명                  명

문9] 귀사가 창립될 당시 창립멤버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명 

   문9-1] 당시 창립멤버 중 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명 

   문9-2] 현재까지 남아있는 창립멤버 임원은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_명

문10] 귀사에서 임직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보상제도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 4) 집단 성과배분제
2) 스톡옵션 5) 개별 성과급제
3) 지분배당(기존의 몫을 나누는 것)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문11] 귀사는 창립이후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11-1]을 응답해 주십시오)
2) 없다 (문12]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문11-1] 그 위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이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1) 자금부족
2) 조직내 갈등
3) 상품(기술)개발의 지연 및 상품화 실패
4) 핵심인력의 이탈
5) 마케팅 부진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2] 귀사에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는 모두 몇 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개 
999)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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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귀사에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의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문13] 귀사는 다른 기업에서 분사(spin-off)된 기업입니까? 

1) 그렇다 (문13-1]을 응답해 주십시오)
2) 아니다 (문14]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문13-1] (분사한 경우) 그 기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14] 귀사는 다른 기업을 M&A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문14-1]을 응답해 주십시오)
2) 없다 (문15]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문14-1] M&A 대상이 된 기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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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사의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귀사의 창업연도가 1999년 이후인 경우 해당하는 연도에만 써주십시오)

1) 창업시 자본금 억 만원

2) 1999년도 자본금 억 만원

3) 2000년도 자본금 억 만원

문16] 귀사의 창립 자본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순서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창업자 개인 5) 은행
2) 창업자 가족 6) 정부지원금
3) 창립멤버 7) 엔젤
4) 벤처캐피탈 

문17] 그렇다면 현재의 자본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순서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창업자 개인 5) 은행
2) 창업자 가족 6) 정부지원금
3) 창립멤버 7) 엔젤
4) 벤처캐피탈 

문18] 1999년과 2000년도 귀사의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1) 1999년도 매출액 억 만원

2) 2000년도 매출액 억 만원

문19] 1999년과 2000년도 귀사의 영업이익 혹은 결손은 얼마였습니까? 

1) 1999년
① 이익

② 결손
억 만원

2) 2000년
① 이익

② 결손
억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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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 1999년과 2000년도 귀사의 R&D 투자비용은 얼마였습니까? 

1) 1999년도 억 만원

2) 2000년도 억 만원

문21] 1999년과 2000년도 귀사의 마케팅비용은 얼마였습니까? 

1) 1999년도 억 만원

2) 2000년도 억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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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문23]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19 _______년 

문24]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1) 고졸이하 3) 4년제졸 5) 박사
2) 전문대졸 4) 석사
 
문24-1]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출신고교는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시/도 소재 ___________고등학교

문24-2] (대학을 마친 경우)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출신대학은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대학(교)   ____________과

문24-3]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출신대학원은 어디입
니까? 

_____________대학(교) 대학원 ____________전공

문24-4] 만약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가 비학위 특별과정(예: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이수
하셨다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_________개 99) 이수한 적이 없다

문25]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는 창업시에도 귀사의 CEO였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26]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의 직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1) 연구원 5) 중소기업 임직원
2) 대학교수 6) 자영업자
3) 대기업 임직원 7) 학생
4) 타벤처기업 임직원 8) 공무원 

9)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7] 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몇 개 정도입니
까? 

___________________개 99)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없다

문28] 귀사의 CEO 또는 귀하(CEO)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을 통해 제휴나 투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A B C D E

약         세 약         세 약         세 약         세 약         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____________년 ____________년 ____________년 ____________년 ____________년

             ① 고교동문
         ② 대학동문
      ③ 대학원 동문
   ④ 비학위 특별과정
⑤ 이전 직장동료/업무관계
  ⑥ 가족, 친족
     ⑦ 아무관계 없음
        ⑧ 기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제졸
   ④ 석사
       ⑤ 박사

         ① 연구원
      ② 교수
    ③ 대기업직원
  ④ 중소기업직원
⑤ 자영업
  ⑥ 학생
    ⑦ 공무원
      ⑧ 기타

    ① 재무
  ② 마케팅
③ 기술
  ④ 조직관리
    ⑤ 전략기획
      ⑥ 기타

문35] 이분들의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문29] 이분들의 연령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문31] 이분들이 입사한 때는 언제입니까? 

문30] 이분들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귀사의 임원을 A부터 E까지 각각 생각하시고 각각의 임원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임원 A와 임원B를 생각하셨다면, 임원A와 임원B의 연령, 성별 등을 응답하시면 됩니다.)

문34] 이분들의 입사전 최종경력은 무엇입니까? 

문32] 이분들과 창업자와의 입사전 관계는 무었입니까? 

문33] 이분들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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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K사, J연구소 등)      

   ① 전략적제휴
       ② 투자제휴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년 년 년 년 년

① 기술제휴(R&D 포함)
   ② 마케팅제휴
      ③ 서비스(컨텐츠)제휴
         ④ 기타

             ① 상장사
         ② 코스닥
      ③ 제3시장
   ④ 연구소
⑤ 기타 (문39-1로 가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
0%로 기입해주십시오)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고교동문
         ② 대학동문
      ③ 대학원 동문
   ④ 비학위 특별과정

⑤ 이전 직장동료/업무관계
  ⑥ 가족, 친족
     ⑦ 기타

문36] 귀사와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이름을 이니셜로 5개까지 적어주세요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37] 위 조직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문38] 전략적 제휴를 맺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40] 위 조직들이 귀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면, 대략 자본금의 몇 %입니까?

       문40-1] 위 조직들이 귀사에 처음 투자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38-1] 전략적 제휴관계의 내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39] 이 조직들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문42] 위 조직들의 정규직 사원 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문43-1]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문43] 위 조직들의 CEO와 귀사의 CEO는 창업 전부터 친분이 있었습니까? 

        문39-1] 기타의 경우, 벤처기업입니까?

문41] 위 조직들의 주 생산품(서비스 포함)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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