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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본 보고서는 장애인기업통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조사개요
1. 통 계 명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 법적근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
○ 통계법 18조에 근거한 승인통계

3. 조사방법

○ 모집단 정비를 위한 장애인기업 판별조사 : 전화조사
○ 판별이 완료된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 : 방문면접조사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 및 공표주기 : 2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모집단 구성 및 표본 설계
○

모집단 구성 : ’17년 7월 복지부 장애인등록DB와 ’14년 통계청 사업체 DB의 성
명, 주소 등 매칭을 통해 예상 장애인 사업체(장애인이 사업체 대표)를 선별하고 마스
터표본 약 15만개를 컨택하여 장애인 기업 모집단 추정

○ 표본 설계 : 마스터표본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장애인 기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 표본 설계 및 면접조사의 경우 (외부)위탁기관에서 진행
- 위탁기관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기준에 따라 선정

□ 자문회의 개최

○ 자문단 구성: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약 5명)
- 중소벤처기부, 통계개발원, 통계진흥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회의 일정: 당해 연도 8월, 9월(3회)

※ 회의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문단 일정 및 전체 진행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내용

- 모집단 구성 및 표본설계에 대한 자문회의
- 조사표 문항별 조사목적성 검토 및 변경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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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승인

○ 표본설계 방법론 및 통계조사표 변경관련 승인(통계청)
- 표본설계 방법론 및 통계조사표 등 주요 세부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

∼12월)

종 결정(11월

□ 면접 조사원 교육

○ 교육 기간: 당해 연도 11월∼12월
○ 교육 대상: 위탁기관 면접조사원 약 123명
○ 교육 방법: 권역별 교육

※ 면접조사 교육 시 통계진흥원 감리 담당자 참석하여 오류 사항 점검

○ 교육 내용

- 조사취지 및 조사표 작성 방법
- 내용검토 요령 설명
- 오류사례 등

□ 면접조사

○ 조사 대상: 표본설계 결과 조사 대상 업체(약 5,000개소 예정)
○ 조사 기간: 당해 연도 12월 ∼ 차후 연도 2월(9주)
※ 면접조사 기간은 표본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조사 방법: 조사대상 업체 면접조사
○ 조사 인원: 위탁기관 면접조사원 약 123명

※ 인터넷 회수율에 따라 면접조사원 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응답업체 독려

- 응답업체 조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현장 점검

○ 점검 기간: 차후 연도 1월(2회)
- 면접조사 기간 중 2회에 걸쳐 현장 점검 실시

○ 점검 방법: 위탁기관 담당직원 및 통계진흥원 감리 담당직원 합동 실시
○ 점검 사항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관 피드백 교육 지시

□ 조사표 회수, 제출 및 입력

○ 작성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항목 누락 또는 착오여부를 검토하여 질의 및 수정 후 회수
○ 조사자는 회수된 조사표를 조사(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조사표 입력 기간: 차후 연도 2월(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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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결과 점검(내검)

○ 점검 기간: 차후 연도 2월(4주)
○ 점검 요령
- 항목간 연관체크를 통해 오류 및 누락여부 점검
- 외부 자료(신용정보 자료 등)와 비교를 통해 오류 사항 점검

○ 추가조사 실시

- 무응답업체의 경우 대체표본으로 추가조사(면접조사) 실시
- 항목누락 및 착오사항은 기업체에 전화, 팩스를 통하여 질의 보완

□ 결과집계 및 분석

○ 기간: 차후 연도 3월(4주)
○ 집계표 종류
- 기업체 일반현황, 창업 관련 사항, 종사자 수 관련 사항, 재무 관련 사항 등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최종검토 및 중소벤처기업부 결과보고(차후 연도 3월)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통계자료집 발간(차후 연도 3월)
7. 조사연혁

□ 최초 개발 시기 및 연혁

○ 2006년 ‘장애인기업 정밀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음
○ 200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로 통계명을 변경 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을 승인
(승인번호 제14214호) 받아 국가통계로 1회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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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조사
기간

ㅇ 2007년 9월∼10월

ㅇ 2009년 6월∼7월

ㅇ 2011년 9월∼10월

ㅇ 2013년 9월∼10월

ㅇ 2015년 10월∼11월

조사
대상

ㅇ 1,562개

ㅇ 2,020개

ㅇ 2,500개

ㅇ 2,500개

ㅇ 2,000개

허용
오차

ㅇ 2.39%

ㅇ 2.04%

ㅇ 1.81%

ㅇ1.88%

ㅇ 2.10%

조사
방법

ㅇ 전화 면접조사

ㅇ 방문 면접조사

ㅇ 방문 면접조사

ㅇ 방문 면접조사

ㅇ 방문 면접조사

ㅇ기업 일반 사항
-일반현황, 인력현황,
대표자현황 등

ㅇ기업 일반 사항
-일반현황, 인력현황,
대표자현황 등

ㅇ기업 일반 사항
-일반현황, 인력현황,
대표자현황 등

ㅇ기업 일반 사항
-일반현황, 인력현황,
대표자현황 등

ㅇ기업 일반 사항
-일반현황, 인력현황,
대표자현황 등

ㅇ창업관련 사항
-창업전 창업주 직업
및 창업동기, 소요기간,
자금조달방법 등

ㅇ재무관련 현황
-재무정보, 자금조달
방법, 자금사정 등

ㅇ재무관련 현황
-재무정보, 자금조달
방법, 자금사정 등

ㅇ재무관련 현황
-재무정보, 자금조달
방법, 자금사정 등

ㅇ창업관련 사항
-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시 어려움 등

ㅇ창업관련 사항
-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시 어려움 등

ㅇ창업관련 사항
-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시 어려움 등

ㅇ경영활동 사항
-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항

ㅇ 경영활동 사항
-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항

ㅇ 경영활동 사항
-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항

ㅇ지원정책 사항
-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정책, 정책수요 등

ㅇ 지원정책 사항
-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정책, 정책수요,
장애인기업 정의 등

ㅇ 지원정책 사항
-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정책, 정책수요 등

ㅇ운영실태 관련사항
-재무현황, 기업환경
평가, 지원제도에 관
한 사항 등
조사
항목

ㅇ운영계획 관련사항
-사업지속의향 및 계
획, 필요자금 규모 및
용도 등
ㅇ기타
-현 사업 창업 전 창
업경험, 경영상 애
로사항 등

ㅇ창업관련 사항
-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시 어려움 등
ㅇ재무관련 현황
-재무정보, 자금조달
방법, 자금사정, 투자
관련 현황 등
ㅇ 경영활동 사항
-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기업운영 차별성,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항, 향후 경영
활동 계획 등
ㅇ 지원정책 사항
-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정책, 정책수요,
장애인기업 확인 등

추정
기업수

32,808개소

32,027개소

32,685개소

34,761개소

39,536개소

□ 개발배경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법적근거 및 조사주기에 따라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
- 시

․도 광역단위 장애인기업의 일반사항, 재무상황, 창업사항 등 전반적인 장애인기업

실태 파악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는데 목적
- 조사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기업 성장모델 및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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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또는 개편 이력
시기

변경 또는 개편 내용

사유

- 조사모집단 변경 : 장애인등록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모집단에 추가
- 표본 수 : 2,000개에서 2,500개로 확대
2011년도

- 표본추출방법 : 다단층화비례배분 후
층내 계통추출로 변경
- 추정식 : 모평균 및 모비율추정
- 조사항목 : 총 56개에서 57개 항목으로

- 최근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포함
- 자료의 신뢰성 확보
- 모수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
- 장애인 기업 전체 모집단의
모수 추정
- 정책활용성 증대

확대
- 표본설계
‧ 조사대상 업종 : 20개 대분류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표본할당 : 장애인기업리스트 800개와
장애인명부와 전국사업체조사 연계자료
1,700개 우선 할당

- 세분화된 층의 수를 축소하여

‧ 규모에 따른 업종별 배분하고 지역별로 배분
2013년도

‧ 목표 표본크기에 부족한 세부층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체를 추출
5개

‧ 삭제 :

3개

‧ 변경 : 30개
‧ 통합 :

1개

‧ 분리 :

1개

-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 조사항목
‧ 추가 :

표본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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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변경 또는 개편 내용

사유
- 모집단 추정을 위한 추가비용

- 표본설계
‧ 표본수 축소 : 2,500개에서 2,000개로 축소
‧ 표본배분 : 비례배분과 제곱근비례의
2015년도

절충배분

- 격년주기 조사 실시에 따른
장애인기업 관련 지원제도 등

‧ 변경 : 24개

시의성에 따라 문항 변경

1개

- 공표범위 : 시도단위에서 전국단위
- 표본설계
‧ 표본수 증대 : 2,000개에서 5,000개로 증대
‧ 시도, 업종, 사업체 규모로 층화
2017년도

표본크기 축소
기업 경영환경 변화 및

- 조사항목
‧ 추가 :

소요 및 시간 불충분으로

- 조사항목

- 표본수 축소에 따른 공표범위
조정
- 당해 조사예산과 인력을
고려하여 표본수 증대하고, 기존
층화 변수 및 공표 단위에
지역(시도) 추가

‧ 변경 : 46개

- 조사 문항의 시의성 및 활용성

‧ 추가 : 19개

고려 변경 사항 반영

‧ 삭제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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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 목적
○

장애인기업의 일반사항, 재무상황, 창업사항 등 전반적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주된 활용분야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국내 장애인 경제활동 및 장애인기업의 성장‧발전과 관련된 정
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아울러 장애인기업의 고용환경, 근로조건, 재무성과 및 성장성 등과 관련된 학문연구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통계표를 제공

□ 국내의 유사조사 통계
유사유형

조사통계명칭
중소기업 실태조사

특정 조사
대상
기업체
조사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조사 목적
-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및 해외진출 실태

여성기업 실태조사

- 국내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정
책 발굴 및 향후 육성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제공
을 목적으로 함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 전국 소상공인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사회적 기업 기
본계획 수립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 1인 창조기업의 현황, 창업 및 운영 경영 파악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창업기업 실태조사

- 주기별 현황 및 특성 파악과 더불어 창업시 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벤처 기업에 대한 보다 적
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의 특
성·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자료와 기초 통계로 활용하기 위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동태적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이
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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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유형

조사통계명칭

조사 목적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매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민간의 부담
금 징수누락 확인, 장애 고용 정책 설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즉,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
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 등의 정
보를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별로 생산,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
초자료로 활용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
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및 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욕
구·복지 서비스 수혜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 체육생활
실태조사

-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참
여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
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
여 정책자료로 활용

특수교육실태조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작성기관 내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실․국․과 등
- 각 실․국․과의 장애인기업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현황 파악
○ 연구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 장애인기업의 지원과 성장‧발전을 위한 심층 연구 등
○ 학계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 등
-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활용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및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분석
- 기업의 장애인 고용 결정기제에 관한 연구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 수렴 내용과 주요 결과

○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산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2017년 7월 20일~31일)
○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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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위한 창업 후 기간을 고려한 설문 필요
- 장애인기업으로서 혜택 인지 여부 등

○ 주요의견에 대한 반영

- 대표자의 기업 경영 시작일을 조사표에 포함하여 창업 후 기간에 따라 추가 분석이 가능함
-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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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 조사항목 체계(7개 항목)
구분
기업체
개요

‧ 기업체명
‧ 홈페이지 주소

‧ 설립연월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개요

‧ 대표자 성별
‧ 경영 시작 시점

‧ 대표자 출생연도
‧ 장애유형
‧ 현재 업종과 과거 업종의 연관성

조직
형태
기업
체
일반
현황

항목

‧ 조직형태 구분
‧ 법인등록번호
‧ 재무제표 작성 여부

‧ 전화번호
‧ 기업체 주소

‧ fax번호

‧ 경영형태
‧ 창업횟수

‧ 사업체 개수

혁신형
기업
유형

‧ 혁신형 기업유형
‧ 혁신형 기업 인증 획득 계획 유무
‧ 혁신형 기업 인증 획득 계획 시 획득 유형

조달가점
인증

‧ 조달가점 인증
‧ 조달가점 인증 획득 계획 유무
‧ 조달가점 인증 획득 계획 시 획득 유형

우선구
매대상
기술개
발제품
인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획득 계획 유무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획득 계획 시 획득 유형

기업체
업종

‧ 기업체 업종

‧ 기업체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

창업관련 사항

‧ 기업체 창업 이유
‧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 창업 시 준비기간
‧ 창업 당시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 효과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필요분야

종사자 수 관련
사항

‧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장애인 종사자 현황
‧ 2016년 채용 및 2017년 신규 채용 계획 인원

재무관련 사항

‧ 2016년 연간 총 매출액
‧ 공공기관 매출액
‧ 영업이익 현황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 2016년 기업체 자금사정

경영활동 사항

‧
‧
‧
‧
‧
‧
‧

공공기관 납품
관련 사항

‧ 공공기관 납품 경험
‧ 공공기관 납품 시 애로사항
‧ 입찰계약 형태별 비중
‧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제도 이용 경험
‧ 공공기관 납품을 하지 못한 이유

‧ 신규채용 미계획 이유
‧ 수출액
‧ 업종별 매출액 비중
‧ 자금사정 어려운 분야

사업규모 확대 경험
‧ 기업체 주된 경쟁력
‧ 사업규모 미확대 이유
기업체 경쟁력 수준
‧ 시장 수요 및 전망
‧ 기업체 경영 시 애로사항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
‧ 인력 확보/관리 관련 애로사항
판로 확보/마케팅 애로사항
‧ 수출 관련 필요한 지원사항
기술개발 관련 애로사항
‧ 각종행정규제/절차 애로사항
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향후 투자계획 분야
희망전환 업종
‧ 폐업 예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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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 장애인기업 확인서 인지 및 발급 여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발급 이유

기업 정책 관련
사항

‧
‧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계획 유무

기업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정도
‧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인지여부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여부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시 애로사항
향후 장애인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

※ 조사표 붙임

□ 조사항목별 조사목적
항목

기업체 일반현황

목적
장애인 기업체의 접촉 정보(기업체명, 전화번호 등)와 함께 대표자 정보(성별, 출생연
도, 장애유형, 경영형태 등), 조직형태, 업종 등의 기업 일반 현황을 파악

인증 유형

장애인 기업체의 혁신형 기업 인증, 조달가점 인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여
부 및 해당 인증 유형, 향후 인증 획득 계획 파악

창업관련 사항

기업체 창업 이유, 창업 시 준비기간, 창업 시 필요 자금 조달 형태, 애로사항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기업체의 창업 활동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 자
료로 활용

종사자 수 관련
사항

국내 장애인 기업체 전반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장애인 및 비장애인 종사자 현황,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함

재무관련 사항

국내 장애인 기업체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을 파악하여 국가 전체 경제 규모 등 외부
준거와 비교하고,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해외 매출액, 자금 조달 형태, 자금 사정
및 애로사항 등 장애인 기업체의 전반적인 재무 현황 파악

경영활동 사항

사업규모 확대와 관련된 장애인 기업체의 경영 활동 실태 및 여러 세부 경영 분야별 애
로사항과 향후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기업체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 납품
관련 사항

장애인 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 경험, 애로사항, 입찰계약 형태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
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 현황 파악

장애인
기업
확인서
기업 정책 관련
사항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현황, 미발급 사유, 향후 계획 파악

장애인 기업 활동을 지원 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 여부, 도움 여부, 필요한 지
원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입안 시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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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사용되는 주요 개념
○ 기업체 정의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 단위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 상태표, 손익계
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기업체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사업체 단위 조사의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
어져야 함
- 참고 : 사업체의 정의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사업체 여부 판단할 때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예) 본사·점, 공장, 상점, 백화점, 식당, 신문사, 방송국, 은행, 병·의원, 관공서, 유치
원, 초등학교, 대학교, 교회, 사찰, 당구장, 노래방 등

□ 주요 항목별 정의
※ 조사 대상 시점 : 2016년 12월 31일 기준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조달가점 : 조달청의 인증 가점으로서 특정

기업체가 조달가점 관련 인증을 받을 경

우 수주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음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 : 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
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이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 자기자금 :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 개인 간 차용을 제외한 창업자 본인이 보유한
현금 및 부동산

○ 개인 간 차용 : 자기자금,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을 제외한 타인(가족, 친인척, 친
○

구,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용
은행/비은행 대출 : 은행(시중은행, 지역은행, 특수은행 등)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대출

○ 주식/회사채 :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 엔젤/캐피탈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및 엔젤·엔젤클럽으
로부터의 개인투자

○ 정부정책자금 :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조달(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되나 민간금융기관 차입금과는 다름)

○ 출연/보조 : 지원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무상증여 방식의 정부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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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보증 :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 및 이를 위한 보증서발급 지원 등
○

의 정부자금 지원
장애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7등급을
○
○

받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매출액 : 2016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얻은 총수입액(매
출부가가치세는 제외)
영업비용 : 2016년 1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기입

○ 인건비 :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노무
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기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하
며 각종 세금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

○ 복리후생비 :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이나 경조비, 야유회비, 일․숙직비,
○

피복비 등 직원 후생을 위한 지출 비용
세금, 공과금 :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분으로 납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및 범칙금
합계

○ 감가상각비 : 유·무형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으로 인해

소모된 경

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비용으로 차감하는 평가적 비용

○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 불능이 예상되어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와 외주가공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외부 개발 용
역비용이나 제품 및 반제품 가공 의뢰 비용

○ 기타 영업비용 : 영업비용에서 ① 인건비 ~ ⑦ 임차료를 제외한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운
반비, 통신비, 소모품비, 잡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 재료매입비, 접대비, 전기요금
등 모든 영업비용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 정부에서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기
업제품 공공구매의 구매 비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1% 이상) 의무화와 관련
된 제도로서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2(공공기
관의 우선구매))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인을 목적으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증서
○ 창업 지원 제도 :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창업 점포지원 등
○ 판로 지원 제도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제품 판로인증 및 운영, 판
로지원 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바로 알리기 등

○ 기술 지원 제도 : 시제품 제작지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등
○ 정보화 지원 제도 : CEO 경영혁신교육, 정책순회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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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분류체계

□ 한국표준 산업분류
○ 분류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
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

○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제공되는 재
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
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

○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세
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1,145개로 구성

○ 사회조사 집계현황

- 직장(사업체)명,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 내용을 수집하여 대분류로 분류하고, 집
계는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작성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기타서비스업

A

B,C

D,E,F,G,H,I,J,K,L,M,N,O,P,Q,R,S,T,U

□ 장애인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
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

『

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15개 장애 종류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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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

‧

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임
대분류

중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소분류

세분류

① 지체장애

‧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②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③ 시각장애

‧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④ 청각장애

‧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⑤ 언어장애

‧ 언어장애/음성장애/구어장애

⑥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⑦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⑧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⑨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⑩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⑪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⑫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⑬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⑭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⑮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분열정동장애/양극성장애/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 지체장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음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
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란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임

○ 시각장애 : 시각장애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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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판정지침에

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
하고 있음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 이하 같음)이 0.02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 :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됨.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
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이고, 아래의 항목들 중 ‘라’항목이 평형기능장애에 해당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①말
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
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방해를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함
지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 즉, 18세 이
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

○

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

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됨

○ 정신장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음
- 정신분열증 :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
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
장애 등이 나타남
- 양극성 정동장애 :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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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반복성 우울장애 :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
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분열형정동장애 :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

○

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임
신장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機能

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

○
○

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심장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란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

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간장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함. 그리고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됨

○ 안면장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
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됨.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

○

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함

‧

장루 요루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으로 규정하고 있음
뇌전증(간질)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간질장애에서 뇌전증장애로

장애명칭이 변경됨. 시행령에서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
정하고 있음

□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 적용여부

○ 본 조사에서 장애의 범위는 국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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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애유형 분류체계를 따름

15

1-3.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 검토 결과

○ 조사표 표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개선
- 응답자 또는 조사원이 보기 편하고, 잘 정돈된 느낌의 디자인 개발
- 조사표 첫 페이지 상단에 통계승인마크(번호) 삽입으로 국가승인통계임을 공지
- 전반적으로 가독성 높은 글씨체를 적용하며, 첫 시작에 연구조사기관, 연구 목적, 연
구 중요성, 응답자 선정 방법, 비밀 보장, 조사 결과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응답
에게 조사 신뢰감과 참여 동기 부여
- 응답 기준 시점이나 조사표 작성 대상 등 조사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표지에 배치하여
응답 정확성 향상 유도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관련 문항에 삽입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고, 문항 분기 및
이동의 경우 그림을 이용해 직관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숫자 응답의 경우 정확성 향상
을 위해 단위를 명기하고, 단위별로 응답란을 분리함

□ 조사표 수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 2017년 8월 10일(목), 9월 7일(목)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개발원, 통계진흥원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 회의 내용
- 기존 조사표 수정 사항 및 신규 문항 검토
- 문항 활용성에 따른 삭제 문항 검토
- 통계변경승인 및 조사 일정 논의

○ 주요 회의 결과

- (대표자 개요) 대표자의 장애유형 응답파트에 장애등급 추가 : 대표자의 장애등급 파악
을 통해 업종별, 매출액 크기별 등 응답자 특성별 대표자의 장애등급 분석 가능
- (조달가점 인증 등) 기존 기술혁신 기업 유형 외에 “조달가점 인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문항 추가
- (기업체 창업이유 등) 응답 방식 변경(단수 응답

→ 1,2순위별 응답)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

업체 창업 이유와 우선순위를 파악
- (창업 시 준비기간) 기존 조사결과에서 “6개월 미만”의 응답이 많고, “1년 이상”의 경
우 많지 않기 때문에 응답보기의 범주를 조정하여 자료 활용성 제고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품질진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용성이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사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표를 변경함

- Step1 : 유사 조사들과의 조사항목 비교
- Step2 :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실시
- Step3 :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조사표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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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 총 3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한 조사표 확정

○ 조사표 변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문단 구성: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약 5명)

- 중소벤처기부, 통계개발원, 통계진흥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회의 일정: 당해 연도 8월, 9월(3회)
○ 세부내용

- 기존 조사표 수정방향 및 예비창업자 관련 추가문항 검토
- 표본설계 시 조사대상은 개인기업체 또는 회사법인으로 대표자가 장애인인 기업이 표
본으로 선정되어야하며, 지점이 아닌 본점만 조사 진행
- 문항별 조사목적성 및 조사필요성에 따른 조사문항 변경 논의
- 기존 조사표 수정사항 및 신규 문항 추가(안) 재검토

1-5. 조사표 변경이력

□ 조사표 변경 이력 총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승인일자

○ 총 68항목
• 격년주기 조사 실시에 따른
(신규 19개, 삭제 27개, 변
기업 경영환경 변화 및 장
○ 총 76항목
경 46개)
애인기업 관련 지원제도 등
시의성에 따라 문항 변경
<조사항목>
<조사항목>
• 장애인기업체 관련 지원정
• 기업 일반현황
• 기업체 일반 현황
책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 창업 관련 사항
2017. 11. 20.
• 창업 관련 사항
조사항목 개발
• 재무 관련 현황
• 종사자 수 관련 사항
• 장애유형 및 등급별 종사자 수
• 경영 활동 사항
• 재무 관련 사항
파악, 공공기관 납품관련
•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
• 경영활동 사항
항목의 구체화를 통해 시의
책에 대한 인식
• 공공기관 납품 관련 사항
성과 실질적인 정책개발의
• 기업 정책 관련 사항
기초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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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세부 변경 내역 및 사유
기존 조사 항목
다. 유형

수정 항목

수정 이유

4. 기업체 유형

1. Inno-biz기업

① 이노비즈기업

2. 벤처기업

② 벤처기업

3. Main-biz기업

③ 경영혁신기업

-

4. ISO인증기업

④ 해당 사항 없음

제고를 위해 기업체 유

5. KS인증기업
6. HT인증기업

- 별도의 질문 카
테고리로 구성
응답자의 이해를

형 용어 한글화 및
4-1. 귀 사는 추후 혁신형 기업 인

유형 정의 추가

7. GD제품 생산기업

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습니

- 조사대상이 실질

8. 서비스품질우수기업

까?

적으로 활용하는 혁

9. 산학연협력업체

① 예 ② 아니오

10. 노사문화우수기업
11. 해당 사항 없음

비고

신유형으로 항목 재

신설
(변경)

구성 및 삭제
4-2.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혁신형

- 혁신형 기업 유

기업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

형 인증 계획이 없

니까?

을 경우에 대한 추

① 이노비즈기업

가문항을 통하여 조

② 벤처기업

사 결과활용도 제고

③ 경영혁신기업
5. 조달가점 인증
① KS
② 환경마크
③ GR
④ K마크
⑤ Q마크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1. 조달가점 인증
① 예 ② 아니오

다. 유형

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조달가점 인증관
련 유형을 확인하는

5-2.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인증을

문항을 추가하여 조

획득할 계획입니까?

사 결과 활용도 제고

1. Inno-biz기업

① KS

2. 벤처기업

② 환경마크

3. Main-biz기업

③ GR

4. ISO인증기업

④ K마크

5. KS인증기업

⑤ Q마크

6. HT인증기업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7. GD제품 생산기업

- 조사대상이 실질

6.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8. 서비스품질우수기업

① NET

9. 산학연협력업체

② NEP

10. 노사문화우수기업

③ GS

11. 해당 사항 없음

④ 우수조달
⑤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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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⑥ 녹색기술제품
⑦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
⑧ 산업융합품목
⑨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제품
⑩ 성과공유기술과제제품
⑪ ICT융합품질인증제품
⑫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⑬ 산업융합적합성품목
⑭ 우수디자인상품
⑮ 개발선정품
⑯ 구매조건부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6-1. 귀 사는 추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대상이 실질
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우선구매대상 기
술개발제품 인증관련

신설

유형을 확인하는 문
항을 추가하여 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

6-2.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까?
① NET
② NEP
③ GS
④ 우수조달
⑤ 성능인증
⑥ 녹색기술제품
⑦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
⑧ 산업융합품목
⑨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제품
⑩ 성과공유기술과제제품
⑪ ICT융합품질인증제품
⑫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

⑬ 산업융합적합성품목
⑭ 우수디자인상품
⑮ 개발선정품
⑯ 구매조건부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라. 업종

7. 기업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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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번호 변경

유지

마. 기업체 설립연도

1. 기업체 개요

년

(2) 창설연월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같은 카테고
리(1. 기업체 개요)
로 구성

신설
(변경)

- 창설 월 추가
바. 주요 생산 또는 판매/서비스
품목
1) 주요 생산품은(매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기준) 무
엇입니까?
(주요 생산품 :

)

2) 주요 생산품의 형태는 무
엇입니까?

7-1. 귀 사의 주요 생산품 또는 서
비스(용역 등) 내용은 무엇입
니까?
(1)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
(2)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의 형태
① 완제품
② 중간제품(부품 등)
③ 원자재

1. 완제품
2. 중간제품(부품 등)
3. 원자재

④ 판매/유통
⑤ 서비스(용역 등)

- 응답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품

또는

서비스(용

역 등)’ 용어 변경
- 주요 생산품 또

변경

는 서비스(용역 등)
의 형태 구성 세분
화

⑥ 공사/건설

4. 지식서비스

⑦ 기타(구체적으로 : )

5. 기타서비스

- 숫자 응답의 경
우 정확성 향상을 위
해 단위 별로 칸을
분리
- 정확한 논리 비교
및 기업체 내 장애인
종사자 수 산출을 위
해

전체 종사자수와

장애인
∎ C. 종사자 수 관련 사항
문2-1) 현 종사자수 (※ 대표자를 포
함, 2015년 9월 1일 기준)
구분

전체

남

13.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여

전체 종사자
수

구분하여 응답
- 질문의 일관성을
위해 용어 통일
(직 원 → 종 사 자 ,
사장님 → 대표자 등)

신설

- 장애인기업의 고

(변경)

용형태별 종사자 수
명

명

명

항목(자영업자, 무급가
족 종사자, 상용근로

장애인 직원
수

종사자 수

명

명

자, 임시 및 일용근

명

로자, 기타 종사자)
추가 및 용어 정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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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종사자
수

구분

남

문2-1) 현 종사자수 (※ 대표자를 포
함, 2015년 9월 1일 기준)
구분
전체
전체 종사자

남

여

수
명
장애인 직원

명

명

명

명

수

명

(2) 장애인
종사자
수

여 합계 남

여 합계

①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소유
하며 자신의 책
임 아래 사업체
를 직접 경영하
는 자

명

명

명

명

명

명

②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의 가족
이나 친인척으
로, 정상근로시
간의 1/3 이상
업무에 종사하며
임금․급여를 받
지 않는 자

명

명

명

명

명

명

③ 상용근로자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을 맺었거나, 1
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
을 받는 자

명

명

명

명

명

명

④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
거나 1일
단
위로 고용된 자

명

명

명

명

명

명

⑤ 기타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
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
고 종사하는 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① + ② + ③
+ ④ + ⑤)

신설
14. 장애인 종사자 현황
구분

(변경)

전체
1급
…
7급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지체
②시각
③청각

- 조사대상 사업체

④언어
⑤지적

에

⑥뇌병변

인의

⑦자폐성

등급별 분포와 중증

⑧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부

⑨신장

정보 파악을 위한 문

⑩심장

종사하는

장애

장애유형

및

항 추가를 통해 조사

⑪호흡기

결과 활용성 증대

⑫간
⑬안면
⑭장루․요루
⑮뇌전증
⑯국가유공자

합계

문2-2)

최근

1년간(2014년9

15. 2016년 채용 인원 및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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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내용의

변경

월~2015년8월) 신규채용

최근 1년간
(2014년9월~2015년8월) 신규채용
인원수
신규채용 여부
1. 있다
총 ( )명
중
장애인근로자
2. 없다
( )명

2-3) 향후 1년간(2015년9월~2016
년8월) 신규채용 계획

구
비
향후 1년간
장 장 분없
(2015년9월~2016년8월) 애 애 이
신규채용 계획 인 인 채
용
1. 향후 1년간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
명 명 명
2. 향후 1년간 신규채용 →문2-4)로
계획이 없다
갈것

2-4) 향후 신규채용계획이 없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 종사자수가 적당해서
2. 경영상 추가채용 여력이 없어서

신규 채용 계획 인원
구분

(1)
2016년
채용 인원

(2)
2017년
신규채용
계획 인원

① 장애인

명

명

② 비장애인

명

명

③ 구분없이 채용

명

질문을 같은 카테고
리로 구성

합계
(① + ② + ③)

명

명

- 부자연스러운 응
15-1. 2017년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인력이 충분하여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② 당사 사정상,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답보기 문구 변경 및
신규채용 계획이 없
을 시 고려되는 이
유 추가

(인건비 부담 등)
③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정보
가 없기 때문에
④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3.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4. 기타(구체적으로 :

)

문3) 다음은 귀사의 대표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가. 대표자 성별

2. 대표자 개요
(1) 대표자 성별

- 문항 번호 변경

나. 대표자 연령
만

세

(2-2) 대표자 출생년도

정확한

유지

대표자

연령 확인을 위해 출
생년도 기입으로 변

변경

경
다. 장 애 유 형

(2-3) 장애유형

1. 지체장애

① 지체장애

2. 시각장애

② 시각장애

3. 청각장애

③ 청각장애

4. 언어장애

④ 언어장애

5. 지적장애

⑤ 지적장애

6. 뇌병변장애

⑥ 뇌병변장애

7. 발달장애

⑦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⑧ 정신장애

9. 신장장애

⑨ 신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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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
정(2007. 12. 28)에 따
른 ‘지적장애인, 자폐
성장애인,

간질장애

인’ 용어변경

변경

10. 심장장애

⑩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⑪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⑫ 간장애

13. 안면장애

⑬ 안면장애

14. 장루·요루

⑭ 장루․요루장애

15. 간질장애

⑮ 뇌전증장애

라. 경 영 형 태

-

(2-4) 경영형태

1. 창업주

응답 내용 확인을 위해

① 창업주

2. 가업계승

‘기타(적을것

② 가업계승

3. 기업인수

④ 기타(적을 것 :

5. 기타

:

)’ 내용 변경

③ 기업인수

4. 전문경영인

응답자의 구체적

)

변경

- 전문경영인 응답
항목 삭제

마. 현재 대표의 최초 창업 또는
기업인수 당시 연령
만

(2-5) 현 대표가 이 기업을 경영

세

한 것은 언제 부터입니까?
(창업, 가업계승, 기업인수)

대표의

정확한

최초창업 또는 기업
인수

시기

확인과

회사 운영기간 확인

바. 현 대표의 회사 운영 기간
년

현 기업 창업 후 지금까지

월

변경

을 위해 년도와 월
기입으로 변경

지속기간은?
(

-

)년 (

)개월
- 응답자의 혼동을

∎ B. 창업 관련 사항
문4) 귀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창
업/인수하기 전 종사하시던
일과 현재 업종은 연관성이

전혀
연관
성
없음
1

있습니까?

연관
반반
연관
매우
성이
임
성이
연관
없는
있는
성
편임
편임 있음
2 3 4 5

(2-6) 현 대표가 이 기업을 경영하

방지하기 위해 보기

기 전 종사하시던 일과 현재 업종의

항목 단순화

연관성이 있습니까?

- 첫 창업일 경우

① 있다

응답 가능하도록 ‘③

② 없다

처음 경영으로 판단

③ 처음 경영으로 판단할 수 없음

할 수 없음’ 항목 추
가

창업이십니까?

주십시오.

-

대표자의

창업

횟수 확인을 통한 분

∎ B. 창업 관련 사항

창업/인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

경)

(2-7) 현 대표는 현재 몇 번째

번째 창업

문5) 대표(이사)님께서 현 기업을

신설(변

석의 활용성 증대

- 응답자의 창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8. 기업체 창업 이유
1순위

2순위

1.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하기 위해 인수 용
어 삭제 및 응답대
상자를 창업주로 한

2.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① 꿈꿔왔던 일이라서

정

3.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②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커서

- 다양한 응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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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4.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커서

③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확인을 통한 분석 활

5. 집에서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④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용도 증대를 위해 다

6. 집에서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⑤ 장애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중 응답으로 변경

7. 하고 싶은 일이어서

⑥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해서

8. 기타(구체적으로: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

가업계승

관련

응답보기 삭제

문6) 귀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창업/
인수를 결심하면서부터 실제로
창업/인수하기까지 소요된 기

9. 창업 시 준비기간

간은 얼마입니까?

① 3개월 미만

- 조사대상의 창업

1. 6개월 이내

② 3개월 ~ 6개월 미만

시 준비기간을 실질

2. 6개월에서 1년

적으로 소요되는 기

3. 1년에서 1년 6개월

③ 6개월 ~ 1년 미만
④ 1년 ~ 2년 미만

4. 1년 6개월에서 2년

⑤ 2년 ~ 3년 미만

경

5. 2년에서 2년 6개월

⑥ 3년 이상

변경

간으로 응답보기 변

6. 2년 6개월에서 3년
7. 3년 이상
- 통계활용성이 떨
문7) 귀사는 정부의 창업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어지며, G. 기업정책
관련 사항 문항과 중

삭제

복돼 삭제
문7-1) 창업/인수 당시 이용하셨던
창업지원 기관과 기관에서
받은 창업 지원이 도움이 되
었는지에 대해 응답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용여
도움정도
부
① 도움
② 보통
③ 도움
④ 매우
⑤
② 전혀
창업 ①예 아니
지원기관
안 임 됨 도움
오 도움
안 됨
됨

가. 중소기
업진흥공단
나. 중소기
업협동조합
다. 장애인기
업종합지원센터
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
원센터)
마. 창업진
흥원
바. 한국장애
경제인협회
사. 가맹점
본사
아. 기타()

-

됨

문7-2) 어떤 내용이나 활동이 도움

창업지원기관의

이용여부 및 도움정
-

도 파악을 위한 조
사문항의

삭제

결과활용

도가 떨어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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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활용성이 떨

삭제

이 되었습니까?

어져 삭제

문8)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다음의 각 수

10. 창업 당시 필요자금 조달 형태
별 비중

지하기 위해 창업 당시

단별로 그 비율을 적어 주시되,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응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수 단

답하여 주십시오.

가. 자기 자본 조달
나. 금융기관 대출
다. 정부 정책자금
라. 개인사채
마. 기타(회사채, 벤처캐
피탈 자금 등)
전체
100

%
%
%
%
%
%

- 응답자의 혼동을 방

백

십

일

① 본인자금(자기 자금, 개인 간 차용)

형태별 비중 기입 칸
을 구분
- 유사한 보기항목

② 민간금융(은행/비은행 대출, 주식/
회사채, 엔젤/캐피탈)

변경

통합 및 축소
- 응답자의 이해도

③ 정부정책자금(출연/보조, 융자/보증)
합계
(① + ② + ③)

필요 자금 조달금액의

증대를 위한 용어정의
1

0

0

기재

11. 창업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
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9) 귀사 창업/인수 후 초기사업 운영

1순위

2순위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

①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분석

습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

② 자금 조달

오.

③ 판로 확보/마케팅

- 창업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

로 항목 재구성
- 다양한 응답내용

④ 인력 확보/관리

변경

확인을 통한 분석 활
용도 증대를 위해 다
중 응답으로 변경

⑤ 기술개발
⑥ 각종 행정 규제/절차
⑦ 기타(구체적으로 : )
문10) 귀사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

- 문항 12번과 중

한 요인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

-

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복되는 내용으로 삭

삭제

제
12.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문11) 귀사는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

1. 창업자금 지원(또는 보증)

① 창업자금 지원(또는 보증)

한 분야 항목 재구성

2. 컨설팅 지원

② 컨설팅 지원

- 다양한 응답내용

3. 창업절차 개선(간소화)

③ 창업절차 개선(간소화)

확인을 통한 분석 활

4. 시장 정보 제공

④ 판로 확보/마케팅 정보 제공

용도 증대를 위해 다

5. 세금지원 확대

⑤ 세금지원 확대

중 응답으로 변경

6. 재도전 기회 확대

⑥ 공간ㆍ시설ㆍ장비 지원(또는 임대료 감면)

7. 기타(구체적으로 : )

⑦ 기술개발 지원

변경

⑧ 기타(구체적으로 : )
∎ C. 재무 관련 현황

3.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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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의

변경

문12-1) 2014년 기업의 재무제
표를 작성하였습니까?

(2) 귀사는 2016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셨습니까?

질문을 같은 카테고
리(3.

1.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① 작성함

2.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 작성하지 않음

조직형태)로

구성

∎ D. 재무 관련 사항
16. 매출액 현황
금액(백만원)
구분

문12-2) 귀사의 2014년 연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

천만원

십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조
억 억 억
만 만

(1) 2016년 연간 총
매출액
 2016년 연간 상
품․제품의 매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출하액,
판매액, 기성액,
지원금 등)
(1-1) 공공기관
매출액
 전체 매출액
중공공기관
매출액
(1-2) 수출액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

- 응답자의 혼동을 방
지하기 위해 연간 총
매출액 기입 칸을 구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신설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

(변경)

정보

확인을

위해

“(1-1) 공공기관 매출
액” 항목 추가

문12-3) 귀사의 연 매출액은 대략 어
느 정도 입니까?

- 연간 총 매출액

1. 1,000만원 미만

에 대한 응답이 어려

2.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울 시 범주형 보기항

3. 4천만원~5천만원 미만

목을 제시하여 응답

4. 5천만원~1억원 미만

-

5. 1억원~2억원 미만

을 가능하게 했으나,

삭제

장애인기업체의 전체

6. 2억원~5억원 미만

매출액 파악이 불가

7. 5억원~10억원 미만

능 하며, 통계활용성

8. 10억원~20억원 미만

이 떨어지기에 삭제

9. 20억원~50억원 미만
10. 50억원 이상
문12-4) 귀사의 2014년 매출액은
2013년보다 증가하였습니까?
1. 증가했다(5%이상)
2. 거의 변동 없다
3. 감소했다(5%이상)
문12-7) 귀사의 2014년 영업이익은

(1)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감률(%)
①+

2013년보다 증가하였습니까?
1. 증가했다(5%이상)

-

18.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②-

백 십 일

(2) 2015년 대비
2016년 영업이익
증감률(%)
① +

% ② -

비슷한

질문을 같은 카테고
리로 구성
- 응답자의 이해도
제고 및 증감률의 세

백 십 일
%

부적인 파악을 위한
응답형태 변경

2. 거의 변동 없다
3. 감소했다(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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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변경

17. 영업이익 현황
문12-5) 귀사의 인건비, 원재료비, 임
대료 등을 제외한 2014년 순
이익은 얼마입니까?
(

) 만원

금액(백만원)
십
천 백 십
천 백
조
억
조
억 억 억
만 만

구분
2016년 영업 이익

- 응답자의 혼동을 방
지하기 위해 순이익을

 ‘2016년 연간 총

연간 영업이익으로 용

매출액’에서 ‘영
업 비용 (인건비,

어 변경 및 금액 기입

원재료비, 임대료

칸을 구분

변경

등))’ 총액을 차
감하여 계산

문12-6) 귀사의 2014년 순이익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 영업이익에 대한

1. 적자

응답이 어려울 시 범

2. 500만원 미만

주형 보기항목을 제

3. 500만원~1,000만원 미만

시하여 응답을 가능

4. 1,000만원~1,500만원 미만

-

5. 1,500만원~2,000만원 미만

하게 했으나, 장애인

삭제

기업체의 전체 영업

6. 2,000만원~3,000만원 미만

이익 파악이 불가능

7. 3,000만원~5,000만원 미만

하며,

8. 5,000만원~1억원 미만

통계활용성이

떨어지기에 삭제

9. 1억원~3억원 미만
10. 3억원 이상
문13) 2014년도에 귀사는 어떠한 방법으
로 필요자금을 조달 하셨습니까?
다음의 각 수단별로 그 비율을 적

20.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어 주시되 전체 합이 100%가 되
수 단

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 자기 자본 조달
나. 금융기관 대출
다. 정부 정책자금
라. 개인사채
마. 기타(회사채, 벤처
캐피탈 자금 등)
전체
100

%
%
%
%
%
%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백 십 일

응답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자
금 조달금액의 형태별

① 본인자금(자기 자금, 개인 간 차용)

비중 기입 칸을 구분

② 민간금융(은행/비은행 대출, 주식/
회사채, 엔젤/캐피탈)

변경

- 보기항목 통합 및

③ 정부정책자금(출연/보조, 융자/보증)
합계
(① + ② + ③)

-

축소
1

0

0

문14) 최근 1년간(2014년9월~2015년8
월) 귀사의 자금 사정은 원활한

21. 2016년 기업체 자금 사정

편입니까? 혹은 곤란한 편입니까?

① 매우 나빴음

1. 매우 곤란하다

② 약간 나빴음

2. 다소 곤란한 편이다

③ 보통이었음

3.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좋았음

4. 다소 원활한 편이다

⑤ 매우 좋았음

5. 매우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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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 라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척도
라벨 변경

변경

- 기존 문항 14-1
번은 자금사정의 어
려움 정도를 질의하
문14-1) 귀사의 자금사정은 어느 정도
로 어려운 형편입니까? 다음
중 귀사의 상황과 비슷한 것
을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공과금,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수준
2. 외상대금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수준
3. 직원들의 월급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수준
4. 연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든 수준

지만, 해당 응답보기
21-1. 어떤 분야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가 자금사정의 어려
움 정도를 나타내기

①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자금

엔 부적절한 응답보

② 설비 및 구축물 등의 시설자금

기이며,

③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자금

장애인기업체의 자금

④ 판매 및 광고선전 등의 판매자금

사정 어려움 정보를

⑤ 기타(구체적으로 :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기에

자금사정이

)

조사결과가

신설
(변경)

가장 어려운 분야에 대
한 질문으로 변경 및 응답
보기 항목 재구성
문15-1) 최근 2년간(2013년~2014년)
귀사의 주 생산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어떠
했습니까?

크게 대체 보통 대체 크게
위축 위축
로
로 증가
1
3 증가 5
2

4

24. 시장 수요 및 전망
(1) 최근 2년간(2015. 1. 1 ~ 2016. 12. 31)
귀사의 주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

장 수요는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약간 감소

④ 약간 증가

-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같은 카테고
③ 보통

⑤ 매우 증가

리로 구성
- 척도 라벨 효과를

문15-2) 향후 2년간(2015년~2016년)

(2) 향후 2년간(2017. 1. 1 ~ 2018. 12. 31) 귀사

귀사의 주 생산품이나 서비

의 주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전망은

최소화하기 위한 척도

어떠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라벨 및 형태 변경

스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매우 대체로
매우
비관적
비관적 반반 대체
로
낙관 낙관
적
1
2
3
적 5

① 매우 비관적
④ 약간 낙관적

② 약간 비관적

변경

③ 보통

⑤ 매우 낙관적

4

문16) 귀사가 향후 자금투자를 가장 많

32-1.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 해야 하는 분야는 어디입니

분야는 무엇입니까?

까?

① 기술개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전자금
설비 및 구축물 등의 시설자금
제품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자금
판매 및 광고선전 등의 판매자금
기타(구체적으로:
)

하고 있는 분야에 대
한 보기항목을 실질
적으로 장애인기업에

② 마케팅
1.
2.
3.
4.
5.

- 향후 투자를 계획

서 분류하는 분야로

③ 인력양성

재구성하였으며, 투자

④ 설비

계획이 없는 경우를

⑤ 투자 계획 없음
⑥ 기타(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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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⑤ 투자 계획
없음’ 문항 추가

신설(변
경)

[업종별 전체 매출액]
19. 업종별 매출액 비중
- 응답 업체의 업종
업종

∎ D. 경영 활동 사항

① 생산 및 제조

【판매 및 마케팅】

② 판매/유통

문17) 2014년도의 귀사 제품을

우 응답이 가능하도

십

일

- 세부 업종으로 구

③ 서비스

신설
(변경)

분하여 조사결과 활

④ 공사/건설

구성비는 얼마나 됩니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

그 합

이 중복되어 있을 경

백

록 변경

판매하는 경로별 매출액
다음 각 항목별로

업종별 매출
비중(%)

용도 증대

합계 (① + ② + ③ + ④ + ⑤)

1

0

0

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
여 주십시오.

생산 및 판매/유통/서비스/
제조업종
기타 업종
내
내
% 수
%
수
수
수
%
%
출
출
전체
전체
매출액 100% 매출액 100%

[업종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16. 매출액 현황
금액(백만원)
구분

십
천 백 십
천 백
조
억
조
억 억 억
만 만

(1) 2016년 연간 총 매출액
 2016년 연간 상품․

-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같은 카테고

제품의 매출, 서비스의

리(16. 매출액 현황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출하액, 판매액,

- (1-2)수출액)로

기성액, 지원금 등)

신설
(변경)

구성

(1-1) 공공기관 매출액
 전체 매출액 중
공공기관 매출액
(1-2) 수출액
 전체매출액중수출액

문18) 귀사는 최근 1년간 귀사의 제품

∎ F. 공공기관 납품 관련 사항

또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납품하
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을

33. 공공기관 납품 경험

2. 없다

① 예

- 자연스러운 응답
위해

응답내용

변경

‘예, 아니오’ 변경

② 아니오

문18-1) 귀사가 최근 1년간 공공 기관
- 해당사업체의 입

에 납품 시 계약형태는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33-2. 공공기관 납품 시 입찰계약

오.

의 형태

참여유 유리한 정도
무
계약형태 ① ② 매우① 불리② 보통③ 유리④ 매우⑤
예 아니 불리 함 임 함 유리
오 함
함
가. 일반 경쟁
나. 지역 제한
경쟁
다. 수의 계약

구분

계약

찰계약 형태별 세부
적인 계약비중을 조
사하여 조사결과 활

(1) 일반
경쟁

(2) 제한
경쟁

(3) 수의
계약

합계

백십일 백십일 백십일
100%

비중

용도 증대
- 계약형태에 따른
유리한 정도에의 조

%

%

%

사결과 활용도 부족
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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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문18-2) 귀사가 공공기관에 물품(용역포
함)을 납품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다음 중 무엇 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33-1. 귀사가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포함)을 납품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음 중 무엇
입니까?

1.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힘듦
2. 구매공고 기간이 짧음
3. 입찰자격 요건상 우리 회사의 참
여가 불리
4. 장애인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2순위

6. 계약조건(규격, 납품기일 등)이
까다로움

합 및 실질적으로 나

② 구매공고 기간이 짧다

타나는

③ 입찰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④ 장애인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
⑤ 담당자들의 업무처리가 불투명하다
⑥ 계약조건(규격, 납품기일 등)이
까다롭다

7. 계약절차, 검수절차가 복잡

답보기 용어 변경
- 유사 보기항목 통

① 입찰정보 입수가 어렵다

각이 있다

5.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불투명

애로사항으로

보기항목 재구성

변경

- 다양한 응답내용
확인을 통한 분석 활
용도 증대를 위해 다
중 응답으로 변경

⑦ 계약절차, 검수절차가 복잡하다

8. 납품단가가 낮음
9. 기타(구체적으로:

- 부자연스러운 응

1순위

)

97. 애로사항 없음

⑧ 납품단가가 낮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

- 장애인기업 공공
33-3.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

통한 납품 경험
① 있다

구매 제도를 통한 납
품 경험 여부를 확인

② 없다

신설

하여 조사결과 활용
도 증대

문18-3) 귀사가 공공구매를 이용하여 공
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한 주된

33-4.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공사 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함)을 납품하지 못한 주된 이유

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

이 가능하나 수의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 수의계약 제도를 알지 못해서
2. 담당자가 향후 감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우려해서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정적

1순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같은 카테고

십시오.
문18-4) 귀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

리로 구성

2순위

- 다양한 응답내용

신설

① 입찰정보 입수의 어려움

확인 및 결과분석 활용

(변경)

② 과도한 실적, 품질보증 등 높은

도 증대를 위해 단수응

자격수준

답에서 다중 응답으로

③ 경쟁사들과 경쟁이 심해서

변경

④ 공공기관이 기존 거래처를 선호해서
⑤ 장애인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⑥ 기타(구체적으로 :

시각 때문에
4.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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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9) 귀사는 귀사의 물품이나 서비스

- 조사결과 및 통계

를 해외로 판로를 확대할 의향

-

활용성이 부족으로 삭

이 있으십니까?

삭제

제

문20) 귀사의 마케팅 능력 중 가장 취
약한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

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수요예측 등 시장정보 수집능력
2. 제품개발 및 디자인 능력

- 문항 28번과 조사

3. 브랜드 능력

-

4. 가격 결정 능력

내용의 중복으로 삭

삭제

제

5. 판매망 및 유통채널 관리능력
6. 애프터서비스(A/S) 관리능력
7. 홍보 및 광고능력
8. 기타(구체적으로:

)

98. 해당없음

문21) 귀사는 마케팅 경쟁력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21-1) 그럼, 귀사가 마케팅 지원사업으

28. ‘판로 확보/마케팅’ 관련 가장

- 유사 문항 통합을

필요한 지원 사항은 무엇입니까?

통한 응답자의 부담

1순위

경감

2순위

- 다양한 응답내용

① 시장(소비자)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확인 및 결과분석 활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

② 신제품 기획 및 개발 기획 지원

용도 증대를 위해 단

신설

십시오.

③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수응답에서 다중 응

(변경)

1.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④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답으로 변경

지원

⑤ 공동물류시설, 공동판매망 설치 등

- ‘판로 확보/마케팅’

2. 컨설팅 지원

인프라 지원

3. 시장조사 및 관련 정보 제공

⑥ 해당사항 없음

4. 불공정 경쟁업체 제재 및 하도급

⑦ 기타(구체적으로 :

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관련

관행 개선
5. 공동물류시설, 공동판매망 설치
등 유통망 지원
6. 마케팅 정책 지원사업(국내외 전
시회 개최 등)
7. 기타(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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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으로

보기 응답 문항 재구
)

성

문22) 귀사가 시장 정보를 얻는 주된 경
로는 어디입니까? 다음 중 한 가
지만 골라 주십시오.
1.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고 있다
2. 업종 관련 단체나 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다

- 조사결과 및 통계

3. 내부자료와 외부보고서를 통해 얻고 있다

-

활용성이 부족으로 삭

4. 개인적인 연고를 통하여 간접적

삭제

제

으로 얻고 있다
5.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얻고 있다
6. 기타(구체적으로:

)

98. 해당없음

문23)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겪는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만 골라 주십시오.
1. 정보가 유료로 제공되므로 비용이 든다
2. 소비자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

- 조사결과 및 통계

공되지 못한다

-

3. 조사기관과의 접촉에 어려움이 많다

활용성이 부족으로 삭

삭제

제

4. 유관기관에서의 제공 정보로는 불
충분하다
5. 기타(구체적으로:

)

97. 애로사항 없음
98. 해당없음

문24) 귀사는 창업 당시에 비해 사업장
확대, 공장증설, 지점설치, 판매장
확대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한 경험
이 있습니까?

∎ E. 경영활동 사항
- 문항 번호 변경

유지

22. 사업규모 확대 경험

- 문항 번호 변경
- 부자연스러운 응답
22-1. 귀 사의 주된 경쟁력은 무엇
문24-1) 규모 확대 시 귀사가 가진 주된
경쟁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
지만 골라 주십시오.

보기 용어 변경

이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

- 다양한 응답내용 확

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을 통한 분석 활용도

1순위

2순위

증대를 위해 단수응답
에서 다중 응답으로 변
경
- 응답보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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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문항 번호 변경
- 부자연스러운 보기 용어
22-2. 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문24-2) 그럼, 귀사가 규모를 확대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두

- 다양한 응답내용
확인을 통한 분석 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변경
변경

용도 증대를 위해 단수

2순위

응답에서 다중 응답으
로 변경
- 응답보기 유지

【기업운영의 차별성】
문25) 귀사의 서비스 및 제품의 경쟁력

23. 귀 사는 다음 항목에 대해 경쟁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기업 대비 어느 수준이라고 생

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각하십니까?

경쟁력지표
사업기초인프라
제품/서비스품질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유통경로/판로확보
영업활동역량
생산규모
원자재조달기능
재정적 기반
고객만족도
전반적 경쟁력

①매 ② ③ ④ ⑤매
우열 열악 보통 우수 우우
악
수

- 척도 라벨 효과를
매우 약간
약간 매우
보통
열등 열등
우수 우수
이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경쟁력 지표

최소화하기 위한 척도
라벨 변경 및 보기번

(1) 생산능력

①

②

③

④

⑤

(2) 가격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3) 기술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4) 품질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합 및 실질적으로 나타

(5) 영업/마케팅 역량

①

②

③

④

⑤

(6) 시장지배력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경쟁력 지표로

(7) 거래 신용도

①

②

③

④

⑤

(8) 재정적 기반

①

②

③

④

⑤

(9) 고객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호 기입
- 유사한 보기항목 통

변경

재구성

【조직화 현황】
문26) 귀사에서 아래 열거한 기관과의
협력활동 유무와 협력활동 경험이
있을 경우 <보기>에서 각 기관별
협력활동 유형과 도움정도를 체크
하십시오

구분
대기업과협력
중소기업과
협력
장애인
기업과협력
장애인단체와협력
장애인관련협회
와협력

협력활동 경험 협력활동도움정도
경험 한
협력 ① ② ③ ④ ⑤
활동 도움 보통 도움 매우
①유 ②무 유형 전혀
도움 안됨 임 이됨 도움
(복수 안됨
이됨
응답)

- 조사결과 및 통계
활용성이
-

부족하며,

장애인기업체

실태조

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

* 장애인관련 협회는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한국장
애인기업협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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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보기>
① 마케팅/판로/유통
② 공동 기술․ 연구개발
③ 교육훈련, 인력상호 교류 ④ 생산
⑤ 자금
⑥ 브랜드 ⑦ 디자인
⑧ 경영지원
⑨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상호이용
⑩ 기술지도
⑪ 해외진출 ⑫ 신제품 공동개발
⑬ 원자재구매 ⑭ 기타
25. 기업체 경영 시 애로사항
1순위

2순위

- 실질적으로 나타나
는 경영상의 애로사항

① 자금 조달

문27) 귀사 경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

으로 보기항목 재구성

② 인력 확보/관리

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

- 다양한 응답내용

③ 판로 확보/마케팅

오.

확인을 통한 분석 활

④ 수출

변경
(신설)

용도 증대를 위해 다중

⑤ 기술개발

응답으로 변경

⑥ 각종 행정 규제/절차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27-1) 귀사는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 문항 28번과 조사

활동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

내용이 중복되어 삭
제

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26. ‘자금조달’ 관련 가장 큰 애로사
항은 무엇입니까?

문28) 귀사는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로사항

파악을

위한

문항으로 변경 및 보
기항목 재구성

③ 고금리

만 골라 주십시오.

로사항에 대한 세부적
관련하여 구체적인 애

② 담보부족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 기업체 경영 시 애
인 요소인 ‘자금조달’

① 대출한도의 부족

문28-1) 금융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삭제

변경
(신설)

- 다양한 응답내용

④ 신용보증기준의 엄격함

확인을 통한 분석 활

⑤ 낮은 신용도

용도 증대를 위해 단수

⑥ 해당사항 없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

)

응답에서 다중 응답으
로 변경

27. ‘인력 확보/관리’ 관련 가장 큰 애
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① 전문 인력(기술자, 연구원 등)
구인난
② 일반 인력 구인난
③ 높은 인건비
④ 잦은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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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경영 시 애
로사항에 대한 세부적
인 요소인 ‘인력확보/
관리’ 와 관련하여 구
체적인 애로사항 파악
을 위한 문항 추가

신설

⑤ 복리후생(연금, 복지시설 등)
⑥ 교육훈련
⑦ 해당사항 없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

)

29. ‘수출’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
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기업체 경영 시 애

-

① 수출 컨설팅․자문 지원

로사항에 대한 세부적

②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인 요소인 ‘수출’ 관련

③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강화

하여 구체적인 지원

④ 현지시장 정보의 공급

사항 파악을 위한 문

⑤ 수출대행 전문기관 육성

항 추가

신설

⑥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요구
⑦ 해당사항 없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

)

30. ‘기술개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
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기업체 경영 시 애

-

①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

로사항에 대한 세부적

② 개발인력 확보 곤란

인 요소인 ‘기술개발’

③ 개발 소요기간

관련하여 구체적인 애

④ 기술개발 경험 부족

로사항 파악을 위한 문

⑤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항 추가

신설

⑥ 기술개발 기획능력 부족
⑦ 해당사항 없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

)

31. ‘각종행정규제/절차’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서류 요구
② 소관 기관의 중첩으로 반복되는
-

기관상대 업무
③ 타부처 업무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등 진행 지연
④ 기업활동관련 질의에 명확한 답변 회피
⑤ 규제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⑥ 행정부담 비용
⑦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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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경영 시 애
로사항에 대한 세부적
인 요소인 ‘각종행정규제/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
적인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문항 추가

신설

⑧ 기타(구체적으로 :

)
- 조사결과 및 통계

문29) 귀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영
부문은 무엇입니까?

-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부족하며,

문항 25번과 조사내

삭제

용이 유사하여 삭제
- 조사결과 및 통계

문30) 귀사는 평소에 필요한 기업정보(업

활용성이 부족하며, 장

계동향, 마케팅, 판로, 경영기법

-

등)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

삭제

아 삭제

32. 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문31) 귀사의 대표(이사)님께서는 현재

애인기업체

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

까?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활용성이

- 문항 번호 변경

유지

- 응답자의 혼동을
32-2. 희망하는 전환 업종(생산 및 판
매/서비스 품목)

방지하기 위해 별도
의 질문카테고리 구

변경

성
- 응답자의 혼동을
32-3. 폐업 하는 이유

방지하기 위해 별도

변경

의 질문카테고리 구성
문31-1) 다음은 현행 타 중소기업 사업전

- 조사결과 및 통계

환 지원제도의 주요 정책들입니

활용성이 부족하며, 장

다. 장애인기업에 도입 시, 도움

-

애인기업체

실태조사

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에

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

대하여 모두 골라 주십시오.

아 삭제

삭제

∎ E.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문32-1) 귀사는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제
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응답자의 응담 부담
경감 및 시인성 재고를
∎ G. 기업정책 관련 사항
35. 기업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
움 정도

위해 유사문항 통합
- 척도 라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척도
라벨 및 형태 변경
- 실질적인 기업활
동 지원정책으로 보

문32-2) 이용하신 제도의 도움

기항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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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
경)

이용여
도움정도
부
기업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도움 보통 도움 매우
지원정책 예 아니 전혀
도움 안 됨 임 이 도움
가. 자금
지원제도
나. 세제
지원제도
다. 교육
지원제도
라. 판로
지원제도
마. 정보화
지원제도
바. 정보제공
사. 기타(
)

오 안됨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예

예

전혀

기업활동 지원정책
아니오

아니오

됨 이됨
(1) 금융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2) 인력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3) 세제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4) 기술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5) 판로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6) 정보화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7) 수출 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①

①

②

①

②

①

(8) 사업전환 및 재창
업지원 제도

- 응답자의 응답 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 경감 및 통계활용

)

- 응답자의 응답 부

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 경감 및 통계활용

)

문33-1) 귀사는 정부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삭제

성 부족으로 삭제

문32-4) 지원받은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
(적을 것:

도움
안 됨

문32-3) 지원받은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적을 것:

도움 정도

삭제

성 부족으로 삭제

36.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

- 문항 번호 변경

유지

문33-2)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의 도
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해
당 지원정책과 도움정도를 표시

36-1.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해 주십시오.

이용
도움정도
장애인기업활 여부
동 ①예 아니② 전혀① 도움② 보통③ 도움④ 매우⑤
지원정책
오 안도움됨 안 됨 임 이됨 이도움됨
가. 창업교육
나. 창업컨설팅
다. 기업교육
라. 기업컨설팅
마. 자금지원
바. 판로지원
사. 기타( )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장애인기업

인지
여부

도움 정도
전혀별로보통약간매우

활동
지원정책 예

(1) 창업

이용
여부

아니
오

예

아니 도움도움 임 도움도움
오

안 안
됨 됨

이 이
됨 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판로
①
지원 제도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원 제도

(3) 기술
지원 제도
(4) 정보화
지원 제도

- 응답자의 응담부담
경감 및 시인성 재고를
위해 유사문항 통합
- 척도 라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척도
라벨 및 형태 변경
- 실질적인 장애인기
업활동 지원정책으로
보기항목 축소 및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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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
경)

문33-3) 지원받은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 응답자의 응답 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을 것:

-

담 경감 및 통계활용

)

성 부족으로 삭제

문33-4) 지원받은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

- 응답자의 응답 부

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을 것:

삭제

-

담 경감 및 통계활용

)

삭제

성 부족으로 삭제

문33-5) 정부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

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

37.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 이용 시
애로사항

- 문항 번호 변경

유지

은 무엇입니까?
문34) 다음은 장애인기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
오. 응답은 아래표에 작성하여 주
십시오.

활동 지원정책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정부구매의 확대
라. 경영 및 기술지도
마. 교육의 기회균등
바. 정부지원업종확대
사. 정부수주의일정량할당
아. 행정절차의간소화
자. 장애인기업홍보지원
차. 기타(
)

이용하고 싶은
욕구정도
①②
전 필 ③ ④⑤
혀 요 보 필매
필 하 통 요우
요 지 임 함필
하 않
요
지 음
함
않
음

문35) 귀사는 공공기관 입찰, 자금지원
등의 가점을 제공하는 장애인기

38. 장애인기업인에게 필요한 정책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필 불필 이다
필요 필요
요 요

지원정책

(1) 금융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2) 인력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3) 세제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4) 기술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5) 판로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6) 정보화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7) 수출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척도 라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척도
라벨 및 형태 변경
- 실질적인 장애인
기업활동

변경

지원정책

으로 보기항목 재구

(8) 사업전환 및 재창
업지원 제도

34. 『장애인기업 확인서』인지 및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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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응답자의 혼동을

신설

방지하기 위해 정확

(변경)

한 용어정의 추가 및
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① 발급받음(인증기간 유효)
② 발급받았으나 인증기간이 만료됨
③ 발급받지 않음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자체를 모름

변경
- 장애인기업 확인
서 발급에 대한 세부
적인 정보 파악을 위
해 응답보기 문항 추
가

34-1. 귀 사는 추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문35-1) 귀사는 추후 장애인기업 확인서

- 문항 번호 변경

유지

② 아니오

를 발급받으실 의향이 있습니
까?
1. 예

2. 아니오

34-2.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 장애인기업 확인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를 발급받지 않는

① 확인서 발급 필요성을 못 느낌

구체적인 이유를 확

(구체적으로 : )

인하는 문항 추가를

② 확인서 발급 절차 등 방법을 몰라서

통해 조사결과 활용성

③ 기타(구체적으로 :

증대

)

신설

∎ [조사 후 기록표]
부서
직책
성명
① 직장

응답

② 핸드폰

자

총 방문
횟수

총
일시

방문
결과
협조
정도
검증
결과

정보

조사표
완료소요시
간

번

총

전화
번호

)

□중

- (___)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
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
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 응답자의 신상정보

응답 날짜

2017년 (__)월 (__)일

는 가장 마지막에 배

총 방문 횟수

총 ______번

치하여 조사에 대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 완료
□ 미완 (사유:

- (___)

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

분

① 오전

□ 매우 비협조적 □ 비협조적
□ 보통
□ 협조적
□ 매우 협조적
□하

(___)

기본

∎ [면접 후 기록]

응답 시간

② 오후

거부감을 최소화
변경

(_)시 (_)분 부터
~ (_)시 (_)분 까지

□ 상

면접원
이름

총(_____)분간 응답
① 매우 비협조적 ② 비협조적

(서명)
협조 정도

③보통

④ 협조

⑤ 매우 협조적

Supervisor

Coder

검

증

원

Puncher

∎ [에디팅 기록표]

- 에디팅 관련 문
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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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사
원

실사
감독
원

ID
1차(현
장)
에디
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성명
2차
에디
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성명
자료
검증
원

ID
검증
여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1-6. 응답 소요시간

○ 기업체 규모 및 영위하는 산업에 따라 조사표 작성소요 시간이 상이함
구분

평균소요시간

비고

소상공인(10인 이하)

5분~10분

-

소기업(50인 이하)

10분~15분

-

중기업(1,000인 이하)

10분~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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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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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의 정의

○ 목표모집단 : 장애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

□ 조사모집단의 정의
○

조사모집단 :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장애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중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
[모집단 정의]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 조사 목적에 적합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본단위의 집합
조사모집단(sampled population) : 표본추출에 의해 관찰 가능한 조사 대상자들의 집합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의 모집단]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 장애인이 대표자인 장애인기업
조사모집단(sampled population) : 장애인기업 후보 기업체 중 마스터 표본 확보 조사에서 확인된 장애인 기업

※ 현재 장애인이 대표자인

전체 기업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장애인기업 이

라고 생각되는 후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터 표본 확보 조사를 실시한 뒤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
된 업체만 조사모집단으로 설정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장애인기업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부터 격년으로 장애인기업 수를 추정하고 있음

※ 2014년은 기존과 다른 추정방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함(공식통계 아님)

○ 2007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208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2007년 현재 장애인 명부 1,739,221명 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 26개 시군구의 장애인 명부 미확보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이름, 주소, 성별, 연령 등이 동일한 중복자를 제외한
1,675,567명을 최종 장애인 명부로 확정
-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의 대표자 정보와 장애인 명부의 성명, 연령을 이용하
여 시군구별로 연계, 715,637개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확보
- 장애인 명부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대다 형태로 연계됨
- 715,637개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중 비례배분(지역, 업종, 사업체 규모)·추출하여 유
효표본 26,967개에 대해 실제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실시, 9,9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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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보

○ 2009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2007년 확정된 장애인기업을 수정·보완하여 총 9,736개 장애인 사업체 확보
- 2007년 확정된 9,974개 장애인기업에서 휴·폐업(213개), 대표자 변경(14개), 확인불가
(981개)를 제외한 8,766개 사업체 표본추출틀 확보
-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기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작성된 리스트에서 970개 사업체 확보

○ 2011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2009년에 수정·보완된 장애인기업을 2011년에 다시 수정·보완하여 총 10,296개 장
애인 사업체 확보
- 2009년 수정·보완된 9,736개 장애인기업에서 휴·폐업(306개), 대표자 변경(59개), 확
인불가(527개)를 제외한 9,404개 사업체 표본추출틀 확보
-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기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작성된 리스트에서 1,452개 사업체 확보

○ 2013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200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 구축한 표본추출틀 수정·보완(5,681개 장애인 사업체)
- 2007년 이후 실태조사에서(2009년, 2011년)에서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확인된 기업을 제외
- 2007년 이후 창업한 장애인기업은 2007년 장애인 명부와 2011년 전국사업체기초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추정단계에서 보정
-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장애인기업 리스트(1,755개 사업체)를
활용하여 표본추출틀 보완

○ 2014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공표단위를 고려하여 지역(16개 시도)을 개별 부차집단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는 표본설계(200,000개 사업체)
- 지역을 부차집단으로 하는 표본설계로 목표 상대표준오차 11.6%, 목표 표본오차
±0.225%p, 표본크기 118,004개로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고 나머지 81,996개는
장애인기업 리스트확보를 위한 조사로 활용

○ 2015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공표단위(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는 표본설계
(80,000개 사업체)
-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는 표본설계로 목표 상대표준오차 5.8%, 목표 표본오차 ±6%p,
표본크기 80,000개로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고 2014에 확보된 장애인기업
에 발견조사를 통해 확보된 장애인기업을 리스트로 활용

○ 2017년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 2017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과 실태조사를 위해 master표본을 구축하여 장애인기업
발견조사를 실시
- 2017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DB(2,461,113명)와 2014년 전국사업체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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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외)를 연계하여 장애인기업 후보리스트를 확보

※ 장애인등록DB의 성명, 성별, 연령과 전국사업체기초조사의 대표자 성명, 성별, 연령을 이용
하여 특·광역시별, 도지역은 시·군·구별로 연계

- 업종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인 사업체와 중기업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제외
- 조직과 사업체 구분은 장애인기업 범위에 따라 하였으며,

조직은 개인사업체, 회사법

인외의 경우, 사업체 구분은 단독사업체 본사본점 외의 경우는 제외
- 최종 281,759명의 장애인과 379,587개 사업체가 연계됨
- 최종결과인 후보사업체 리스트는 모집단에 대해 과소포함(under-coverage)임

※ 사업체 대표자의 성별 및 연령의 무응답, 거주지역과 사업장주소의 불일치(예: 거주지는 경
기도이고 사업체 주소는 서울인 경우 등), 2014년 이후 창업, 2017년 7월 이후 장애인
추가등록 등으로 인함

※ 2014년 이후 휴·폐업의 경우로 인한 과대포함도 일부 존재함
- 확보된 장애인기업 후보리스트 중 업종별 장애인기업 발견률을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의
표본크기를 확보하도록 설계함
- 업종별 부모집단을 가정하면 표본오차 ±0.75%p에서의 표본크기는 104,280개 사업체임
- 사업체조사의 유효성과 무응답률을 고려하면 약 30%의 조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어, 이를 과대추출하면 약 15만개 사업체가 필요함
- 업종 내 지역(17)×규모(3)는 비례배분하여 총 150,000개의 사업체에 대해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2차원 이상 추정은 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은 소상공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스터표본은 매출액 등 규모를 조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모에 대해서는 비례배분

□ 최신 표본추출틀(2017년) 검토 사항

○ 기존 조사에 확보된 표본추출틀의 이용 및 보완방안도 존재하나 시간 경과로 인한 소
멸 등의 사유로 불확실성이 존재

○ 올해 모집단 추정을 위한 master표본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과 비교하여 더
○

많은 장애인기업 발굴
이러한 사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을 위해 진행된 master표본의
발견조사에 확보된 11,377개 사업체를 표본추출틀로 활용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층화변수는 업종

·

개 대분류), 사업체 규모(소상공인, 중 소기업), 시도(16개시도) 사용

(5

-

업종과 사업체 규모, 시도 분포의 치우침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표본설계 필요

※ 장애인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 규모에 대한 분포의 치

우침이 일반사업체에 비해 적은 편이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의 추정을 위해 비래배분보다는
더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도록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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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0개 대업종 분류를 5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사업체 규모는 소
상공인과 중·소기업 2개로 분류, 세종의 경우 충남과 통합하여 16개로 분류하여 PPS
계통추출단계에서 목적변수로 종사자 수를 사용

※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의 매출액 등 자산내용의 추정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요소이

기는 하나, 이를 고려할 적절한 보조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자사 수를 사용함

- 사업체 표본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른 특성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제곱근비
례배분이 효율적이나 장애인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 조사가 매우 어려워 제곱근비례
배분과 비례배분의 절충배분을 최종안으로 결정

※ 제곱근비례배분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 전체 2,811개 사업체 중 1,080개를 조사해야 하

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표본추출틀의 중·소기업은 910개 사업체로 목표표본크기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내의 최대허용 표본오차가 약 ±6%가 되도록 설계

○

예비표본은 전체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며, 유고표본의 경우는 일련번호 앞·뒤의 단
위를 대체표본으로 선택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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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업종,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추정 및 표본설계 결과

최대허용
최대허용
규 모 모집단
표본크기
상대 구 분
크기
표본오차 표준오차
계 39,967 5,000 ±1.3% 1.3%
계
소상공인 37,156 4,283 ±1.4% 1.4% 제 조 업
중·소기업 2,811
717 ±3.2% 3.2%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최대허용
모집단
최대허용
표본크기
상대
크기
표본오차 표준오차
39,967 5,000 ±1.3% 1.3%
5,248
740 ±3.4% 3.3%
13,031 1,464 ±2.5% 2.4%
6,503
865 ±3.2% 3.1%
5,751
790 ±3.3% 3.2%
9,434 1,141 ±2.8% 2.7%

[표 2] 시도별 모집단 추정 및 표본설계 결과

지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주‧전북
대전
울산‧경남
경기
강원
세종‧충북‧충남
전남 ‧제주
경 북

모집단
크기
39,967
8,866
3,381
2,170
2,384
2,729
1,358
3,147
6,362
2,125
2,994
2,385
2,066

표본크기
5,000
875
402
293
314
412
208
453
677
287
453
353
273

최대허용
표본오차
±1.3%
±3.2%
±4.7%
±5.4%
±5.3%
±4.5%
±6.4%
±4.4%
±3.6%
±5.5%
±4.3%
±4.9%
±5.6%

최대허용
상대
표준오차
1.3%
3.1%
4.6%
5.3%
5.2%
4.5%
6.3%
4.3%
3.6%
5.4%
4.2%
4.8%
5.5%

※ 추정된 모집단 수의 오차와 표본설계에 따른 최대허용표본오차가 큰 지역은 인근 시도와 통합
통합지역: 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 울산‧경남, 전남‧제주

□ 기타 사항 별첨 표본설계 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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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관리

□ 표본관리
○

업종(5개 대분류), 사업체 규모(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도(16개시도) 층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확률계통추출법으로 표본 기업 추출

○ 조사 과정에서 본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
해 조사 격격 여부(장애인 대표자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조사 실시

○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생멸의 변동이 크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제

고하기 위해 표본 선정 업체의 폐업, 이전 등 유고와 강력한 응답 거절 등으로 조사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2배수 이상의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원에 의한 임
의 표본 대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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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용역
-표본설계서-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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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조사명

장애인기업실태조사

표본설계방식 자체설계 (

조사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외부용역 ( ● )
【기관명 : 통계청 통계개발원

)

】

조사목적

국내 장애인기업의 일반사항, 재무상황, 창업사항 등 전반적 실태파
악을 통해 장애인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정의)에 의한 장애인기업
-대표자가 장애인인 장애인기업

조사항목

기업일반 현황, 창업관련 사항, 재무관련 현황, 경영활동 사항, 지원
정책 사항의 5개 대영역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및 이메일/팩스조사 병행

조사시기
(조사주기)

2017년 11월 ~ 2018년 1월(격년 조사)

□ 표본설계 내역
구

분

모집단 및
표본 추출틀

내

용

- (모집단) ’17년 7월 복지부 장애인등록DB와 ’14년
통계청 사업체 DB의 주소 매칭을 통해 예상 장애인
사업체(장애인이 사업체 대표)를 선별하고 마스터표본
15만개 정도를 컨택하여 장애인 기업 모집단 추정
- (표본추출틀) 마스터표본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장애
인 기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표본배정방식

- 표본규모 : 5,000개 기업체
- 표본 층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층화계통추출
* 층화 : 규모별(소상공인, 중·소기업), 산업체 분류별
(5개 업종 분류), 지역별(16개 시도)
* 층내 표본추출방법은 각 업종 및 규모별 층에 할당된
표본 업체를 해당 층에서 종사자 수를 목적변수로
하여 PPS 계통 추출함
- 제곱근비례배분과 비례배분의 절충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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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본설계
1.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개요

○ 2005년 7월에 제정된『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
동 촉진정책의 수립을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보고서임
- 주 조사내용은 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재무현황, 창업 및 경영활동,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임
- 조사결과는 장애인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및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
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활용됨

2. 장애인기업의 정의

○ 장애인기업이란 2005년 7월에 제정된『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함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의 의거하여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
로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

- 단,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
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3. 장애인기업 모집단 분석

○ 장애인기업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부터 격년*으로 장애인기업 수를 추정하고
있음
* 2014년은 기존과 다른 추정방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함(공식통계 아님)

- 지역(16개 시도), 업종(20)*, 사업체 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개의 층화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 2013년부터는 5개 대분류 업종으로 추정함
* 3차원 층화가 아닌 3개 층화변수의 개별 층화로 2차원 이상 분포를 추정하지 않음

- 기본적인 통계방법론은 이중추출법을 활용한 추정방법을 사용함

3-1. 2007년 추정방법

○ 208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2007년 현재 장애인 명부 1,739,221명 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 26개 시군구의 장애인 명부 미확보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이름, 주소, 성별, 연령 등이 동일한 중복자를 제외한
1,675,567명을 최종 장애인 명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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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의 대표자 정보와 장애인 명부의 성명, 연령을 이용하여
시군구별로 연계, 715,637개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확보

- 장애인 명부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대다 형태로 연계됨

○ 715,637개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중 비례배분(지역, 업종, 사업체 규모)·추출하여 유
효표본 26,967개에 대해 실제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실시, 9,974개
장애인기업 확보
- 전수조사롤 실시된 사전조사는 전화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37%임

○ 추정방법
① 확정된 장애인기업에서 제외된 2006년 창업한 장애인기업 수(

∙업종의 2006년 창업한 장애인기업 수:    ⋅ 




※



)를 보정함








여기서  는  업종의 확보된 장애인기업 수,   는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이고 
  은

2006년에 창업한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 추정값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창
업한 사업체 수의 평균 사용

② 최초 장애인 명부에서 제외된 26개 시군구 장애인기업 수 보정
∙전체 234개 시군구 중 208개 시군구에서 확보되었으므로 234/208 =1.125를 보정계수()로 사용
③ 최종 장애인 기업 수( ) 추정:      









※ 여기서  은 장애인 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의 응답률인 37% 사용
3-2. 2009년 추정방법

○ 2007년 확정된 장애인기업을 수정·보완하여 총 9,736개 장애인 사업체 확보
- 2007년 확정된 9,974개 장애인기업에서 휴·폐업(213개), 대표자 변경(14개), 확인불가
(981개)를 제외한 8,766개 사업체 표본추출틀 확보
-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기업주가 직
접 신청하여 작성된 리스트에서 970개 사업체 확보

○ 추정방법
① 2007년 확정된 장애인기업에서 제외된 층별 장애인 기업 수(




) 확보(휴·폐업, 추

적불가, 대표자 변경 등)

②


 ) 추정: 

최종 장애인 기업 수(




 






 

※ 여기서  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응답률*인 30.4%(2009년), 31.5%(2011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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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장애인기업 수 추정에서는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의 응답률을 사용했으나,

『

』

2009년 장애인기업 수 추정에서는 2009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의 응답률 사용

3-3. 2011년 추정방법

○

2009년에 수정·보완된 장애인기업을 2011년에 다시 수정·보완하여 총 10,296개 장
애인 사업체 확보

- 2009년 수정·보완된 9,736개 장애인기업에서 휴·폐업(306개), 대표자 변경(59개), 확
인불가(527개)를 제외한 9,404개 사업체 표본추출틀 확보
-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기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작성된 리스트에서 1,452개 사업체 확보

○ 2011년 장애인기업 수 추정은 2009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
- 사용된 응답률은 201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응답률인 31.5%
- 업종 구분은 KSIC-9차 개정에 맞춰 변경

3-4. 2013년 추정방법

○ 200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 구축한 표본추출틀 수정·보완(5,681개 장애인 사업체)
- 2007년 이후 실태조사에서(2009년, 2011년)에서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확인된 기업을 제외
- 2007년 이후 창업한 장애인기업은 2007년 장애인 명부와 2011년 전국사업체기초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추정단계에서 보정
-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장애인기업 리스트(1,755개 사업체)를
활용하여 표본추출틀 보완

○ 추정방법
① 창업 장애인기업 수를 추정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조사에서의

지역, 업종의 창업 사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과 업종에서의 창업 장애인기업 수 추정

∙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 되므로 창업

장애인기업 수 추정에 창업 사업체 정보를 이용

∙


   ⋅ 


※ 여기서

 는  지역,  업종의 조사된 장애인 사업체 수,   는  지역,  업종의 전체 사업

체 수,   는 창업한  지역,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

∙ 2011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조사 기준시점인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9월 1일

현재까지 창업한 장애인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1년 전국사업체기초조사의 창업 사
업체 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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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이 가능한 20∼69세 장애인인구 비율 추정
∙ 지역 20~69세 연령대의 3∼6등급 등록 장애인 비율과 20~69세 연령대의 주민등록
인구 비율의 비를 이용한 비조정 수행

∙

1, 2등급 장애인의 경우 창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등급을 제외한

등록 장애인 비중을 이용하여 상대위기(relative risk) 추정방법 적용

′ 

∙ 
 


′




※ 여기서   는  지역 3∼6등급 등록 장애인 수(20∼69세)이고   는  지역 주민등록인구 수(20∼69세)


′




′


③ 최종 장애인기업 수 추정방법
∙ 최종 장애인기업 수에 대한 추정은 조사 및 창업기업 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등
록 장애인 인구 비를 이용한 비조정,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응답률 및 모집단 구성
을 위한 사전조사에서의 응답률 등을 적용하여 도출

∙ 기존에 확보된 장애인 기업이 모집단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며, 여기서의 응답률은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완료율로 대체



∙   




 


※ 여기서

 





 

′
  



 는 장애인 기업 모집단 확정을 위한 사전조사에서의 응답률(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조사 완료율 이용),  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응답률,

  ′ 은   에서 중소

기업청 등록업체 수를 뺀 값임(단,   이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수보다 작으면 등록업체 수를   ′ 로
이용함)

※ 사용된 응답률: 



응답수
응답수
     ,     
원표본수  예비표본수
적격 표본수

3-5. 2014년 추정방법(시험)

○

공표단위를 고려하여 지역(16개 시도)을 개별 부차집단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는 표본설계(200,000개 사업체)

- 지역을 부차집단으로 하는 표본설계로 목표 상대표준오차 11.6%, 목표 표본오차
±0.225%p, 표본크기 118,004개로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고 나머지 81,996개
는 장애인기업 리스트확보를 위한 조사로 활용

○ 추정방법
① 전체 사업체 모집단 크기 추정( )
  2011년 전체 사업체 수 ×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 ( 1  비유효율 )




※ 여기서  는 지역(16)×업종(5)×규모(3)로 구성되며, 비유효율은 조사과정자료를 토대로 추정
된 결과를 사용함

② 장애인기업 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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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에서 장애인기업 수
표본에서 유효한 사업체 수

3-6. 2015년 추정방법

○

공표단위(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는 표본설계
(80,000개 사업체)

-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는 표본설계로 목표 상대표준오차 5.8%, 목표 표본오차 ±6%p,
표본크기 80,000개로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을 추정하고 2014에 확보된 장애인기업에
발견조사를 통해 확보된 장애인기업을 리스트로 활용

○ 추정방법
① 전체 사업체 모집단 크기 추정( )
  2013년 전체 사업체 수 ×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 ( 1  연령 무응답율 )




※ 여기서  는 업종(5)×규모(2)로 구성되며, 비유효율은 조사과정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결과를
사용함

② 장애인기업 수 추정( )
표본에서 장애인기업 수

   ×
표본에서 유효한 사업체 수






3-7. 2017년 master 표본 구축방안 및 추정방법

○ 2017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과 실태조사를 위해 master표본을 구축하여 장애인기업
발견조사를 실시
- 2017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DB(2,461,113명)와 2014년 전국사업체기초조사(대
기업 제외)를 연계*하여 장애인기업 후보리스트를 확보
* 장애인등록DB의 성명, 성별, 연령과 전국사업체기초조사의 대표자 성명, 성별, 연령을 이용
하여 특·광역시별, 도지역은 시·군·구별로 연계

- 업종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인 사업체와 중기업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제외
- 조직과 사업체 구분은 장애인기업 범위에 따라 하였으며,

조직은 개인사업체, 회사법

인외의 경우, 사업체 구분은 단독사업체 본사본점 외의 경우는 제외
- 최종 281,759명의 장애인과 379,587개 사업체가 연계됨
- 최종결과인 후보사업체 리스트는 모집단에 대해 과소포함(under-coverage)**임
** 사업체 대표자의 성별 및 연령의 무응답, 거주지역과 사업장주소의 불일치(예: 거주지는 경
기도이고 사업체 주소는 서울인 경우 등), 2014년 이후 창업, 2017년 7월 이후 장애인 추가
등록 등으로 인함

※ 2014년 이후 휴·폐업의 경우로 인한 과대포함도 일부 존재함
- 확보된 장애인기업 후보리스트 중 업종별 장애인기업 발견률을 추정할 수 있는 수
준의 표본크기를 확보하도록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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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부모집단을 가정하면 표본오차 ±0.75%p에서의 표본크기는 104,280개 사업체임
- 사업체조사의 유효성과 무응답률을 고려하면 약 30%의 조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어, 이를 과대추출하면 약 15만개 사업체가 필요함
- 업종 내 지역(17)×규모(3)는 비례배분***하여 총 150,000개의 사업체에 대해 장애인기
업 여부를 확인(2차원 이상 추정은 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은 소상공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스터표본은 매출액 등 규모를 조사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모에 대해서는 비례배분

업종
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354,908
34,432
100,994
70,243
41,125
108,114

규모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표 1] 마스터표본 확보를 위한 조사설계
표본오차: ±1.0%p
2015추정 2015대비
장애인기업
발견율 표본크기 조사수
39,536 11.1% 18,583 61,943
4,725 13.7% 13,393 13,737
12,957 12.8% 13,737 9,890
6,213 8.8% 9,890 15,430
6,663 16.2% 15,430 9,493
8,978 8.3% 9,493 61,943

표본오차: ±0.75%p
표본크기 조사수
31,284 104,280
6,548 21,827
7,101 23,670
5,106 17,020
7,567 25,223
4,962 16,540

[표 2] 마스터표본 확보를 위한 조사설계(규모 및 지역)

사업체수

354,908
313,866
31,832
9,210

조사업체

150,000
133,078
13,401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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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사업체수

354,908
148,642
39,394
23,626
22,125
8,608
8,772
6,264
352
35,224
6,966
6,240
7,177
7,551
6,849
10,313
13,626
3,179

조사업체

150,000
60,799
17,145
10,630
9,571
3,639
3,641
2,622
147
15,202
2,895
2,601
3,077
3,178
2,940
4,589
6,052
1,272

최종
조사수
150,000
31,397
34,047
24,482
36,282
23,792

○ master 표본 확보조사를 토대로 2017년 장애인기업 수를 추정
- 조사설계 및 추정방법은 현재 외부용역(수행기관: 통계개발원)으로 진행 중임
- master 표본 확보조사의 결과와 추정결과를 토대로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가중
값을 작성할 예정

○ 추정방법
① 전체 사업체 모집단 크기 추정( )
  2014년 전체 사업체 수 ×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 ( 1  연령 무응답율 )




※ 여기서  는 업종(5)×규모(3)×지역(17)로 구성되며, 비유효율은 조사과정자료를 토대로 추정
된 결과를 사용함

② 장애인기업 수 추정( )



    ×

표본에서 장애인기업 수
표본에서 유효한 사업체 수

3-8. 연도별 추정결과

○ 장애인기업은 업종분포가 매우 치우쳐있으므로 2011년부터 5개 업종(제조업, 개인서비
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으로 재분류함
* 개인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업종
** 기타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 2013년까지는 세부항목에 대해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하고 장애인기업 수 추정결과의 오
차는 계산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 수 추정방법에 대한 통계방법론적 불안정으로 오차 계산이 어려움

○ 2014년 이후의 장애인기업 수 추정방법은 이중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오차를 계산
[표 3] 연도별 추정결과(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값2017년 CV
계
32,808 32,027 32,685 34,761 48,215 39,536 39,967 0.80%
소상공인 30,450 29,945 30,531 31,494 44,117 34,538 37,156 0.83%
소 기 업 1,750 1,602 1,649 2,737 2,996 3,446 2,302 2.99%
중기업
608 480 505 530 1,102 1,552 509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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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추정결과(업종

)

업 종
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지 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값2017년 CV
32,808 32,027 32,685 34,761 48,215 39,536 39,967 0.80%

5,964 14,755 5,749 4,725 5,248 1.16%
11,117 7,842 14,729 12,957 13,031 1.45%
4,892 3,575 8,089 6,213 6,503 2.19%
4,572 3,289 7,703 6,663 5,751 1.07%
6,140 5,300 11,945 8,978 9,434 2.72%

2007년
32,808

5,746
2,809
1,681
934
1,010
1,007
868

2009년

32,027
5,445
2,530
1,569
1,026
928
1,026
737

[표 5] 연도별 추정결과(지역)
2011년

32,685
5,559
2,583
1,603
1,045
951
1,052
751

2013년

34,761
5,502
3,262
2,513
1,558
1,079
1,189
802

2014년

48,215
2,591
5,039
2,750
2,888
1,604
1,572
1,163

2015년

39,536
11,937
4,164
2,610
2,401
1,073
1,431
1,091

2017년
추정값 CV
39,967 0.80%

8,866 1.83%
3,381 2.55%
2,170 3.14%
2,384 3.31%
1,165 4.85%
1,358 4.21%
821 5.99%
98 14.55%
5,437 5,639 5,757 6,041 9,904 3,650 6,362 2.08%
1,043 1,026 1,048 1,145 2,568 1,995 2,125 3.26%
720
803
704
818 1,830
777 1,134 5.04%
1,441 1,474 1,504 1,222 2,755 1,311 1,762 3.55%
2,006 2,016 2,054 1,592 2,116 1,219 1,564 4.42%
2,454 2,434 2,479 1,632 2,966 1,861 1,727 3.76%
2,460 2,368 2,412 3,447 3,690 1,767 2,066 3.12%
2,451 2,434 2,483 2,594 3,724 1,519 2,326 3.29%
365 1,055
671
684
658
730
658 7.24%
※ 2015년의 경우 설계당시에 지역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신뢰성이 낮아 내부자료로만 이용하였으며, 모집단
추정 및 실태조사 공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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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추출틀 확보

○ 기존 조사에 확보된 표본추출틀의 이용 및 보완방안도 존재하나 시간 경과로 인한 소
멸 등의 사유로 불확실성이 존재

○ 올해

모집단 추정을 위한 master표본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과 비

교하여 더 많은 장애인기업 발굴

○ 이러한 사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을 위해 진행된 master표본의 발
견조사에 확보된 11,377개 사업체를 표본추출틀로 활용

[표 6] 업종, 사업체 규모, 시도별 확보된 표본추출틀 결과

확보된
확보된
규 모 표본추출
틀 비율
업
종
표본추출
수
수 틀 비율
계
11,377 100.0%
계
11,377 100.0%
소상공인 10,467 92.0% 제 조 업
2,754 24.2%
소기업
753 6.6% 도/소매업
2,897 25.5%
중기업
157 1.4% 숙박/음식점업 1,401 12.3%
개인서비스업 3,067 27.0%
기타업종
1,25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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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지 역 표본추출
수 틀 비율
계
11,377 100.0%
서 울
2,427 21.3%
부 산
1,073 9.4%
대 구
694 6.1%
인 천
693 6.1%
광 주
321 2.8%
대 전
372 3.3%
울 산
221 1.9%
세 종
30 0.3%
경 기
1,766 15.5%
강 원
605 5.3%
충 북
298 2.6%
충 남
536 4.7%
전 북
418 3.7%
전 남
485 4.3%
경 북
626 5.5%
경 남
653 5.7%
제 주
159 1.4%

5. 표본설계

○ 층화변수는 업종(5개 대분류), 사업체 규모(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도(16개시도) 사용
- 업종과 사업체 규모, 시도** 분포의 치우침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표본설계 필요
** 장애인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 규모에 대한 분포의 치우
침이 일반사업체에 비해 적은 편이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의 추정을 위해 비래배분보다는 더 많
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도록 설계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0개 대업종 분류를 5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사업체 규모는 소상공
인과 중·소기업 2개로 분류, 세종의 경우 충남과 통합하여 16개로 분류하여 PPS계통
추출단계에서 목적변수로 종사자 수***를 사용
***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의 매출액 등 자산내용의 추정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요소
이기는 하나, 이를 고려할 적절한 보조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자사 수를 사용함

- 사업체 표본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른 특성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제곱근비
례배분이 효율적이나 장애인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 조사가 매우 어려워 제곱근비
례배분*과 비례배분의 절충배분을 최종안으로 결정
* 제곱근비례배분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 전체 2,811개 사업체 중 1,080개를 조사해야 하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표본추출틀의 중·소기업은 910개 사업체로 목표표본크기를 달성할 수 없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내의 최대허용 표본오차가 약 ±6%가 되도록 설계

○

예비표본은 전체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며, 유고표본의 경우는 일련번호 앞·뒤의 단
위를 대체표본으로 선택하여 조사함

[표 7] 업종,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추정 및 표본설계 결과

규모
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최대허용
모집단
상대 구 분
크기 표본크기 최대허용
표본오차 표준오차
39,967 5,000 ±1.3% 1.3%
계
37,156 4,283 ±1.4% 1.4% 제 조 업
2,811
717 ±3.2% 3.2%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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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
모집단
상대
크기 표본크기 최대허용
표본오차 표준오차
39,967 5,000 ±1.3% 1.3%
5,248
740 ±3.4% 3.3%
13,031 1,464 ±2.5% 2.4%
6,503
865 ±3.2% 3.1%
5,751
790 ±3.3% 3.2%
9,434 1,141 ±2.8% 2.7%

[표 8] 시도별 모집단 추정 및 표본설계 결과

지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주‧전북
대전
울산‧경남
경기
강원
세종‧충북‧충남
전남 ‧제주
경 북

모집단
크기
39,967
8,866
3,381
2,170
2,384
2,729
1,358
3,147
6,362
2,125
2,994
2,385
2,066

표본크기
5,000
875
402
293
314
412
208
453
677
287
453
353
273

최대허용
표본오차
±1.3%
±3.2%
±4.7%
±5.4%
±5.3%
±4.5%
±6.4%
±4.4%
±3.6%
±5.5%
±4.3%
±4.9%
±5.6%

최대허용
상대
표준오차
1.3%
3.1%
4.6%
5.3%
5.2%
4.5%
6.3%
4.3%
3.6%
5.4%
4.2%
4.8%
5.5%

※ 추정된 모집단 수의 오차와 표본설계에 따른 최대허용표본오차가 큰 지역은 인근 시도와 통합
통합지역: 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 울산‧경남, 전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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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목 추정방법

○ 사용 기호

-  : 업종(      )
-  : 사업체 규모(   )
-  : 시도(    ⋯ )
-  :  업종,  규모,  시도의 모집단 장애인기업 수
-  :  업종,  규모,  시도의 표본크기
-  :  업종,  규모,  시도의 번째 표본의 관심변수 관찰값
-  :  업종,  규모,  시도의 번째 장애인기업의 가중값

※ 가중값은 master 표본 확보조사를 통해 추정된 모수를 이용하며, 2차원 층으로 설
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 규모, 시도에 대해 갈퀴비(raking ratio) 조정방법을 통해
계산함

○ 관심변수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와 모총합 추정량()은 다음과 같음




 

  

 
        

  ×

-  
, 

   


  

        

○ 관심변수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의 분산추청량(

  )과 상대표준오차(

  )는 다음과
같음


   
- 









  

      

※ 여기서 







  




  





   
  ,   












    


,   














×















○ 관심변수가 질적변수인 경우의 비율추정은 더미(dummy)변수로 변환하여 위의 모평균,
모평균 추정량의 분산추정량 추정식에 대입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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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표범위

○

2015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사업체규모별(2개 분류;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5대분류)별 2차원 통계표(추정값과 표본오차 포함)를 공표하였음

○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확대된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사업체규모별(2개 분류; 소
상공인, 중·소기업), 업종(5대분류), 지역별(16개 시도; 세종‧충남 통합) 2차원 통계표
*(추정값과 표본오차 포함)를 공표할 예정임
* 표본크기를 고려한 경우 표본오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차원 통계표는 미공표

- 전체 장애인 기업 수 추정값과 표본오차의 공표 역시 층화기준에 의해 공표할 예정임
- 층화기준별 2차원 통계표의 항목별 상대표준오차(CV)가 20%가 넘는 경우는 항목 병합
(셀병합)을 실시하고, 상대표준오차가 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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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면접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 기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및 메일・팩스・온라인 조사방법을 병행

□ 조사과정

○ 면접조사(PAPI)
- 조사원 교육 참석 및 조사지침서 숙지
- 조사지침서를 갖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조사 중에 의문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확인하여 조사
- 조사원은 담당연구원 및 조사관리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용품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함
- 조사에 필요한 용품 : 조사원증, 조사지침서, 사무용품, 기업체명부, 조사협조공문, 조
사표, 조사표 작성가이드, 조사원 명함
- 기업체 방문 시에는 기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나 실무
자(인사담당자 또는 총무담당자)를 만나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협조
공문지참)

○ 응답자가 직접 기입 방식(자기기입식 조사 CASI)
- 항목별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조사표 기입요령과 조사표를 배부하고, 작성
중 질의할 사항이 있거나 작성 후 연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표에 자신의 소속, 성
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입하고 조사표 회수 일에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

○ 메일・팩스 조사
- 방문조사 거절업체 응답여부 확인 : 조사원이 연락을 통해 메일・팩스조사 참여 여
부 확인(응답자가 방문조사를 거부할 경우 메일・팩스조사 방법 및 절차를 설명)
- 작성된 조사표 내용확인 및 보완 : 조사관리자는 조사표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조사원을 통해 기업체에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
- 조사관리자는 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작성된 조사표의 기업체현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 조사방법별 응답비율, 응답자 특성 및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본 용역은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으로 하며

,

조사 시 응답자가 면접조사를 거절 할 경우

메일・팩스・온라인조사 방법으로 대처함
-

이 때 메일・팩스・온라인조사 비중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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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임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원 선발

○ 용역업체에서 활동 중인 면접원 pool을 활용하여 진행
- 용역업체에는 다양한 조사 경험으로 기업체 전문 면접원이 전국적으로 약 1,365여명
정도가 활발한 활동 중에 있음. 조사시작과 동시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임

○ 기업체 면접원을 선발할 때
- 면접원 Pool 활용 (다음에 해당되는 면접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용)
- 유사 조사(기업체) 수행 유경험자
- 설문 문항에 있는 전문적인 내용 및 설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있는 자
- 근무경력을 토대로 현재 업체에 있는 담당자들과의 연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 자

□ 자격 요건 및 지위

○ 선발 조건은 <기업체 조사 경험자 우선 선발>
- 대규모 기업체 실태조사 유경험자
- 운전가능자 우대
- 산업체 근무 경력자

□ 조사원 처우 및 급여수준

○ 조사 규모 및 조사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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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시급 또는 일당제로 많이 지급되지만, 면접원의 이해 및 역량에 따라 조사개수
및 양질의 조사표를 얻을 수 있기 떄문에 부수당 급여 및 보상이 이루어짐
구분

금액

비고

면접조사원 수당

13,000원

-

보상

협의

- 조사지역 난이도에 따라 차등지
급
- 교통비 및 식대 지원

□ 부가혜택
○

직접적인 금전보상 외에도, 차량지원, 명함지원, 방문 스케줄 예약 지원, 조사참여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등 내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2-2. 조사원 교육훈련

□ 조사원 교육 내용, 방법, 일정, 시간, 강사
구분

조사원 교육

조사원 지침서

교육내용

- 조사개요(목적 및 정의, 기간 등)
- 현장조사(조사준비물, 현장조사 요령 등)
- 조사표 작성 방법
- 부록(장애유형 및 등급표)

교육방법

집체교육(Presentation을 활용)

교육시간

2017년 11월 30일 ~ 12월 6일 (총 7회 실시)

강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차장/연구원

- 83 -

□ 조사원 교육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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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교육 세부 일정
- 교육 일시 : 2017.11.30. ~ 2017.12.06. 기간 동안 총 7회 실시
- 교육 장소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제주 OT실
- 참여 인원 : 연구원 포함 114명
- 회차별 교육 일정 및 참석자 현황

□ 조사원 교육 소요 시간 적절성 검토
○

유사 조사 경험 숙련 조사원, 집중도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전반부 교육, 후반부 교육,
질의응답 및 실습으로 나누어 총 140분 진행함

※ 조사원 교육 지침서 별도첨부

□ 교체 조사원 교육

○ 조사기간 중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신뢰성 없는 조사를 진행 할 경우, 조사원을 교체
- 교체되어 새롭게 투입된 조사원은 집체 교육이 아닌, 1:1 개별 이론 교육 및 현장 OJT
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한 숙련도 향상시킴

□ 조사원 평가

○ 조사원이 조사에 대한 이해와 조사진행을 원칙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또는 평가하
기 위해, 담당 연구원이 일정기간 조사원과 동행하여 조사원 조사 실사상황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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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의 조사진행 상황을 주의깊게 평가하여 조사원 피드백
- 조사원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가
- 조사표 검수는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 응답자가 조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는가
- 조사수행은 가이드에 맞게 진행하는가
- 조사수행 시 조사원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었는가?

2-3. 조사원 업무량

□ 조사원당 일일 업무량

○ 면접원의 거주지, 차량유무 등 파악하여, 조사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기업체 특성에 따라 기업체 구조(재무, 인력)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

업체 특성에 맞는 접근 방법을 적용함. 따라서, 각 면접원에게 기업체 규모별, 조사
기업체 밀집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 업무량을 산정함

○ 면접원별 1일 평균 업무량

- 실사기간 50일(주말 제외), 조사원 123명 투입 시 1일/1인 업무량 평균 0.81부로 배분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 1단계 : 조사 Set-up
Project 배경 및
Issue 이해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조사배경 및 현 시점의 장애인 기업관련 Issue
확인

⇩
‧ 이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수행결과 Review

개선사항 검토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조사기획 방법론 구축,
행정사항 진행

‧ 모집단 구성

‧ 방법론 수립

‧ 조사표 점검/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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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
‧ 승인통계 변경절차 진행

□ 2단계 : 조사 진행
조사원 선발

‧ 조사원 중 적격자 선발

⇩

조사원 교육

‧ 조사 방법 및 내용에 대해 3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조사표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및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될 수 있도록 교육
‧ 또한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포괄적으로 교육

⇩

사전 접촉 및
공문 발송

‧ 조사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사전 협조팀을 구성
‧ 조사 대상 기업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급을 사전에 접촉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
‧ 이와 함께 발주처 소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등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 및
방문 약속

⇩

현장 조사

‧ 사전 접촉에서 약속된 방문 일정에 따라 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진행
‧ 조사 취지, 조사 목적, 비밀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
항목을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관리자급 또는
대표자에게 조사를 진행
‧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무응답, 논리 오류
등을 점검하여 보완
‧ 조사 완료 후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응답
답례품을 지급

⇩

실사 관리

‧ 실사감독원이 표본 추출 과정, 조사표 배부 및 회수 등을 검토하여
문제발생 즉시 조사원을 교육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사
오류 최소화
‧ 본 실태조사에 최적화된 실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체별
접촉 현황, 조사 성공 여부, 거절 사유 등의 자료를
실사관리시스템에 입력, 실시간 조사 과정 자료를 수집

⇩

자 료 검 증

‧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완료된 조사표를 즉시
회수하고, 실사 지점별 담당 실사감독원이 1차로 검토 후 총괄
실사감독원이 2차 검토
‧ 검토 과정에서 발견 된 오류사항 및 이상치는 전화검증 또는
재조사를 통해 100% 검증토록 하며, 해당 조사원은 교체 또는 문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

- 87 -

□ 3단계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회수 조사표 데이터 코딩 및 펀칭
‧ 데이터 클리닝 및 이상치 검증

데이터 처리
⇩

‧ 통계표 산출
‧ 추가분석 자료 생산 및 분석 진행

결과 분석
⇩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보고서
‧ 결과 활용방안 제시

분석 보고서 작성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홍보 및 응답자 사전 통지
○ 조사홍보

- 재무 및 인사현황 등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다수 있으므로 조사에 대한 당위성이 없
으면 조사 거절율이 높아짐. 공격적인 사전홍보 및 유관기관의 공문으로 조사의 당위
성을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추후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개발을 진행함. 팜플렛 제작시 조사원 방문면접 시
응답이 어려운 경우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응답이 가능한 온라인 링크를 팜
플렛에 안내하며, 조사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위해 개요 및 홍보자료 작성함
팜플렛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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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사전 통지

○ 조사표 발송 전 사전컨택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협조공문 발송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소개를 통해 조사의 목
적 설명하여 자발적 조사참여 유도함

□ 조사대상 확인

○ 장애인기업체에 해당하는 적격업체를 판별하는 목표모집단 확보 기준 정립마련 작업
-

리스트 내 폐업 및 휴업, 기업체 변경 등 생멸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재정비 작업 실시

DB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전반적인 유의 사항

○ 이 조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임
- 결산 마감 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체는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조사
- 반기(6월, 12월)별 결산기업체의 경우 합산하여 조사

○ 조사표의 모든 금액 단위는 ‘백만원’임

□ 문항 2-3(대표자 장애유형)
○

대표자의 장애유형을 모두 선택 후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등급을 기입(단, 공동대표일
경우 첫 번째 대표자를 기준으로 장애유형을 기입)

□ 문항 10(창업 당시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 조사대상 기업체가 창업 당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형태별로 구분하여 합계가 100%
가 되도록 비중(%)을 기입

○ 본인자금(자기 자금, 개인 간 차용)
- 자기자금 :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 개인 간 차용을 제외한 창업자 본인이 보유한
현금 및 부동산
- 개인 간 차용 : 자기자금,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을 제외한 타인(가족, 친인척, 친
구,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용

○ 민간금융(은행/비은행 대출, 주식/회사채, 엔젤/캐피탈) :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 은행/비은행 대출 : 은행(시중은행, 지역은행, 특수은행 등)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대출
- 주식/회사채 :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 엔젤/캐피탈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및 엔젤·엔젤클럽으
로부터의 개인투자
- 엔젤 : 엔젤이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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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자를 말하며,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존재라 해서 엔
젤 불림
- 엔젤클럽 : 엔젤클럽이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영 노

○

하우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조합이다.
정부정책자금(출연/보조, 융자/보증) :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조달(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나 민간금융기관 차입금과는 다름)

- 출연/보조 : 지원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무상증여 방식의 정부자금 지원
- 융자/보증 :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 및 이를 위한 보증서발급 지원 등
의 정부자금 지원

□ 문항 13(고용형태별 전체 및 장애인 종사자 수), 14(장애인 종사자 현황)

○ 조사대상 기업체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기입하되‘장애인 종사자 수’는‘전체 종
사자 수’보다 클 수 없음

○ 장애인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7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를 의미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나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준으로 응답
○ 2가지 이상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주장애를 기준으로 응답
○ 사선(/)은 법적으로 해당 등급이 없거나, 타 유형과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1급이 상승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등급이 나올 경우 등록증 재확인 후 응답

○ 지적장애 : 구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 구 발달장애
○ 14항의 합계는 13항의‘(2) 장애인 종사자 수’의 ‘남’, ‘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 문16(매출액 현황)

○ 2016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얻은 총수입액을 말함
○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은 상품 판매액과 기타 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지며 손익계산서
○

의 매출액과 일치
연간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수입액, 판매액, 출하액, 기성액, 예산 집행액, 이전수입,
입장료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상품 판매액은 상품을 판매하고 얻어진 매출액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액에 포함
- 상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하였을 때
-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시점이 아닌 상품을 인도 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판매
액으로 계상
- 외상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했을 때 대금 전액을 판매액에 계상
-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대금 수령 통보를 받았거나 판매 통지를 받았을 때 판
매액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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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업 수익은 판매 대행 상품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이 있음
- 도매업을 하는 업체가 상품 중개를 하고 받는 수수료
- 특정 매입 매장 백화점 할인마트 등이나 위탁 대행 매출, 홈쇼핑업 등의 수수료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종합 소매업 임대 매장의 임대료 수입

○ 매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 문18(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률을 %로 기입함
- 예시)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감률 : (2016년 매출액 - 2015년 매출액)/(2015년 매출액)*100

① + 에 체크하고, 100% 기입
2015년 200억, 2016년 100억인 경우, ① - 에 체크하고, 50% 기입

- 2015년 100억, 2016년 200억인 경우,

□ 문21(2016년 기업체 자금 사정)

○ 2016년 기업체 자금 사정(2016년 연간)
- 조사대상 기업체만의 2016년도 자금사정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응답

① 매우 나빴음, ② 약간 나빴음’ 선택 시 응답 후 21-1항으로 이동

- ‘

○ 가장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분야
- 21항에서 ‘① 매우 나빴음, ② 약간 나빴음’응답자만 응답

-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연간 자금사정이 나빴을 경우 어떤 분야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는지 기입

□ 문32(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조사대상 기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기입
- ‘

①

② 다른 업종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선택 시 응답 후 32-1항으로 이동, ‘

③ 폐업할 것이다’선택 시 응답 후

전환할 것이다’선택 시 응답 후 32-2항으로 이동, ‘
32-3항으로 이동

○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32항에서 ‘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응답자만 응답
- 조사대상 기업체가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기입

○ 희망하는 전환 업종
- 32항에서 ‘②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이다’응답자만 응답
- 조사대상 기업체가 향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희망하는 업종을 기입

○ 폐업 예정 이유
- 32항에서 ‘③ 폐업할 것이다’ 응답자만 응답

- 조사대상 기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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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34(장애인기업 확인서 인지 및 발급 여부)

○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장애인기
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부를 기입
○ ① 발급받음(인증기간 유효)’선택 시 응답 후 35항으로 이동,‘② 발급받았으나 인증
기간이 만료됨, ③ 발급받지 않음,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자체를 모름’선택 시 응답
후 34-1항으로 이동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인을 목적으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증서

□ 그 외 사항 별첨 조사 지침서 참고
3-4. 현장조사 관리

□ 현장조사 관리 체계

○ 조사원과 실사연구원(S.V) 간의 신속한 보고체계 설정함

□ 현장조사 관리자 역할

○ (조사원 관리 및 통제)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 관리,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 대응 및 조사원 관리

○ (연구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조사 진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즉각적으로 연구원에
게 Feedback 하여 조사 현장에서 발행하는 예상밖의 상황이나 의문점에 대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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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관리 방법 및 담당 조사원 수

○ 회수율 관리를 위한 업종별, 투입 조사원별 실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도파악
○ 현장조사 관리자 1인당 담당 조사원 수
조사관리자
7명

총 투입 조사원 수
112명

관리자 1인당 조사원 수
16명

비고
-

○ 현장 조사 관리자의 역할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기업체명부 정리, 조사원을 지도·관리
- 조사 진도 파악, 조사관련 지시사항을 조사원에게 전달
- 조사표 내검·지도 및 착오 조사표 수정·보완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전화검증 또는 재조사)
- 오류 사항 및 이상치 검증 후 해당 조사원은 문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조사원 교체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조사원, 응답자 등의 조사관련 질의 응답체계
○

컨택과 면접 과정에서 응답자가 자주 문의하는 조사 일반에 대한 질문과 응답 내용을
지침서에 기재하여 컨택원과 조사원이 활용토록 함

○ ‘장애인’, ‘장애 유형’ 등 조사원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은 지침서(인쇄물)로 전
○

달하여 참고토록 함
컨택원 혹은 조사원이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이나 요청의 경우, 조사관리자
(SV)에게 즉각 보고하여 조사관리자가 직접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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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를 통해 주요 질의 응답 가이드 제공

□ 조사원, 응답자 등의 조사관련 질의 응답 관리방법
○ 콜센터 운영

- 클레임 발생시 접수 및 보고가 신속히 진행되며, 또한 조사 내용 문의사항에 대한 정
확한 답변을 통해 조사 진행

○ 콜센터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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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응답자의 자격
○ 기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담당, 열람할 수 있는 인사담당부서의 담

당자 혹은 재무 담당자 이상
- 영세한 업체일 경우, 회사대표 또는 총무팀, 관리팀이 응답 대상자 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창업, 재무 및 인력 관련 조사이며,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 자세
히 알고 있는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인력 관리자(대표자, 과장급
이상)와 재무담당자가 본 조사에 응답을 해야 함

4-2. 기억응답

□ 재무 관련 응답

○ 조사표 상의 재무제표 작성여부 문항 활용
- 조직 형태 문항 내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를 활용하여 만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 이후 매출액 현황을 응답 받을 때 조사원이 해당 재무제표를 정
중히 요청하여 회고오차를 줄이도록 함
- 재무제표 작성 업체는 이후 자료 점검 시 기업공시자료(NICE 기업정보)와 비교, 검증
함

□ 조사 대상 기간(응답 기준 시점) 명시

○ 최초로 조사표 표지의 응답 안내 사항으로 조사대상기간을 안내하고, 이후 응답 기준
시점이 필요한 문항마다 문항 제목 또는 지시문의 형태로 기준 일자(기간)을 명시함

4-3. 무응답 대처

□ 항목 무응답 대처 방안

○ 항목 무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재접촉 (방문, 전화)을 통해 무응답을 보정함
○ 본 조사는 매출액 조사로 전체 매출액에 대한 항목 무응답 없음
○ 기업체 일반현황에서 재무현황에 대한 항목 무응답이 발생 할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 자료 및 기타 재무자료를 통해 무응답 보정

□ 단위 무응답 대처 방안

○ 응답자의 조사거절, 불응, 조사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3~5회 독려 전화 및 조사의 당
○

위성을 강조하여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함
단위 무응답이 발생 할 경우, 예비표본 중 동일층내의(지역 × 업종 × 규모) 기업체로
표본대체하여 조사목표 표본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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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 및 처리과정

○ 표본대체로 인해 단위 무응답은 인정하지 않으며, 항목 무응답은 인력 조사가 주요 변
인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4-4. 표본대체

□ 표본 대체 기준

○ 조사불가 기업체 (거절, 폐업, 합병) 등 조사진행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층에 해
당하는 기업체로 대체함
- 폐업, 합병 등 기업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휴폐업 조회 및 한국신용평가
정보를 통해, 기업체 존재를 확인하여 실제로 기업체가 영위하지 않은 경우, 표본 대체
- 조사 거절 일 경우 : 2~3회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최종 거절로 처리 함
- 기업체 최초 컨택 시 조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기업체의 경우, 최초 컨택 후,
2~3일이 지난 경과에 다시 재 컨택. 재 컨택 시에도 거절 의사를 밝힐 경우, 최종 거
절로 처리하여 표본 대체 함
- 담당자 및 응답자 부재일 경우 : 담당자 및 응답자 부재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조사협
조를 구하고, 최종 거절의사를 밝힐 때까지 담당자 컨택을 계속 진행함

□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 거절률 및 조사 불능 표본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추적이 가능한 모든 표본은 추적 조사를 진
행함. 컨택단계 및 조사단계에서 다양한 경우의 거절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함

□ 조사 거부 대상처 대응 요령
○ 조사 거부 대상처와의 면접

- 응답을 거부하는 응답자와 면접을 청할 때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원증을 제
시하여 자신을 먼저 소개(조사원증 패용으로 조사 담당자가 공무수행중임을 나타내어
신분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면접의 목적,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여 응답자가 응답을 위한 충분한 분
위기가 조성된 후에 설득을 시작
- 완강히 면접을 거부한다면 무리하게 면접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다음번 방문 시
기를 약속받도록 노력

○ 장기부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지체 없이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 표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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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조사

□ 품질 평가용 검증 조사

○ 별도의 데이터 검증팀이 회수된 조사표의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 전화 조사를 실시함
- 검증 조사는 해피콜의 형태로 실제 조사 참여 여부, 기업체명, 대표자명 등의 조사표
상의 기본 응답 정보, 조사원의 진행 과정 상의 문제 유무 등을 확인함
- 검증 조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 확인 시 해당 조사원을 조사에서 제외시키며, 해당 조
사원의 조사표는 전량 검증 대상이 됨

6.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 불응 대상처 및 처리
○ 사전에

방문일정을 확인하여 방문할 경우 담당자 부재 혹은 조사표 내용을 확인하여

거절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경우 불응대상처로 간주하여 대응 진행함

○ 불응대상처 개념

- 비협조대상처를 2회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응답 거부 시 불응기업체로
간주

○ 부분응답(항목불응)의

경우, 핵심항목(매출액, 종사자수)에 대해 조사 거부 시에는 전

체 거부로 간주

○ 불응대상처 판정 : 계속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 시, 담당 실사 감독원을 통
해 표본 기업체를 대체

○ 보고체계 : 실사 총괄담당자가 취합하여 연구팀으로 보고
(조사원 → 담당 실사감독원 → 연구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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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 구성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DB

□ 데이터 비교 검증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 행정자료 활용 내용 및 항목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업종, 종사자규모, 매출액 규모, 주소, 대표자명, 생년월일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DB :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 및 내용, 관리기관에 대한 기술
○ 전국사업체조사

- 수집목적 :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
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른 통계조사의 모집
단 명부로 활용 등
- 수집과정 : 통계청에 공문 요청(목적, 필요변수, 활용계획 등)

→ DB추출 → 행

정자료 수령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
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 조사기간 : 매년 2월~3월 기간중 25일
- 갱신주기 : 1년(매년)
- 수집 및 관리기관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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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DB
- 수집목적 : 등록장애인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
- 수집과정 : 보건복지부에 공문 요청(목적, 필요변수, 활용계획 등)

→ DB추출 →

행정자료 수령
- 조사항목 : 전국 등록장애인 수(장애유형별, 시도별 현황, 연령별 유형별 남·여별 현
황, 연령별 등급별 남·여별 현황), 15개 장애유형별 구분(연령별 지역별 남·여별 현
황,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 조사기간 : 매년 7월, 익년 1월
- 갱신주기 : 1년(매년)
- 수집 및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 행정자료의 입수방법 및 경로

○ 수집방법 : 암호화된 기업체식별을 통한 조사자료와 매칭하여 입수
○ 정보보호 : 실시간 정보보호 감시 프로그램 가동, 삭제파일 이력 조회 운영, 목적달성 후
파일 파기

○ 입수경로 :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 공문 요청 후 별도 입수

□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
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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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
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
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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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
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 ③ (생 략)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정보화시스템상 행정조사 :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명부의 성명, 성별, 연령(출생년도)과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의 대표자 성명, 성별, 연령(출생년도)을 이용하여 특·광역시별, 도지역은
시·군·구별로 연계(연계시 업종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인 사업체
와 중기업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제외함)

□

최종 연계결과인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리스트(조사모집단)는 목표모집단에 대
해 과소 포함임

□

사업체 대표자의 성명, 성별, 연령 등의 무응답, 거주지역과 사업장주소의 불일치
등으로 인함

□ 휴·폐업의 경우로 인한 과대포함도 일부 존재함
□

데이터 비교 검증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매칭 비율의 경우
약 3.1%였음(조사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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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코딩

□ 조사결과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내용, 코드체계

○ 회수된 조사표는 별도의 전문 코더들이 자유 응답 항목에 대해 코딩(수치화)을 실시한 후
전문 펀처들이 펀칭(자료 DB화)을 실시함

※ 코드북 (예시)

○ 조사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사전에 부호화

○ 전용 펀칭프로그램인 Survey Craft에 이를 반영
○ 항목 변수 : 전 보기 문항 번호를 입력
○ 연속 변수 : 응답 값을 그대로 입력
○ 기타 응답 : 조사완료 후 유사 특성의 응답을 그룹화하여 코드를 부여
○ 해당 문항의 응답을 거절한 경우 ‘9, 99, 999 등’(모름/무응답), 해당사항이 없는 경
우 결측(missing)

2. 자료입력

□ 전산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 방법

○ 본조사에 최적화된 자료 입력 시스템(Survey craft)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
○ 응답 값의 입력 범위 지정, 문항 내/문항 간 논리적 구조 등을 사전에 프로그래밍
(programming) 하여 자료 입력 시 오류를 최소화
-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법인등록번호(13자리) 등 입력값 자리 수, 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의 전체 합 100% 일치 여부, 장애유형·등급·성별 종사자 수 개별 합계와 전체 합
계의 일치 여부 등을 입력 시스템 상의 내검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 전산입력 방법 교육
○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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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시작 전 자료 입력에 대비하여 모든 입력 요원은 입력 관리자와 함께 본 조사의
설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과업에 투입
- 입력 매뉴얼로는 에디팅 지침서를 주교재로 이용

※ 에디팅 지침서 (예시)

○

교육일
정

- 약 2시간 동안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자료 입력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교육 일시
2017

년

12

월

일

교육 내용

10:00

~

11:00

조사 개요, 설계 등 기본 교육

12:00

~

13:00

자료 입력 절차 및 입력방법 교육

11

3. 자료내검

□ 조사현장 내검
○

조사된 조사 표본에 대한 100% 검증을 시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원
Cheating을 방지하고, 응답 내용에 대한 논리 체크를 통해 보다 정확한 Data를 수집

○ 조사원 ➜ Editing요원 ➜ 검증요원을 분리하여 역할분담

- 회수된 조사표에 대해 검증원이 재컨택하여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1차 확인
- Editing요원이 논리적으로 응답을 하였는지를 검토 및 주요변인에 대한 Cross Checking
- 응답된 조사표가 논리적 응답이 아니거나,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다시 응답 업체에
검증원이 전화해서 전화검증
- 검증내용을 최종확인할 때까지 Editing

➜ 검증 ➜ 재조사 process 반복

□ 단계별 내검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데이터 클리닝을 위해 전산 연구원이 사전에 작성된 자료 편집(editing) 지침서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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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수 확인, 변수별 응답 범위, 문항 내/문항 간 논리적 구조 등을 빈도분석과 교차분
석을 통해 점검

○ 연속형 변수의 경우 통계청 이상치 공식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추출하고, 해당 값이 맞
는지 원본 조사표와 비교
- 이상치 : 제3사분위수 ± 3.0 × (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

○ 매출액, 종사자 수 등 기업체의 재무 정보 관련 조사 항목들은 기업 공시 자료와 응
답된 값들과 비교하여 최종 확정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나이스평가정보 기업 자료 구매

□ 조사 항목별 검토사항
○ 기업체 개요

- 사업자등록상의 업체명을 기입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여부 확인(무등록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두고 비고에 ‘무등록업자’ 기입)

○ 조직 형태

- 2016년 재무제표 작성 여부 확인
- 법인등록번호 누락 여부 확인(회사법인만 기입)
- 다수 사업체의 사업체 개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장애인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세부 분류별 종사자 수
의 합계와 전체 값과 일치 여부를 확인

○ 장애인 종사자 현황

- 장애유형·등급별 종사자 수 합계와 앞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의 합계와 일치 여부 확인

○ 채용 인원 및 신규 채용 계획인원

- 채용 또는 채용 계획인원 중 장애인 수와 비장애인 수의 합이 전체와 일치 하는지 확인

○ 매출액 현황 및 업종별 매출액 비중

- 공공기관 매출액 및 수출액은 2016년 연간 총 매출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업종별 매출액 비중의 전체 합이 100% 일치 여부 확인

4. 무응답
4-1. 항목 무응답 실태 및 처리

□ 항목 무응답 처리

○ 본 조사의 주요 항목인 대표자의 장애등급, 경영형태, 주요 창업 이유, 창업 애로사항 등
의 경우 항목 무응답 발생 시 조사원이 현장에서 재확인함
-

주요 항목에 대해 모두 응답을 강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를 조사실패로
간주하고 조사관리자 보고 후, 연구진의 승인 하에 예비표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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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항목 중 일부 항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또는 전화검증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차후 외부 행정자료를 통해 입수가 가능한 정보(DART, KIS-LINE 등의
기업공시자료 및 모집단 명부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완함

○ 주요 조사 항목인 매출액에 대한 항목 무응답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본 조사의 주요 항목인 매출액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될 표본에 대한 추출확률, 추출변
동, 편향을 추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도(precision)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에 매출액 산출 항목에 대해서 무응답 인정하지 않음

○ 기업체 일반현황 등 일부 항목에 무응답이 존재하지만 이는 대체하지 않음
- 본 조사의 주요 분석 변수는 매출액 관련 현황이며, 타 항목은 참고 자료이기에 항
목 무응답을 대체하지 않음

□ 항목 무응답 실태

○ 항목 무응답률 산출식
-

조사 기업체 수를 분모로 하여 항목 무응답 기업체의 비율을 산출

-

항목 무응답률(%)

=

항목 무응답 빈도 수

분석 대상 표본 수 최종 유효 표본 

○ 주요 항목별 무응답률

×

100

분석 대상 표본 수

조사 항목

항목 무응답률 (%)

대표자 연령

(최종 유효표본)
5,005

대표자 장애등급
대표자 경영형태

5,005
5,005

0.1
0.8

대표가 현재 기업을 경영한 시점

5,005

0.2

창업/인수 전 종사 업종과 현재 업종과의 연관성
대표자의 창업 횟수

5,005
5,005

0.1
0.1

단독/다수 사업체 여부
2016년도 재무제표 작성여부

202
5,005

4.8
0.2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의 형태
창업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1순위)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5,005
4,580

0.1
0.5

4,580

0.3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1순위)

0.8

4-2. 단위무응답 실태 및 처리

□ 단위 무응답 처리

○ 응답자의 조사 거절이나 불응 상황 시, 3~5회 독려 전화를 통해 조사의 당위성을 강
조하여 협조를 구함

○ 업체 유고(휴·폐업 등), 강력한 조사 거절, 조사 대상 자격 부적격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추출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 실시했기에 단위 무응답이
없음. 단, 최초 (본)표본 기준의 단위 무응답률은 약 44.0%임
- 자료 처리 시 무응답 조정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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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무응답 실태

○ 단위 무응답률 산출식
- 최초 (본)표본 기업체 수를 분모로 조사 미진행 기업체 단위 수의 비율을 산출


- 단위 무응답률(%) = 
× 100
본 표본 기업체 수
본 표본 기업체 중 조사 미진행 기업체

○ 단위 무응답률



본 표본 기업체 수

조사 진행 기업체 수

조사 미진행 기업체 수

단위 무응답률 (%)

5,000

2,798

2,202

44.0

4-3. 오차 검증

□ 무응답 편향 감소를 위한 조치

○ 주요 조사 항목인 매출액의 경우, 무응답으로 인한 과소 추정 또는 표본 대체로 인한
○

왜곡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항목 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음
휴·폐업이나 강력한 응답 거절 등으로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의 조사가 불가피할 경
우에만 동일한 층(소재 지역, 종사자규모, 업종)의 예비 표본으로 대체

○ 최종 자료 처리 시 층별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향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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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추정 및 분석
1. 통계추정
1-1. 가중치 조정

□ 조사 적격률
○

2017년 장애인기업 조사모집단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먼저, 추출틀인 2014년
기준 전국기업체조사의 기업체 명부에서 조사대상인 표본기업체를 추출

○ 추출된 기업체에 대해 본 조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기업체만을 조사
○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조사과정자료(paradata)를 근거로 본 조사 조사대상 적격률을 추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모집단의 크기 추정 후, 표본가중치 적용

□ 설계 가중치

○ 전수 조사층 : 모든 기업체를 다 조사한다는 가정하에 조사된 표본기업체는 모집단 기
업체 1개를 대변하므로 가중치는 1이 됨

○ 표본 조사층 : 모집단크기인

  개와 표본 조사된 기업체  를 비교하여 표본 조사된

기업체 1개는 모집단의   를 대표하므로 이를 설계가중치 또는 설계승수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
 
   



- 위 식에서  는 업종분류,  는 종사자 규모,  는 기업체를 의미함
- 모집단 크기인   는 모집단 층별 크기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사과정에서 조사적격
기업체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된 수정모집단 크기임(   =
⋅   ,   는 추출틀의 층별
크기이고, 
 는 조사적격 기업체 비율의 추정치임)

□ 무응답 조정 계수

○ 해당 세세분류층 내에서 할당된 기업체와 조사된 기업체수가 다를 경우에는 무응답 기
업체에 대한 무응답 조정을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함


무응답 조정 가중치 = 

- 여기서  와  는 각각  업종,  종사자 규모층에서 할당된 표본과 조사된 표본의 크
기를 나타냄

□ 사후층화보정 가중치
○ 외부행정정보를

통해서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계수를 곱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매출액
이나 종사자 수의 비(ratio)를 사용하여 모수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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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후층화보정계수를 산출하여 가중치를 보완함
외부행정정보의 종사자수
조사된 표본사업체의 가중 종사자수

  

○ 최종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함
 

  ⋅  ⋅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통계적, 경험적 이상치 검증

○ 연속형 변수의 경우 통계청 이상치 공식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추출하고, 해당 값이 맞
는지 원본 조사표와 비교
- 이상치 : 제3사분위수 ± 3.0 × (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

○ 과년도 조사 데이터 또는 DART/KISLINE의 기업 정보와의 차이가 큰 경우 식별
○ 이상치로 판별된 사례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검증 실시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모수추정식
○

본조사의 표본설계는 층화추출법으로 표본기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나 조사적격률과
무응답보정 등을 반영하여 표본가중치를 적용하므로 일종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적용

○ 모총계 추정량


 

 

    


  

○ 모평균 추정량
  



 
    



    









□ 이중추출법에서의 모수추정

○ 스크린조사를 통해 장애인기업 모집단을 추정한 후에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을 추출하
는, 일종의 이중추출법을 적용한 표본조사이므로 모수추정에서 이중추출법의 모수추정
량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참고

○

업종분류,  규모층별로 1차 조사인 스크린 조사에서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적격 기

업체의 비율(  )을 추정하고, 본조사에서는 기업체의 매출액 등 경영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출액의 합계는 다음 식으로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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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업종분류,  규모층별의 모집단크기와 스크린조사 표본
크기를 나타내고  와  는 각각  업종분류,  규모층의 장애인 기업체 수와 스크린
조사 표본(  ) 중에서 조사적격 기업체 수를 나타냄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표본조사)

□ 분산, 표준오차, 변동계수 추정식
○ 모총계에 대한 분산추정


 
  

     
   
 





- 위 식에서   은  세세분류별  규모층에서 표본분산을 나타내고 아래와 같이 계산함




  
   
  
      



○ 모총계에 대한 표준오차
- 모총계 추정량에 대한 표준오차는 분산추정량의 제곱근으로 계산함


 
   
 
 

○ 모총계에 대한 변동계수(상대표준오차) 추정
- 모수추정량에 대한 변동계수(상대표준오차)의 추정치는 아래 식으로 나타냄

 
 

 
   
⋅  




○ 모평균 추정량에 대한 분산추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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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항목별 변동계수(상대표준오차)
○ 전체 종사자 수에 대한 변동계수

(

단위

:

명,

%)

95% 신뢰구간
구
전

업종별

분
체

추정치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하한

상한

117,237

4,419.0

108,573.8

125,900.2

3.8

제조업

34,022

2,231.7

29,647.2

38,397.5

6.6

도/소매업

24,561

793.0

23,006.4

26,115.9

3.2

숙박/음식점업

14,920

835.4

13,282.4

16,557.8

5.6

개인서비스업

18,078

898.7

16,316.4

19,840.0

5.0

기타

25,655

3,816.6

18,173.1

33,137.4

14.9

○ 장애인 종사자 수에 대한 변동계수
(

단위

:

명,

%)

95% 신뢰구간
구
전

분
체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하한

상한

42,560

419.4

41,737.9

43,382.3

1.0

8,626

316.8

8,004.6

9,246.9

3.7

12,484

301.3

11,893.1

13,074.3

2.4

숙박/음식점업

6,165

222.8

5,728.8

6,602.2

3.6

개인서비스업

8,953

308.6

8,348.5

9,558.4

3.4

기타

6,332

352.5

5,640.7

7,022.7

5.6

제조업
도/소매업
업종별

추정치

○ 매출액에 대한 변동계수
(

단위

:

백만원,

95% 신뢰구간
구

분

추정치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하한

전

업종별

체

상한

9,834,946

557,905.0

8,741,207.7

10,928,684.9

5.7

제조업

4,043,863

387,481.0

3,284,230.8

4,803,494.4

9.6

도/소매업

2,281,331

207,270.0

1,874,990.3

2,687,671.1

9.1

숙박/음식점업

567,791

70,861.0

428,871.7

706,710.1

12.5

개인서비스업

1,225,688

225,456.0

783,696.3

1,667,680.7

18.4

기타

1,716,274

276,356.0

1,174,494.1

2,258,053.2

16.1

□ 그 외 주요 항목별 변동계수는 별첨 상대표준오차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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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 전반적으로 변동계수는 10% 이하이며, 특정 업종별 항목별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
은 경우가 있으나 20% 미만임
- 이는 해당 업종의 모집단 수 및 표본 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아래의 변동계수
허용 기준을 고려하여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변동계수 활용기준 고려 사항
1) 캐나다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

- 0.00% ~ 4.99% : 매우 우수(Excellent)
- 5.00% ~ 9.99% : 우수(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 35.00% :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2) Kish 기준
- 10% 이하 : 우수(Sufficiently good)
- 20% 이하 : 허용가능(tolerable)
* 출처 : Kish(1965), Survey sampling, p.128
3) 호주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
- 상대표준오차가 25% 이하는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는 *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사용
- 50% 이상은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 바람

- 111 -

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확대된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기업체규모별(2
개 분류: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5대분류: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

‧

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지역별(16개 시도: 세종 충남 통합) 2차원 통계표*(추
정값과 표본오차 포함)를 공표

□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그림〉규모별 업종별 기업체 수

(단위 : 개사, %)

전체 : 39,967개사
규모별 기업체 수

업종별 기업체 수

92.7
(37,049개사)

30.0
7.3

20.0
(7,989개사)

(12,002개사)

제조업

도/소매업

(2,918개사)
소상공인

중소기업

20.9
(8,339개사)

15.1
(6,024개사)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그림〉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14.0
(5,613개사)

기타

(단위 : 억원, %)

전체 : 9조 8,349억원
규모별 전체 매출액

52.8
(5조 1,924억원)

47.2
(4조 6,426억원)

업종별 전체 매출액

41.1
(4조 439억원)
23.2
(2조 2,813억원)
5.8
(5,678억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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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2.5
(1조 7,163억원)
(1조 2,257억원)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표〉대표자 장애유형(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장루/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뇌전증
요루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전

체

74.2

10.0

7.3

0.6

0.4

2.8

0.0

0.3

2.6

0.5

0.7

0.7

0.2

0.3

0.2

소 상 공 인

74.1

10.0

7.4

0.6

0.4

2.9

0.0

0.3

2.7

0.5

0.7

0.7

0.2

0.4

0.2

중 소 기 업

76.3

10.3

6.1

-

-

2.5

-

-

2.5

0.5

0.7

0.9

0.2

-

-

제

업

78.2

6.2

6.9

0.5

-

3.2

0.1

0.2

3.0

0.3

0.7

0.6

0.2

0.2

0.1

도/소매업

75.0

8.6

7.2

1.0

0.6

3.1

-

0.3

2.8

0.6

0.5

0.8

0.1

0.5

0.2

숙박/음식점업

78.0

8.4

6.6

0.5

0.6

3.0

-

0.2

2.4

0.2

0.4

0.4

0.1

-

-

개인서비스업

70.9

13.6

8.8

0.5

0.4

1.9

-

0.6

1.5

0.6

1.2

0.7

0.4

0.2

0.2

기

68.0

15.0

7.0

-

0.2

3.0

-

0.1

3.7

0.6

1.1

0.9

0.3

0.6

0.3

규모별

업종별

조

타

〈표〉전체 및 장애인 종사자 수
(단위 : 명, %)
장애인 종사자(B)
구

분

전체 종사자(A)

B/A*100
구성비(%)

전

체

117,237

42,560

100.0

36.3

소

상

공

인

77,366

38,457

90.4

49.7

중

소

기

업

39,871

4,103

9.6

10.3

업

34,022

8,626

20.3

25.4

업

24,561

12,484

29.3

50.8

숙 박 / 음 식 점 업

14,920

6,165

14.5

41.3

개 인 서 비 스 업

18,078

8,953

21.0

49.5

기

타

25,655

6,332

14.9

24.7

미 만

35,959

23,247

54.6

64.6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2,799

6,354

14.9

49.6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3,222

7,715

18.1

33.2

45,257

5,245

12.3

11.6

규모별
제
도
업종별

조
/

소

5 천 만 원
전 체
매출액
규 모

5

억

원

매

이

상

- 113 -

□ 공표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모든 통계량은 전체 장애인 기업체(39,967개)를 기준으로 모수추정한 결과임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 값의 합이 총계(또
는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고서(분석)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음
- 0, 0.0, 0.00 : 단위미만,

- : 해당숫자 없음

○ 유사조사 또는 과거조사 자료와 비교 시 조사방법, 조사 시기,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
성, 문항 내용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비교, 시계열 비교 시 결과 해석에 유
의해야함

□ 공표통계 적정성

○ 주요 항목에 대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변동계수(상대표준오차) 및 상대표
준오차 허용 범위(아래 참고)를 보고서 책자에 명시함

<참고> 상대표준오차 허용범위
1. 캐나다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
- 0.00 ~ 4.99% : 매우 우수(Excellent)
- 5.00 ~ 9.99% : 우수(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 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 35.00% 이상 :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2. Kish 기준
- 10% 이하 : 우수(Sufficiently good)
- 20% 이하 : 허용 가능(tolerable)
※ 출처 : Kish(1965), Survey Sampling, p. 218
3. 호주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
- 상대표준오차가 25% 이하는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는 *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사용
- 50% 이상은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 바람

□ 성인지(성별 관련) 공표통계 항목

○ 응답 기업체 대표자 성별
○ 성별 및 고용형태별 전체 종사자 현황
○ 성별 및 고용형태별 장애인 종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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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및 장애유형별 종사자 현황
○ 성별 및 장애급수별 종사자 현황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작성대상 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간)
- 조사기준 시점 : 2016년 12월 31일

○ 공표시기 : 2018년 3월
○ 조사과정별 소요시간 및 수행내용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수행 기준)
업무

소요기간

수행내용

조사기획

1개월

조사설문 문항 확정

조사설계

1개월

조사수행 방법 협의, 모집단 리스트 입수
모집단 구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DB)
시험조사 표본설계
(715,637개 장애인기업 후보사업체 가운데 유효표본 26,967개 확보)
시험조사용 CATI개발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 수 추정 및 본 조사 표본설계

시험조사 표본설계

1개월

시험조사

1개월

국가통계변경승인

1개월

통계변경승인 자료 작성

본조사 실사자료 준비

2주

조사안내문, 답례품, 비밀보장서약서, 사업체 명부 등 각종 조사도구 준비

사전컨택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2주

현장 방문에 앞서 사전컨택 진행
조사원 집합교육 실시 (지방 순회교육)

조사 실시

3개월

현장 방문조사 실시

자료 처리

1개월

가중치 산출 / 데이터 클리닝

1개월

분석

1개월

Survey Craft 프로그래밍 및 코딩/펀칭
내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 점검
실사업체 연구원에 의한 데이터 클리닝
기초통계표 등을 활용한 데이터 점검 및 에디팅
가중치 산출 후 최종데이터 확정 및 모수 추정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 시험조사 표본설계 자료인 장애인 DB, 사업체조사 자료를 유관부처(보건복지부, 통계
청)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체 없이 수령 가능하다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2-2. 공표일정

□ 사전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매년 초 공표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방법 : 통계청 및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개
- 통계청 홈페이지 > 새소식 > 주요일정 > 통계공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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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5/3/index.action)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링크 :
http://debc.or.kr/2_news/center_news_lst2.asp?BoardType=A001)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 공표 일정 : 2018년 3월
○ 실제 공표시기 : 2019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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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조사기준, 조사시기 등의 매년 동일 적용 여부
시기

변경 또는 개편 내용
- 조사모집단 변경 : 장애인등록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모집단에 추가
- 표본 수 : 2,000개에서 2,500개로 확대
- 표본추출방법 : 다단층화비례배분 후 층내 계
통추출로 변경
- 추정식 : 모평균 및 모비율추정
- 조사항목 : 총 56개에서 57개 항목으로 확대
- 조사시기 : 2011년 9월 부터

2011년도

사유

- 최근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포함
- 자료의 신뢰성 확보
- 모수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
- 장애인 기업 전체 모집단의 모수
추정
- 정책활용성 증대

2013년도

- 표본설계
‧ 조사대상 업종 : 20개 대분류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표본할당 : 장애인기업리스트 800개와
장애인명부와 전국사업체조사 연계자료 1,700개
우선 할당
‧ 규모에 따른 업종별 배분하고 지역별로 배분
‧ 목표 표본크기에 부족한 세부층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체를 추출
- 조사항목
‧ 추가 : 5개
‧ 삭제 : 3개
‧ 변경 : 30개
‧ 통합 : 1개
‧ 분리 : 1개
- 조사시기 : 2013년 9월 부터

2015년도

- 표본설계
표본수 축소 : 2,500개에서 2,000개로 축소
표본배분 : 비례배분과 제곱근비례의 절충배분
- 조사항목
변경 : 24개
추가 : 1개
- 공표범위 : 시도단위에서 전국단위
- 조사시기 : 2015년 10월 부터

- 모집단 추정을 위한 추가비용
소요 및 시간 불충분으로 표본크기
축소
- 격년주기 조사 실시에 따른 기
업 경영환경 변화 및 장애인기업
관련 지원제도 등 시의성에 따라 문항
변경
- 표본수 축소에 따른 공표범위
조정

- 조사모집단 변경 :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명부
- 표본설계
표본수 확대 : 2,000개에서 5,000개로 확대
표본배분 : 비례배분과 제곱근비례의 절충배분
- 조사항목
변경 : 28개
추가 : 24개
삭제 : 7개
- 조사시기 : 2017년 11월 부터

- 최신 모집단 활용으로 모집단
대표성 및 시의성 향상
- 표본크기 증대로 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증대
- 격년주기 조사 실시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 및 장애인기업 관련
지원제도 등 시의성에 따라 문항
변경

‧
‧

2017년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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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화된 층의 수를 축소하여
표본을 배분
-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장애인기업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부터 격년으로 장애인기업 수를 추정하고 있음
○ 2014년은 기존과 다른 추정방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함(공식통계 아님)
- 지역(16개 시도), 업종(20), 사업체 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개의 층화변수를 이
용하여 추정함
- 2013년부터는 5개 대분류 업종으로 추정함
- 3차원 층화가 아닌 3개 층화변수의 개별 층화로 2차원 이상 분포를 추정하지 않음
- 기본적인 통계방법론은 이중추출법을 활용한 추정방법을 사용함

○ 2017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정과 실태조사를 위해 master표본을 구축하여 장애인기업
발견조사를 실시

3-3. 국가간 비교성

□ 해외 통계와의 비교가능성 검토결과 및 이용 시 고려사항
○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가 가능하나, 국가 간 집계단위, 포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음.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항목별 국내 유사 및 관련통계
유사유형

조사통계명칭

특정 조사
대상
기업체
조사

여성기업 실태조사

- 국내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정책 발굴 및 향후 육성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창업기업 실태조사

- 주기별 현황 및 특성 파악과 더불어 창업시 영향요인 파악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
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조사 목적

3-5.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와 확정치 간 차이의 크기 및 요인,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기술

○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는 잠정치 공표는 없음 (공표 예정 일자에 맞춰 확정치만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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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및 명료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및 내용
○ KOSIS(국가통계포털) : 통계 DB 제공

- 접속 방법 : kosis.kr 접속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검색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이트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 접속 방법 : http://debc.or.kr 접속 > 행정정보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클릭

- 내용 : 기업체 일반 현황, 창업 관련 사항, 종사자 수 관련 사항 등의 조사결과 및 분
석자료 제공

4-2. 연락처 정보

○ 주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대행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이트 :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 접속 방법 : http://debc.or.kr 접속 > 행정정보

-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클릭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사이트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접속 방법 : https://meta.narastat.kr/접속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클릭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제공여부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이관 및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중

○ 제공방법

- ‘18.12.27. 이메일로 담당자(중소기업중앙회)에게 마이크로데이터 송부

○ 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

- 서약서 또는 공문으로 갈음함

○ 제공자료

- 데이터파일 : EXCEL, 조사표 파일 : PDF

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 (조사원) 보안서약서 작성
- 조사원 및 관련 위탁 업체에 보안 서약서 제출 의무화
- 119 -

○ (수집과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미수집
-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침

○ (응답자보호) 통계법에 의한 비밀 보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자료 처리 및 보관 과정
○ 조사표

- 조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설문지는 전수 폐기를 원칙으로 함

○ 데이터

- 사업체별 무작위 일련번호(ID)부여 (단, 모든 차수에 동일)
- 사업체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여 공개용 데이터를 별도 제작하여 관리

□ 자료 수집 처리, 보관

및 응답자 비밀보호 관련 내부 규정

○ 통계법 및 통계청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
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을 준수

◯ 자료수집시 비밀보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자료의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의 응답자 비밀보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리스트 보안

○ 조사원이 사용한 모든 리스트는 제출하도록 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정리 후 폐기함. 전
문 조사 인력은 조사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용역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본 용역에만 충실 할 수 있도록 관리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 공표 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제거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방법
○ 참여 연구인력

- 120 -

- 본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과 관련하여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이 없
도록 통제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외에는 자료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함

○ 조사원

- 본 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원의 경우,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외부 유
출이 없도록 하고, 보안봉투를 활용하여, 자료 열람을 금지토록 함

○ 개인 저장매체 사용 금지 및 PC 보안

- 본 영역 수행 연구원 및 면접원, 에디팅, 코딩 인원 모두 개인 USB 및 외장형 하드,
웹하드 사이트 사용 금지시킴
-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업용 PC에는 Lock 장치를 하여 Data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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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작성기관 및 위탁기관 인력구성

○ 작성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진 1명 : 조사 및 사업 총괄
구분

직급

근속년수

수행 업무

사업 총괄

사무관

30

총괄 지휘

○ 위탁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주관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실사담당)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진 5명 : 조사 주관, 기획, 관리
구분

직급

근속년수

수행 업무

사업 관리
사업 관리

팀장
대리

11
11

총괄 지휘
총괄 관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20명 : 조사 기획, 실사 설계/수행, 자료 처리/분석 등
구분

직급

근속년수

수행 업무

총괄지휘
총괄지원

본부장
차장
차장
연구원
연구원
대리
사원
실사실장
실사차장
실사연구원
실사연구원
실사연구원
실사연구원
실사연구원
부장
차장
부장
과장
회장
자문교수

29년
10년
8년
3년
3년
10년
5년
17년
14년
4년
10년
7년
11년
23년
16년
23년
10년
10년
43년
39년

총괄 지휘
총괄 지원
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작 및 그래픽 작업
보고서 제작 및 그래픽 작업
실사관리 총괄
서울/경기 지역 실사 총괄
부산/경남 지역 실사 총괄
대구/경북 지역 실사 총괄
광주/전라 지역 실사 총괄
대전/충청 지역 실사 총괄
강원 지역 실사 총괄
전산처리총괄
프로그램 개발/데이타 관리
IT 지원팀 총괄
실사관리 및 에디팅프로그램
조사표설계 자문
표본설계 자문

조사기획/
분석팀
지원팀

실사팀

전산팀
IT지원팀
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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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예산

□ 전체 및 주요 항목 사업 예산 내역
○ 소요예산

:

총

원

245,000,000

과목

내역

예산 (원)

인건비
인건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소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소계
연구원 교육/ 출장/ 외근비
조사표, 조사지침서, 홍보물, 공문, 보고서 인쇄비
에디팅/코딩비, 펀칭비, 검증비
교육비, Master 표본조사, 면접조사원 수당,

39,242,086
39,242,086
172,874,000
1,400,000
6,980,000
7,194,000

연구용 자료비
회의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합계

조사원 식비, 답례품, 기업자료 구매
표본설계 자문회의비, 정책제언 자문회의비
-

○ 예산 증액 필요성

148,100,000
9,200,000
10,605,804
5,382
22,272,727
245,000,000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모집단조사를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
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모집단 추출틀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명부와 연계된 결과물인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단 전체에 대한
판별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36만개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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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위탁 조사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에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을 반영한 사항
○ 제안요청사항

□ 장애인기업 모집단조사(발견조사)
◦ 장애인등록명부(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록명부(국가보훈처), 전국사업체조사 사
업체정보(통계청)를 연계하여 모집단 조사 실시
* DB 공통항목 : 성명, 성별, 연령(출생년도), 지역(시군구) 등
* 2017년 장애인기업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은 통계개발원에서 별도 실시
* 통계개발원 과업 : ①장애인기업 발견조사 설계 ②장애인기업실태조사 표본설계 ③장애인기업 수 모수추정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위한 장애인기업 발견조사(마스터표본조사, 15만개 이상) 실시
* 발견조사 표본추출 사업체 15만개 이상(비유효 리스트 포함), 유효 응답수 최대 확보방안 제시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장애인기업(조사표본 총 5,000개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2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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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지원정책 품질향상을 위한 장애인기업 운영실태 통계 생산
◦ 조사항목 : 사업체정보, 대표자정보, 창업관련 정보, 운영실태, 정책수요, 정부정책
인식 등을 조사
◦ 조사방법 : 일대일 방문조사 원칙(팩스, 이메일, on-line 병행조사)
-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조사방법(안) 제시
◦ 보고서 작성 : 실태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구체적인 방향 제안

□ 조사기획
◦ 조사 수행 이전의 세부 조사 실행계획 및 업무 일정표 작성ㆍ제출
◦ 설문설계, 면접원 선발 및 교육, 실사 운영 및 관리, 자료 검증 및 분석 등 각 단
계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 통계조사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조사현장 관리, 회수설문지
검토 등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통계작성 기획, 조사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처리, 분석‧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단계별 관리사항
◦ 원활한 실사 추진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 제시
◦ 실사과정에서 무응답 문항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무응답에 대한 대체처리 방
안 제시
◦ 실무차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본오차 산출방법
설명자료 및 산식(엑셀) 정리ㆍ제출

□ 설문지 설계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설문설계를 구성하여, 설문지 편집,
인쇄 등 제반업무를 제안사에서 수행
◦ 기존 설문지 문항을 변경 및 신규 이슈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문항 재구조화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설문지 확정 이전에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50개 내외 규모로 파일
럿 테스트 실시
- 파일럿 테스트 후 3일 이내 테스트 결과 및 설문지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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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분석기법 보완
◦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한 장애인기업과의 비교 분석 진행
◦ 장애인기업 경영 흐름 파악을 위한 시계열 분석 강화 등

□ 실사 관리 및 보고
◦ 실사 10일 이전에 실사 관리 및 보고 계획(보고체계 및 방법, 보고시기 및 내용
등 포함) 제출
◦ 실사 기간 중 정기적으로 중간집계 및 보고
◦ 구체적인 실사 관리 및 보고 방안(보고방식, 보고시기 및 보고주기, 보고내용, 중
간 집계치, 보고체계 등) 제시

□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 활용
◦ 조사업체에서 통계조사를 위한 생산시스템으로 「나라통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라통계시스템은 조사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통계시스템으로서 통계생산,
자료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일원화하여 구축한 통계시스템임(붙임 9)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 제7조 2항」에 따라, 나라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
- 시스템 활용 범위는 통계청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
능하며, 조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시스템과 병행하여 이용하여야 함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주요 과제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는 상기 제안요청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
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
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ㅇ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없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126 -

4. 자료처리 시스템

□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종류/사양

○ 자료입력(펀칭) : Survey Craft
○ 운영장비(자료저장 및 처리시스템) : Intel core i5, window server 2008, MSSQL 2005
○ 통계분석 : SPSS 14.0, SAS 9.3
○ 보안장비 : Fortigate 310B, FotiAnalyzer 100B, Secuway 1000, Sfilter, V3 Internet
Security 8.0, V3 Net for Windows Server 7.0, V3 Ahnlab Policy Center 4.0 Server

5.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장애인기업 모집단틀 구축’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장애인이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체’로 정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모집단 정의에 따라 모집단틀을 구축하여 표본을 추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 우리나라 사업체를 통계청이 전수조사하여 모집단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사업체 조사’ 또는 ‘경제총조사’에서 사업체 대표가 장애인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
인할 수 없어 모집단 틀로 사용하기 어려움

○ 둘째,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자료인 ‘장애인
등록 명부’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를 연계하여 모집단 틀로 구성하고 있으
나, 정확성이 떨어짐
- 두 자료의 공통 항목인 이름, 나이, 주소 등을 주요 연계 키 값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명이인 등이 발생하여 정확성이 떨어짐
- 이러한 연계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출된 예비 모집단틀을 대상으로 대표
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판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예비 모집단틀에 대한 판별조사 대상 사업체 수는 약 36만개로 상당히 많은 수
이며, 원칙적으로 36만개 사업체를 모두 조사하여야 하나 조사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 중 15만개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즉, 15만개를 판별조사 하여 사업체 대표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비율(적격
률)을 산출하여 전체 모집단 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함. 이는 최종 장애인기업 실
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즉,
사전 판별조사가 표본조사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정 값이 응답률 등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종사자 및 매출 규모가 큰 기업체가 전년도에는 응답한 수가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되면 매출액 등의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셋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명부’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장애
인기업 실태조사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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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사 진행의 지연은 국가승인통계로서의 품질 요소인 시의성 및 정시성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실제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자료 제공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기간이 3개월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장애인 기업 모
집단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독자적인 장애인 기업 모집단틀을 구축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장애인기업 모집단틀 구축’ 개선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 독자적인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모집단틀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명부와 연계된 결과물인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단 전
체에 대한 판별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단 사업체 수가 36만개일 경우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임
-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경우 장점은 정확한 모집단틀을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최종 결과 값에 대한 신뢰성과 대표성, 정확성 등이 향상
됨으로써 우수한 통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36만개를 대상으
로 한 전화조사의 경우 대규모 조사예산과 조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

◦ 둘째, 위와 같은 대규모 조사예산과 조사 기간이 확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규모
가 큰 사업체(예: 종사자 수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규모의
사업체는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임
-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경우 장점은 동일한 조사예산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36만개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단틀 구축에 비해 상
대적으로 통계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구분
전체 전수조사
(방법 1)
일부 전수조사
(방법 2)

주요 내용
- 36만개 전체
전수조사
- 일정 수준 규모
이상 사업체만 전수
조사

장점
- 정확한 모집단틀
확보를 통한 통계품질
확보
- 기존 조사예산 및
기간을 통해 효율성
향상

단점
- 대규모 조사예산 및
기간이 필요
- 방법1에 비해
상대적
으로 통계품질이 낮음

◦ 앞선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전체 전수조사(방법 1)

◦ 우선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
면 총 5억 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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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금액

조사관리자
수당

(A)소계1
(B)일반관리비
(C)소계2
(D)VAT
(E)비용 총계

6.0개월

1명

4,374,349원
3,898,807원
2,924,206원
441,810,000
원
4,050,000원
405,000,000
원

2,430,194원

15.0%

6.0개월

2명

1,624,503원

20.0%

6.0개월

2명

1,218,419원

20.0%

6.0개월

2명

60,000원

1일

135명

60,000원

50일

135명

32,760,000원

63,000원

52일

10명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조사원 교육비

3) 조사 지원

10.0%

1,901,594원

조사원 수당

소계

통신비

비고

3,169,323
원

책임연구원

소계
2) 조사경비

수량

13,098,956원

소계

1) 인건비

단가

39,600,000원
100원 360,000개
39,600,000원
494,508,956 1)+2)+3)
원
24,581,953원 (A)의 5% 이내
519,090,909 (A)+(B)
원
51,909,091원
571,000,000원

110%

(C)의 10%
(C)+(D)

※ 위 세부 산출내역서의 경우 이윤은 제외되었음

◦ 인건비 : 조사기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수당 : 2018년 통계청 도급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수당 기준
◦ 조사 지원 통신비 : 전화조사에 소요되는 전화요금
◦ 조사기간 및 조사원 수 산정 : 36만개 사업체를 조사원 1명이 1일 53 개 완료 기준으
1)

로 도출
360,000개 ÷ 53개 ÷ 50일 = 135명

◦ 현재 독자적인 모집단틀 구축 사례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가 있음
◦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모집단
정의에 따른 모집단틀이 구축되지 않아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낮아 정기통계품
질진단에서 개선점으로 도출됨

◦ 이에 따라 조사 주관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독자적인 모집단틀 구축을 실행하였
으며, 약 10억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축하였음
-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구역을 정비하고 그 구역에 존재하는 사업체의 유고여부를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함(즉, 조사원 방문 조사로 진행하였음)
- 그러나 모집단틀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실시하지 않
고 2년~3년 주기로 모집단틀 개편작업을 통해 보정하고 있음
1) 1일 53개 전화조사 완료는 2017년도 모집단 정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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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틀 구축의 경우에도 매년 조사하기보다 2년 주기
또는 3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단틀 구축도
이에 맞게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조사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장애인기업
→
모집단틀 구축 조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
→
모집단틀 구축 조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 일부 전수조사(방법 2)

◦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단에 대한 전수 조사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조사예산의 한계로 인
해 활용되지 못할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6만개의 대규모 사업체를 조사하기보다 변동성이 크고 전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만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임

◦ 국내 사업체 대상 통계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전수층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
음
- 대부분의 사업체 대상 산업 통계에서 전수층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
체’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또는 종사자 수 비중
이 최소 50% ~ 최대 80%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을 표본조사 할 경우 전체 추정
값이 변동될 확률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1개 사업체 매출액이 1조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표본추출에
따라 포함되거나 제외될 경우 이에 대한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표본가
중치에 의해 과대 추정될 수 있음
- 또한 통계적 측면에서 볼 때 표본설계에서 층별 사업체 수가 많을 경우 분산값(흩어진
정도)이 작기 때문에 적은 표본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사업체 수가 적을 경우에는 분
산값(흩어진 정도)이 크기 때문에 많은 표본이 필요함

◦ 따라서 위와 같은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전수
층으로 설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짐

◦ 2017년의 경우 약 15만개 판별조사 사업체 중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체를
전수층으로 하고 ‘종사자 수가 49인 이상’은 표본층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
- 대략 50인 이상 사업체 수는 4만개 정도이고 49인 이하의 사업체 수는 11만개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4만개는 전수 조사 11만개는 표본조사로 진행

◦ 이와 같이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단을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경우 기존
조사보다 통계품질은 향상될 수 있으며, 동일한 예산으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현장조사 방법’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판별조사가 완료된 적격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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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체의 비협조 등에 의해 면접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방문면접조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 비율이 50%, 팩스‧이메일 등 비면접조사
방법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장조사 방법’ 개선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 최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인식의 강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
라 설문조사의 진행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러한 설문조사 진행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기인하고 있음
◦ 첫째, 응답자의 응답 피로도가 하나의 요인임. 이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 등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의 사업체에서 1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야 되는 횟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사응답의 피로도가 높아 설문조사에 비협조적인 경향을 보이
고 있음

◦ 둘째, 장애인기업이란 특수성 때문에 보수적인 기업성향을 보이고 있음. 즉, 사업체의
매출액 등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설문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셋째, 불법적인 기업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음.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기업정보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범죄 피
해를 받을 수 있다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문조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따른 비협조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대상 사업체의 조사 협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기업실
태조사에 대한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의 협조를 증대시키기 위해 조사 시작 전에 TV, 인터넷,
홍보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사회조사 등과 같은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홍보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조사에 대
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조사협조를 증대시키고 있음

◦ 향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위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사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면접조사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이 외에도 사후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켜 조사협조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사후적인 홍보활동은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
이지에 구성하는 것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결과를 공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조사 완료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목록
○ 원자료(raw data) 및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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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획서
○ 표본 설계 내역서
○ 표본 및 예비표본 명부
○ 조사표
○ 조사 지침서
○ 조사 보조 자료(홍보 리플렛 등)
○ 답례품 관리 대장
○ 기초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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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어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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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장애인기업 실태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 활동 종합대
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에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함에 따라 장애인기업 운영환
경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신속한 정책마련에 목적이 있음

2. 장애인기업의 정의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거 한 장애인기업을 의미

「 」

가. 상법 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
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

「 」 제370조의 규정에 의

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
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함
나.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

」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본 조사의 대상은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만 장애인 기업체로 정의

3.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승인통계(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42014호)
통계법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실태조사)상 법적 근거(2년 주기)에 따라 전국 단위‘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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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조사 대상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조사 실시 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5. 조사주기
조사주기 : 2년
작성주기 : 1년

6. 조사대상
조사단위 : 기업체
조사대상 : 조사 기준일(또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장애인이 대표자로 경영활동
을 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중 표본으로 선정된 5,000개 기업체

7. 조사방법
조사원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단,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4

「면접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함

「웹조사」방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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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항목
구분
기업체
개요

‧ 기업체명
‧ 홈페이지 주소

‧ 설립연월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개요

‧ 대표자 성별
‧ 경영 시작 시점

‧ 대표자 출생연도
‧ 장애유형
‧ 현재 업종과 과거 업종의 연관성

조직
형태
기업
체
일반
현황

항목

‧ 조직형태 구분
‧ 법인등록번호
‧ 재무제표 작성 여부

‧ 전화번호
‧ 기업체 주소

‧ fax번호

‧ 경영형태
‧ 창업횟수

‧ 사업체 개수

혁신형
기업
유형

‧ 혁신형 기업유형
‧ 혁신형 기업 인증 획득 계획 유무
‧ 혁신형 기업 인증 획득 계획 시 획득 유형

조달가점
인증

‧ 조달가점 인증
‧ 조달가점 인증 획득 계획 유무
‧ 조달가점 인증 획득 계획 시 획득 유형

우선구
매대상
기술개
발제품
인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획득 계획 유무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획득 계획 시 획득 유형

기업체
업종

‧ 기업체 업종

‧ 기업체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

창업관련 사항

‧ 기업체 창업 이유
‧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 창업 시 준비기간
‧ 창업 당시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 효과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필요분야

종사자 수 관련
사항

‧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 장애인 종사자 현황
‧ 2016년 채용 및 2017년 신규 채용 계획 인원

재무관련 사항

‧ 2016년 연간 총 매출액
‧ 공공기관 매출액
‧ 영업이익 현황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 2016년 기업체 자금사정

경영활동 사항

‧
‧
‧
‧
‧
‧
‧

사업규모 확대 경험
‧ 기업체 주된 경쟁력
‧ 사업규모 미확대 이유
기업체 경쟁력 수준
‧ 시장 수요 및 전망
‧ 기업체 경영 시 애로사항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
‧ 인력 확보/관리 관련 애로사항
판로 확보/마케팅 애로사항
‧ 수출 관련 필요한 지원사항
기술개발 관련 애로사항
‧ 각종행정규제/절차 애로사항
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향후 투자계획 분야
희망전환 업종
‧ 폐업 예정 이유

공공기관 납품
관련 사항

‧
‧
‧
‧

공공기관 납품 경험
‧ 공공기관 납품 시 애로사항
‧ 입찰계약 형태별 비중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제도 이용 경험
‧ 공공기관 납품을 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기업 확인서 인지 및 발급 여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계획 유무
장애인기업 확인서 비발급 이유

기업 정책 관련
사항

‧
‧
‧
‧

기업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정도
‧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인지여부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여부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시 애로사항
향후 장애인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

‧ 신규채용 미계획 이유
‧ 수출액
‧ 업종별 매출액 비중
‧ 자금사정 어려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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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인력 및 체계
조사인력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원 채용
조사체계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
➜ 기업종합 ➜
지원센터

한국갤럽
연구팀

한국갤럽
➜

실사

조사
➜

조사원

➜

감독원

10. 결과공표
공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표범위 : 조직형태, 규모별, 업종별, 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지역
공표시기 : 2018년 3월

「

」

발간 간행물 :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온라인 간행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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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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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장 조 사
1. 조사준비물
통계조사원증
조사 지침서
조사 협조공문
조사 안내 홍보자료(리플렛)
조사표
기업체 명부
기업체 컨택 현황표
답례품 및 답례품 수령증
기타 : 필기도구 등

2. 조사원의 기본자세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성실한 조사업무 수행은 조사결과의 신뢰도, 타당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게 됨. 따라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함
조사원은 이 조사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즉, 조사원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 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
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면 응답자에게 방문 목적을 잘 설명하여 경계심을 없애야 함. 조사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지침서 등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때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함
특히, 기업체를 방문할 때는 조사 협조공문과 조사 홍보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단정한 복장
과 바른 언행으로 기업체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Disabled Enterpris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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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함
조사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 찬 태도로 응답자에 대한 적절한
아량과 관용으로 대해야 함
불량한 옷을 입거나,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하며, 혹시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도
업체에 들어서기 전에 모자를 벗어야 함. 이러한 사소한 행동에도 응답자는 대단한 호의를 갖
기 때문임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사요령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하여야
함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탁상조사를 해서는 안 됨
또한, 조사원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됨
조사원은 최소 주 1회 완성된 조사표를 소속 지점의 실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조사 상 곤란한 문제점, 특별한 사고(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 업무 수행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실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지시를 받음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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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요령
(1) 기본 사항
기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기업체 방문 시에는 기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나 실무자, 회계
또는 경리 부서를 만나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
응답자 면담 요령
- 기업체를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하러
왔다고 신분(한국갤럽 조사원)과 방문 목적을 밝힌 후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부서(회계, 경
리, 영세 사업자는 대표자 등)에 조사 협조 요청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
행하는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하러 온 조사원 ○○○입니다.”
“○○부서의 ○○ ○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만
나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적격 응답자(기업체의 사정을 잘 아는 대표자, 경리 및 재무회계팀원 등)를 만나 조사 목적 등을
설명하고 조사표 작성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기업의 구조와 현황를 파악하여 장
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체계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을 하고, 국내 장애인기업의 성장모델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귀 기업체를 조사합니다.”

- 응답자가 직접 작성(응답자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할 경우 항목별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후 조사표 기입 요령과 조사표를 배부하고, 작성 중 질의할 사항이 있거나 작성 후 연락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표에 자신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입하고, 조사표
회수일에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
- 기업체 응답자와 면담 시 정중한 태도로 조사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기업
Disabled Enterpris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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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함(불필요한 언쟁 금지)
-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계속 응답을 거부할 경우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음
- 기입누락이나 착오기입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

(2) 현장조사 전 확인사항
조사지역 및 업무량 확인
- 조사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 관리자로부터 조사할 지역 및 업무량을 배정받음
- 조사담당 기업체에 대한 기업체명부를 수령하여 출력조사표상의 기업체와 기업체 명부상의 기업체가
일치하는지 확인
조사대상의 기업체 위치 확인
- 조사원은 조사관리자로부터 조사담당 기업체에 대한 기업체 명부를 수령한 후 조사대상 기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기업체가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함

(3) 조사원 기본자세
품위를 유지하여 정중히 응답자를 면접
항상 응답자의 눈높이에서 응답자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
여유로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과 신뢰 받는 언행으로 응답자를 대
함
조사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 찬 태도로 응답자에 대한 적절한
아량과 관용으로 대해야 함
복장은 각자의 개성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되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
응답자와 면접 시 항상 웃는 모습으로 면접

(4) 안전한 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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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준비
- 조사 전 조사용품 수령 및 개인 안전을 위해 안전용품을 각자 준비
비상연락처 확보
- 조사 중 긴급 상황 발생 및 곤란한 경우를 위해 연락처(사무실, 인근파출소)를 메모하여 즉시
연락
본인의 일정 공유
- 조사 당일의 방문 예정지를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려주고, 조사 도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림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착용
- 조사활동을 하는데 적당한 의상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친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 부착을 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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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사고 예방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
-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에 주의
- 철제계단 등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주의하며, 비가 올 때나 야간에는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
지 않도록 특히 주의
- 젖은 평지 등에서도 조심
개물림 사고에 주의
- 개를 기르는지, 개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방문
- 작은 개라도 본능적으로 무는 습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함
교통사고에 주의
- 자전거 사용 시 몸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자전거의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저녁이나 야간조사는 특히 주의
- 비오는 날에는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며, 차량은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해야함
- 차량을 이용할 때는 주변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함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련 서류(조사표, 기업체명부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휴대하고, 특히 조사 완료된 조
사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날치기 주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대상처는 가능한 밝을 때 방문
- 부득이 야간 조사 시 동료 등 동행자와 함께 수행
-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되돌아가야함
- 개인 안전을 위하여 각자 안전용품(호신용 경보기, 손전등 등)을 준비하여 위험 시 활용

14

Disabled Enterprise Survey

- 14 -

Ⅱ. 현 장 조 사

(6) 대상처에서의 유의사항
조사는 낮에
- 가능한 낮 시간에 방문하고, 부득이 야간에 방문할 경우 어두운 도로나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을
피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 등 동행
조사원증 제시
- 기업체 방문 시 먼저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현장 조사원임을 명확
히 알려주도록 함
예의 바른 태도
- 고압적인 말투, 음주 후 방문, 정치·종교 등의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도록 하며, 응답 대상자의
언행이 다소 불쾌하더라도 화내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위험 발생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
- 면접 중 응답대상자의 태도 또는 방문 도중 어떤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되돌아가도록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조사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 조사수행 이외의 방문판매행위나 종교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은 절대 금지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는 가동 중인 기계, 쌓아올린 자재, 위험한 약품류 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함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일반 상점, 술집, 오락장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혼잡한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피하도록 하고, 개점 전 등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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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체 방문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법
이 조사는 왜 합니까?
우리나라 장애인기업의 구조와 현황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체계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을 하고,
국내 장애인기업의 성장모델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나요?
본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에서 주관하며, 사업 수행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 현장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합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하나요?
전국의 장애인이 대표자인 장애인기업 중에서 표본으로 뽑힌 5,000개 기업체
가 조사 대상입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무엇에 대해 조사하나요?
기업체의 규모, 업종, 조직형태, 전체 종사자 규모, 전체 매출액 규모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에 어떻게 참여 하나요?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조사
원 방문 시 조사원증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왜 우리 기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나요?
조사 대상 기업체의 선정은 장애인등록명부(보건복지부)와 전국사업체조사 사
업체정보(통계청)를 기준으로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장애인기업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를 과학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쁘시다면 원하시는 시간을 약속해주시면 그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
니다. 아니면 시간이 되실 때 인터넷 상에서 웹 조사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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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만 하나요?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기 어렵고 정부에서는
부정확한 통계로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수립을 하게 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커다
란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하는 만큼 정확한 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하여 통계법에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
체로 하여금 통계조사에 협조(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요구권 : 통계법 제25조)
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조사원에게 귀 기업체의 현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원이 조사하는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업체 정보보호는 확실한가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국가승인통계입니
다. 본 조사의 업체 정보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내용은 전체 장애인기업체의 몇 %가 어떻게 응
답했다는 식으로 부호화(coding)되어 데이터로 생산되고 기업체별 응답 내용
은 절대 유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결과는 믿을 수 있나요?
통계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응답자의 성실한 호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
각됩니다. 신뢰 할 수 있는 통계는 응답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응답 할
때 가능합니다. 응답자가 올바르게 응답해 주셔야 현실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운 국가정책이 여러분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에 쓰이지는 않나요?
조사된 자료는 오직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응답한 내용이 타 경쟁 기업체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누설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
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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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장애인의 정의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대분류

중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소분류

세분류

① 지체장애

‧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②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③ 시각장애

‧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④ 청각장애

‧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⑤ 언어장애

‧ 언어장애/음성장애/구어장애

⑥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⑦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⑧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⑨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⑩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⑪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⑫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⑬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⑭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⑮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분열정동장애/양극성장애/반복성우울장애

전반적인 주의사항
- 경청하는 자세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유의 (표정, 고개 끄덕이기, eye contact 등)
- ‘일반인’, ‘정상인’ 표현금지 => ‘비장애인’ 표현 사용
- 장애를 얻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 피하기
- 장애인이 사용하는 도구 (휠체어, 보청기 등)는 장애인에게는 개인 공간이므로, 함부로 만지지
않음
- 지능저하가 있어도 장애인의 생활연령을 고려한 존칭어 사용
- 모든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도움 제공
- 지체장애 : 눈높이를 맞추는 면접
- 시각장애 :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 정신지체 : 조사를 천천히, 분명하고 쉬운 단어
- 내부기관장애 : 증상이 나타날 때 주의

- 언어/청각장애 : 문자메시지 이용, 경청하는 자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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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 장애유형별 조사 시 유의사항
지체장애인
주로 체간(몸통), 상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
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
- 면접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장소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출입구나 주차장의 계단 등과 같은 잠
재적 장벽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인의 휠체어를 잡지 않으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항상 먼저 묻고 나서 이동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고 조사를 진행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좌석 공간을 마련한다.
- 모든 휠체어 사용자가 마비 환자는 아님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기구로 옮겨 안거나 휠체어
에서 내려 이동하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의자를 미리 빼주거나 위치를 조정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의
사를 묻거나“의자를 밀어드릴까요?”,“자리를 이쪽으로 할까요?”등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선
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신마비로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응답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응답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대리응답자가 정확하게 표기했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대답하도록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오는 장애
-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많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답변 시간을 주어야 하며 천천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언어장애가 심한 편이나 대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답변을 모두 청취하고 상대방의 말을 막거나
조사원 임의로 정리하여“그렇다는 말씀이죠?”등의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응답자는 기분이 상
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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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애가 심해서 대화가 어려운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문지를 반복해서 읽어주거나 요약
해서 전달하여 응답자가 양자택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 타자 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설문 도중 음료를 먹는 경우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도와드릴까요?”라고 의사를 물은 후 도와주는
것이 좋고, 빨대를 사용하여 음료를 권하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되는 장애
- 시각장애인에게는 통상적인 어조로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문서화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어줄
준비를 갖추거나 훈련된 낭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번호를 선택하게 한다. 단, 이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미
리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기입하기 전 “2번

○○○라고

하셨죠?”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응답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내견을 건드리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동
물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쪽에”란 표현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
로 말해준다.
- 설문 도중 음료를 마시는 경우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음을 알려주고 손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되, 시각장애인이 컵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컵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
이 컵을 쳐서 쓰러뜨릴 위험이 있으며 뜨거운 음료일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각장애인의 팔을 끌어다 컵을 대주거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20

Disabled Enterprise Survey

- 20 -

Ⅱ. 현 장 조 사

청각장애인
귀를 통하여 들어온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
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얼굴을 마주본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끌어야
한다. 말할 때에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해준
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수화통역사가 필요하
다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 수화 또는 구술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통역사를 미리 섭외하는 것이 좋다. 수화나 구술
통역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 일상적인 어
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방법 역시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
이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색안경, 커다란 챙모자는 전체 얼
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고,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 답변은 스스로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함
-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장애인의 대화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식하여야 한다.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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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어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면장애인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의 면상반흔, 색소침작,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함
- 안면(화상)장애인을 보았을 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거나 하는 행동은 예의에
도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려하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게 되는데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
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화상이나 외상으로 언어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 대한 대응을
참조하며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부상으로 인해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응답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응답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응답자가 정확하게 표기했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장장애인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것을 말
함
-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투석을 하는 복강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신장장애인은 투석치료와 이외의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몸의 피로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다. 피로를 느끼는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함
- 인공심장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시계 초침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실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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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를 느껴 힘들어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가지거나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간장애인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
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 간장애는 간 기능의 이상 외에 표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약물치료 중
인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별다른 주의 사항은 없다.
- 다만 식도정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간장애인이 어지러워하거나 식은땀, 창백한 혈색,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본인에게 휴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천천히 진행하
는 것이 좋다.
- 증세가 심하다고 느껴지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함
- 호흡기의 착용이나 호흡 곤란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여 대리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응답자가 정확하
게 표기했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뇌전증(간질)장애인
대뇌 세포의 과잉 방전으로 의식소실, 운동성 활동의 변화 등 여러 종류의 임
상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함
- 설문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를 눕게 하고 머리 아래 푹신한 것을 깔아준다. 또한
안경을 벗기고 넥타이, 단추, 허리벨트를 풀어주고 기도유지를 해 주어야 한다.
- 주변의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경련도중 어떤 것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경련이
끝났을 때에는 옆으로 뉘어서 숨쉬기를 도와주고 입안의 분비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Disabled Enterpris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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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음식물이나 물을 주지 않아야 하며, 완전히 깰 때까지 주변에서 지켜보아
주거나 지켜봐 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경련이 끝났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 경우 119를 불러야
한다.
- 설문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가진 후 다시 시작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응답자에게 침
착한 인상을 주어 조사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정신지체)장애인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
회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함
- 대개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림
이나 기호를 활용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적장애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여 대화할 때 어려움이 많으나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면 설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지적능력이 경계선에 있는 경우 어려운 설문을 쉬운 말로 풀어서 물어보고 대답을 유도하되
지나친 경우는 조사원의 의도대로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지적장애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 보호자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대답을 할 수 있으나 설문의 내용을
보호자가 모두 대답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경우는 조사원이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장루·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함
- 설문 도중 응답자의 주머니가 터졌을 때 가까운 화장실로 안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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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따뜻한 물을 마련하여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괄약근이 없는 관계로 가스가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리 내어 가스가
배출이 되거나 냄새가 날 때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것이 좋다.
-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응답자에게 침
착한 인상을 주어 조사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폐성(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
-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의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자폐성장애인은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행동특성 즉,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던가, 계속
소리를 낸다던가 하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익숙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
다.
- 비장애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어떤 자폐성장애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
울 수도 있으므로 함께 하는 자폐성장애인의 이런 특성을 알고 배려하는 것이 좋다.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종류가 다
양하며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이 정신장애에 포함
- 일반인과 대화하듯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중에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약물이나 치료 과정에 따라 인지 과정이 느리고 이해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문을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재촉하는 것은 응답자를 당황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 조사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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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조사
인터넷 조사 요령

26

Disabled Enterprise Survey

- 26 -

Ⅱ. 현 장 조 사

조사원이 기업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인
인터넷 조사 참여 여부 확인

-

터넷조사 참여 여부 확인(응답자가 인터넷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업체의 아이디
(ID), 비밀번호(PW) 통보)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홈페이지
접속

-

http://des.gallup.co.kr/

-

기업체별 고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인터넷 조사 로그인
⇩
문의사항 발생 시 전화문의 가능,
자료 입력

-

담당 연구원 및 실사감독원은 조사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
업체에 전화로 검증하거나 재입력 요청

⇩
완료

-

조사 완료

인터넷 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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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
(1) 불응대상처
불응대상처 개념
- 비협조대상처를 2회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응답 거부 시 불응기업체로 간주
부분응답(항목불응)의 경우, 핵심항목(매출액, 종사자수)에 대해 조사 거부 시에는 전체 거부로
간주

(2) 불응대상처 처리
불응대상처 판정 : 계속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 시, 담담 실사 감독원을 통해
표본 기업체를 대체
보고체계 : 실사 총괄담당자가 취합하여 연구팀으로 보고
(조사원

→ 담당 실사감독원 → 연구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조사 거부 대상처 대응 요령
조사 거부 대상처와의 면접
- 응답을 거부하는 응답자와 면접을 청할 때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자
신을 먼저 소개(조사원증 패용으로 조사 담당자가 공무수행중임을 나타내어 신분안전을 보
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면접의 목적,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여 응답자가 응답을 위한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설득을 시작
- 완강히 면접을 거부한다면 무리하게 면접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다음 번 방문 시기를 약
속받도록 노력
장기부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지체 없이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표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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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조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임
- 결산 마감 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체는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조사
- 반기(6월, 12월)별 결산기업체의 경우 합산하여 조사
조사표 표지의 리스트 ID 5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할 것

1

예시)

0

0

0

2

이 조사는 해당 기업체(공장)의 실적만을 조사하므로, 본사 또는 본부가 별도로 있
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해당 기업체의 실적만을 조사
- 동일 회계에 의해 통합 작성되어 있어 공장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
별 출하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반드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조사표의 모든 금액 단위는‘백만원’임
조사대상 기업체는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응답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의로
조사에서 제외시키거나, 허위 조사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됨
작성된 조사표는 현장에서 기업체 응답자와 작성 내용을 확인하여 착오 기입, 항목 누락,
관련 항목 간 계수 불일치 등이 없도록 함
조사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적색볼펜으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선(=)을 그
어 바로 위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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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체 개요

※ 기업체 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 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
록)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기업체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사업체 단위 조사의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참고 : 사업체의 정의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사업체 여부 판단할 때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예) 본사·점, 공장, 상점, 백화점, 식당, 신문사, 방송국, 은행, 병·의원, 관공서, 유치원, 초등학
교, 대학교, 교회, 사찰, 당구장, 노래방 등

○○전자 >

< 기업체와 사업체의 구분 예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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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체명
사업자등록상의 기업체명을 기입
- 미등록기업체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상호를 기입
-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실제 사용하는 상호와 전혀 달라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로는 해당 기업체의

「 」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상호를 비고 란에 기입

【예】사업자등록상 상호 : 서울자동차(주), 실제상호 : 사직자동차
⇒ 기업체명 : 서울자동차(주)
기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을 기업체명으로 기입

(2) 설립연월
기업체(공장)의 창설년월은 본사(점)의 창설년월이 아닌 해당 기업체의 창설년월을 기입
창설연월을 변경하는 경우
-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예 : 개인기업체

⇒ 회사법인)

- 개인기업체의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상속은 제외)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 기업체가 이전(전입)한 경우 이전(전입)연월이 아닌 현행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
- 일시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후 다시 동일 업종(산업대분류)으로 영업을 재개한 경우
-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 법인기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상속으로 인해 개인기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전화번호
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기입(가급적 유선전화번호 기입)

(4) fax번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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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대표 fax번호 기입

(5)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시 세부 도메인 주소를 기입

(6) 사업자 등록 번호
세무서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 기입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하되, 비고에“무등록업자”로 기입
사업자 등록 번호 예시 : 10자리로 구성

관할세무서(3자리)

개인․법인(2자리)

조직형태․기업체 구분

일련번호(4자리)+검증번호(1자리)

구분 코드

■ 개인기업체

01 ~ 79, 90 ~ 99

■ 회사법인
- 단독사업체

81

- 공장․지사(점)․영업소

85

- 본사․본점․본부

81, 86, 87

(7) 기업체 주소
기업체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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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개요

(1) 대표자 성별
대표자의 성별을 기입(단, 공동대표일 경우 첫 번째 대표자를 기준으로 성별을 기입)

(2) 대표자 출생연도
대표자의 생년 4자리 기입(단, 공동대표일 경우 첫 번째 대표자를 기준으로 생년을 기입)

(3) 장애유형
대표자의 장애유형을 모두 선택 후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등급을 기입(단, 공동대표일 경우 첫
번째 대표자를 기준으로 장애유형을 기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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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지체장애

설명
·주로 체간(몸통), 상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함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되

시각장애

는 장애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음
·귀를 통하여 들어온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청각장애

못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함
·평행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에 포함

언어장애

지적(정신지체)장
애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함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함
·보통 지능지수(IQ)를 통해 판단하는데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를 말함
·뇌성마비,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오

뇌병변장애

는 장애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됨

자폐성(발달)장애

정신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
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종류가 다양하며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이 정신장애에 포함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함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신장장애
에 포함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심장장애

말함
·심장이식을 받은 경우도 심장장애에 포함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함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간장애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간을 이식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의 면상반흔, 색소침작, 조직의 비후나 함

안면장애

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함
·노출된 안면부란 상지나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함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함
·대뇌 세포의 과잉 방전으로 의식소실, 운동성 활동의 변화 등 여러 종류의 임상증상이 짧
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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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형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경영형태를 기입

(5) 현 대표가 이 기업을 경영한 것은 언제 부터입니까?
대표자가 현재 운영하는 기업체의 경영시작 연도와 월을 기입

(6) 현 대표가 이 기업을 경영하기 전 종사하시던 일과 현재 업종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표자가 현재 운영하는 기업체와 이전 업종의 연관성 여부를 기입
- 처음 창업하여 경영하는 경우 ‘

③ 처음 경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기입

(7) 현 대표는 현재 몇 번째 창업이십니까?
대표자가 현재 운영하는 기업체의 창업을 포함하여 몇 번째 창업인지 해당 횟수를 기
입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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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형태

(1) 조직형태
경영 주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함
개인기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체로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기업체도 포함
- 대리점이나 체인점 등은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본사직영·비직영(체인점 또는 가맹점 형태로

「

」「

」

운영에 따라 회사법인 과 개인기업체 로 구분될 수 있음에 유의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함
- 외국 미국 등에 본사(점)가 있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지사(점)를 설치한 외국 회사도 회사법인
에 해당

(1-1) 법인등록번호
회사법인만 기입
법인설립을 위해 법원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번호
조직형태가 변하면 법인등록번호도 따라서 변함
회사법인 또는 회사외법인인 경우만 법인등록번호가 존재
법인등록번호 예시 : 13자리로 구성
- 법인종류(2자리) : 상법상(11~14), 민법상(21~22), 특별법상(31~50), 기타(71), 외국법인(81~85)
관할등기관서(4자리)

법인종류(2자리)

일련번호(6자리)

검색부호(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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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체 개수
회사법인만 기입
단독사업체 또는 다수사업체에 대해 기입하며, 다수사업체인 경우 본사를 포함해 별도의 사업
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총 사업체 개수를 기입

(2) 재무제표 작성여부
2016년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þ 표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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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형 기업 유형

(4) 혁신형 기업 유형
조사대상 기업체가 해당하는 혁신형 기업 유형을 모두 선택 후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년도를
기입

④ 해당 사항 없음’선택 시 타 응답 선택 불가하며, 응답 후

‘

4-1

로 이동

혁신형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경영혁신활동
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이노비즈기업(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경영혁신기업(Main-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항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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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귀 사는 추후 혁신형 기업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4

④ 해당 사항 없음’선택 시 응답 가능

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추후 혁신형 기업인증을 획득할 계획 유무 기입

② 아니오’선택 시

‘

5

로 이동

(4-2)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혁신형 기업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까?
4-1

① 예’선택 시 응답 가능

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혁신형 기업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을 경우 획득하고자 하는 유형을 기입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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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가점 인증

(5) 조달가점 인증
조사대상 기업체가 획득한 조달가점 인증 유형을 모두 선택 후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년도를
기입
조달가점은 조달청의 인증 가점으로서 특정 사업체가 조달가점 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 수주
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음
KS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시험을 거쳐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 서비스, 농수
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인증
환경마크
- 친환경적이며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국가공인 인증
GR
-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Disabled Enterpris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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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 사용자 보호를 위해
평가 인증하는 제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
Q마크
-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너지
관리공단)가 인증

(5-1) 귀 사는 추후 조달가점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5

⑦ 해당 사항 없음’선택 시 응답 가능

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추후 조달가점 인증을 획득할 계획 유무 기입

② 아니오’선택 시

‘

6

로 이동

(5-2)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까?
5-1

① 예’선택 시 응답 가능

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조달가점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을 경우 획득하고자 하는 유형을 기입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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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6)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조사대상 기업체가 보유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모두 선택 후 해당하는 인증
의 인증년도를 기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
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이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
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NET
-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보건의료 신기술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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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GS
- 독일의 기기 안전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안전한 기기에 붙여지는 인증마크
우수조달
-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성능인증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제도
녹색기술제품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및 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 성능,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인정되는 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제품
- 민(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관(중소기업청)에서 공동으로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개발한
제품
성과공유기술과제제품
- 성과공유를 통해 개발된 제품
ICT융합품질인증제품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 제품·서비스를 인증 받은 제품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 중소기업간과 연구기관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에 의해 개발된 제품
산업융합적합성품목
-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을 6개월 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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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제도
우수디자인상품
- 상품의 외관,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
개발선정품
-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구매조건부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의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신제품·신기
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6-1) 귀 사는 추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6

⑰ 해당 사항 없음’선택 시 응답 가능

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추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획득할 계획 유무 기입

② 아니오’선택 시

‘

7

로 이동

(6-2)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까?
6-1

① 예’선택 시 응답 가능

에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 있을 경우 획득하고자 하는 유형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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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체 업종

조사대상 기업체가 해당하는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기입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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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

조사대상 기업체의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의 내용 및 형태를 기입하되 매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기입

(1)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 1가지만 기입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은 해당 기업체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이 애매하거나 외국어일 때에는 품목 옆에 괄호로 품목의
용도 및 설명을 기입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은 “기타......제품”, “...용품”, “...류” 등과 같이 복합적 명칭으
로 기입하면 안 되며, 구체적으로 그 종류별로 세분하여 기입

(2)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의 형태
조사대상 기업체의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용역 등)의 형태를 기입

8. 기업체 창업 이유

9. 창업 시 준비기간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지침서

항‘대표

현 기업체에 대한 창업을 결심한 후 실

자 개요'의 '(4) 경영형태'에서 “① 창

제로 현재 기업을 창업하기까지 소요

업주”만 응답가능. 그 외 응답자는 7

된 기간을 기입

8

12

~

페이지

13

항은

2

항으로 이동하여 계속

응답
현 기업체를 창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에 대해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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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업 당시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조사대상 기업체가 창업 당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형태별로 구분하여 합계가 100%가 되도
록 비중(%)을 기입

(1) 본인자금(자기 자금, 개인 간 차용)
자기자금 :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 개인 간 차용을 제외한 창업자 본인이 보유한 현금
및 부동산
개인 간 차용 : 자기자금,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을 제외한 타인(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용

(2) 민간금융(은행/비은행 대출, 주식/회사채, 엔젤/캐피탈)
민간금융 :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 은행/비은행 대출 : 은행(시중은행, 지역은행, 특수은행 등)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대출
Disabled Enterpris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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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채 :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 엔젤/캐피탈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및 엔젤·엔젤클럽으로부터의
개인투자
- 엔젤 : 엔젤이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자를 말하며,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존재라 해서 엔젤이라고 불림
- 엔젤클럽 : 엔젤클럽이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를 제
공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조합임

(3) 정부정책자금(출연/보조, 융자/보증)
정부정책자금 :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조달(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나 민간
금융기관 차입금과는 다름)
- 출연/보조 : 지원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무상증여 방식의 정부자금 지원
- 융자/보증 :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 및 이를 위한 보증서발급 지원 등의 정
부자금 지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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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 준비과정 시 애로사항

조사대상 기업체가 창업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만 기입

12. 효과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필요분야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두 가지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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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조사대상 기업체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기입하되‘장애인 종사자 수’는‘전체 종사자 수’보다
클 수 없음

｢
｣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7등급을 받고

‘장애인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를 의미함
고용형태는 다음의 표를 참조
고용형태

설명

개인기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기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자영업자

※ 법인 기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기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
무급가족 종사자

을 근무한 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

상용근로자

54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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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설명
로 일하는 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으며 상여
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기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같은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
·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
기타 종사자

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
(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
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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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 종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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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업체의 장애인 종사자를 장애유형과 등급, 성별로 구분하여 기입
장애유형별 숫자를 먼저 질문하고, 해당하는 유형에 한해서 세부 등급 및 성별 현황 질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나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준으로 응
답
2가지 이상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주 장애를 기준으로 응답
사선(/)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상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나 복수장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
능. 즉, 타 유형과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1급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등급이 나올 경우 등
록증 재확인 후 응답
지적장애 : 구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 구 발달장애
14

항의 합계는

13

항의‘(2) 장애인 종사자 수’의‘남’,‘여’합계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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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년 채용 인원 및 2017년 신규 채용 계획 인원

(15) 2016년 채용 인원 및 2017년 신규 채용 계획 인원
‘(1) 2016년 채용 인원’은 2016. 1. 1. ~ 12. 31. 기준으로 기입
‘(2) 2017년 신규채용 계획 인원’은 2017. 1. 1. ~ 12. 31. 기준으로 이미 채용을 했거나 향후
채용 예정인 인원을 합산하여 기입

① 장애인, ② 비장애인’의 인원 수를 기입할 경우‘③ 구분

‘(2) 2017년 신규채용 계획 인원’의‘
없이 채용’은 기입할 수 없음

(15-1) 2017년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항에서‘(2) 2017년 신규채용 계획 인원’의 합계가 0명인 경우만 응답

조사대상 기업체가 2017년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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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출액 현황

(1) 2016년 연간 총 매출액
2016년 1년간 영업활동(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으로 얻은 총수입액을 말함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은 상품 판매액과 기타 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지며 손익계산서의 매출
액과 일치
연간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수입액, 판매액, 출하액, 기성액, 예산 집행액, 이전수입, 입장료 등
의 형태로 나타남
상품 판매액은 상품을 판매하고 얻어진 매출액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액에 포함
- 상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하였을 때
-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시점이 아닌 상품을 인도 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판매액으로
계상
- 외상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했을 때 대금 전액을 판매액에 계상
-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대금 수령 통보를 받았거나 판매 통지를 받았을 때 판매액에
계상
기타 영업 수익은 판매 대행 상품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이 있음
- 도매업을 하는 업체가 상품 중개를 하고 받는 수수료
- 특정 매입 매장 백화점 할인마트 등이나 위탁 대행 매출, 홈쇼핑업 등의 수수료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종합 소매업 임대 매장의 임대료 수입
매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업종별 매출액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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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매출액 형태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제조업

- 판매액 또는 출하액을 기입
- 조경, 작물생산, 축산, 수렵, 어업, 광업 등의 관련 서비스업은 해당 서비스
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액을 기입
- 제조업의 매출액은 출하액이 되며, 임가공 기업체의 경우 임가공 수수료 수입
액이
이에 해당
- 출하란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이 공장 밖으로 출고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공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출하에서 제외됨
- 출하액은 출하된 「품목별 출하량」 × 「단가」로 환산하여 이를 합계한
것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업은 전기판매 수입액, 가스업은 가스판매 수입액을 기입, 수도업은 급수수입
액(수도사용료)을 기입

하수·폐기물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기입

- 공사기성액을 기입
- 공사기성액이란 2016. 1. 1.~12. 31. 사이에 시공에서 완공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전체 금액을 기입하며,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경우는 동기간 중 진척된
부분의 금액만을 환산하여 기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업

- 상품이 판매된 경우는 「상품판매수량」 × 「단가」로 환산
- 할부판매 또는 상품권 발행에 의한 판매의 경우는 상품이 구입자에게 인도되었
을 때 판매액에 계상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또는 매출계산서 도
착 시) 위탁판매자의 매출액으로 계상
- 백화점의 매출액은 직영매장 및 특정매입매장 상품판매액과 임대매장(갑)
및
임대매장(을)의 월세 및 임대수수료를 기입
※ 백화점의 임대매장(갑), 임대매장(을)은 별도 기업체이므로 별도 조사
- 상품중개업은 중개수수료 수입액을 계상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료,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감정업은 수수료 등을 매출액
으로
기입
- 기계장비임대업의 리스업은 운용리스에 의한 임대료수입과 금융리스에 의한
수입이자 등의 영업수입(겸업수입)을 합산하여 기입. 단, 금융리스가 큰 기업체
는
금융리스업(64911)에 포함
※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공급업,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감정업
- 사업서비스업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액을 기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기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수입을 기입하고, 비영리기관인 사회단체는
경상경비지출액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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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매출액에는 특정매입원가 또는 대행매출원가를 포함시키지 않음
매출액= 매출총액(총매출액)

- [특정매입원가 또는 대행매출원가]

특정매입매장 :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 상품의 재고
판매 등을 직접 관리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 마진율 등을 수수료로 받는 매장
- 특정매입원가 : 특정매입 매장의 매출 원가
- 대행매출 : 홈쇼핑업체 등이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
- 대행매출원가 : 위탁 대행업체의 매출 원가

(1-1) 공공기관 매출액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연간 총매출 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만을 기입

(1-2) 수출액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연간 총매출 중에서 수출액만을 기입
연간 수출액은 2016년 연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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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업이익 현황

‘2016년 연간 총 매출액’에서‘영업 비용(인건비, 원재료비, 임대료 등)’총액을 차감하여
계산

18.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1)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감률(%)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5년 매출액 대비 2016년 매출액의 증감률을 %로 기입
(2016년 매출액

- 2015년 매출액)/(2015년 매출액)*100

① + 에 체크하고, 100% 기입
2015년 200억, 2016년 100억인 경우, ① - 에 체크하고, 50% 기입

(예) 2015년 100억, 2016년 200억인 경우,

(2) 2016년 대비 2017년 예상 매출액 증감률(%)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매출액 대비 2017년 예상 매출액의 증감률을 %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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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업종별 매출액 비중

조사대상 기업체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구성비(%)를
기입
조사대상 기업체가 여러 가지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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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필요자금 조달 형태별 비중

조사대상 기업체가 2016년 연간 필요자금 조달액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합계가 100%가 되도
록 비중(%)을 기입

(1) 본인자금(자기 자금, 개인 간 차용)
자기자금 :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 개인 간 차용을 제외한 창업자 본인이 보유한 현금
및 부동산
개인 간 차용 : 자기자금, 민간금융기관, 정부정책자금을 제외한 타인(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의 차용

(2) 민간금융(은행/비은행 대출, 주식/회사채, 엔젤/캐피탈)
민간금융 :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 은행/비은행 대출 : 은행(시중은행, 지역은행, 특수은행 등)과 비은행(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농협 등)으로부터의 대출
- 주식/회사채 :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 엔젤/캐피탈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및 엔젤·엔젤클럽으로부터의
개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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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 엔젤이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자를 말하며,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존재라 해서 엔젤이라고 불
림
- 엔젤클럽 : 엔젤클럽이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를 제
공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조합임

(3) 정부정책자금(출연/보조, 융자/보증)
정부정책자금 :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조달(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나 민간
금융기관 차입금과는 다름)
- 출연/보조 : 지원금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무상증여 방식의 정부자금 지원
- 융자/보증 : 민간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 및 이를 위한 보증서발급 지원 등의 정부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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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6년 기업체 자금 사정

(21) 2016년 기업체 자금 사정(2016년 연간)
조사대상 기업체만의 2016년도 자금사정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응답

① 매우 나빴음, ② 약간 나빴음’선택 시 응답 후

‘

21-1

항으로 이동

(21-1) 어떤 분야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21

① 매우 나빴음, ② 약간 나빴음’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연간 자금사정이 나빴을 경우 어떤 분야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
는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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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규모 확대 경험

(22) 사업규모 확대 경험
조사대상 기업체가 창업 당시에 비해 사업장 확대, 공장증설, 지점설치, 판매장 확대 등 사업규
모를 확대한 경험의 여부를 기입

① 있다’선택 시 응답 후

‘

22-1

② 없다’선택 시 응답 후

항으로 이동,‘

22-2

항으로 이동

(22-1) 귀 사의 주된 경쟁력은 무엇이었습니까?
22

① 있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의 주된 경쟁력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22-2) 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2

② 없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사업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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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 수준

경쟁력 지표 10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체가 경쟁기업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여 기입

24. 시장 수요 및 전망

(1) 최근 2년간 귀 사의 주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어떠했습니까?
조사대상 기업체의 주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 2년간(2015. 1. 1. ~ 2016. 12. 31.)
시장 수요가 어떠했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응답

(2) 향후 2년간 귀 사의 주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되십니
까?
조사대상 기업체의 주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2년간(2017. 1. 1. ~ 2018. 12. 31.)
시장 전망이 어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응답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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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업체 경영 시 에로사항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경영 상 애로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26.‘자금조달’관련 애로사항

27.‘인력 확보/관리’관련 애로사항

조사대상 기업체의‘자금조달’관련 애로사

조사대상 기업체의‘인력 확보/관리’관련

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애로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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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판로 확보/마케팅’관련 필요한 지원 사항

29.‘수출’관련 필요한 지원 사항

조사대상 기업체의‘판로 확보/마케팅’관련

조사대상 기업체의‘수출’관련 필요한 지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

원 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입

30.‘기술개발’관련 애로사항

31.‘각종행정규제/절차’관련 애로사항

조사대상 기업체의‘기술개발’관련 애로

조사대상 기업체의‘각종행정규제/절차’관

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련 애로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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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32) 현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조사대상 기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기입

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선택 시 응답 후

32-1

‘

②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

항으로 이동,‘

③ 폐업할 것이다’선택 시 응답 후

이다’선택 시 응답 후 32-2 항으로 이동, ‘

32-3

이동

(32-1)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32

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기입

(32-2) 희망하는 전환 업종
32

②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이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향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희망하는 업종을 기입

(32-3) 폐업 예정 이유
32

③ 폐업할 것이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폐업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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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33)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기입

① 있다’선택 시 응답 후

‘

72

33-1

② 없다’선택 시 응답 후

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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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이동

Ⅲ. 조사표 작성 방법

(33-1)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공사 포함)을 납품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
니까?
33

① 있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공사 포함)을 납품할 때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두 가
지만 기입

(33-2) 공공기관 납품 시 입찰계약의 형태
조사대상 기업체의 2016년 연간 공공기관 물품(용역, 공사 포함) 납품 시 계약 비중을 입찰계
약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전체 합은 100%가 되어야 함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찰방식의 기본원칙)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
여 입찰케 하는 방법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3-3)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납품 경험
조사대상 기업체가 2016년 연간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납품한 경험 유무를 기입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의 구매 비율 의무화를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1% 이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제9조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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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공사 포함)을 납품하지 못한 주된 이유

33

② 없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조사대상 기업체가 2016년 연간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공사 포함)을 납품하지 못한 주된 이
유에 대해 두 가지만 기입

74

Disabled Enterprise Survey

- 74 -

Ⅲ. 조사표 작성 방법

34.「장애인기업 확인서」인지 및 발급 여부

「

」

(34) 장애인기업 확인서 인지 및 발급 여부

「

」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업체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 를
발급 받은 여부를 기입

① 발급받음(인증기간 유효)’선택 시 응답 후 35 항으로 이동,‘② 발급받았으나 인증기간이
만료됨, ③ 발급받지 않음,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자체를 모름’선택 시 응답 후 34-1 항으로

‘

이동
장애인기업 확인서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인을 목적으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증서

(34-1) 귀 사는 추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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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② 발급받았으나 인증기간이 만료됨, ③ 발급받지 않음,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항에서‘

자체를 모름’응답자만 응답

「

」

조사대상 기업체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발
급 받을 계획 유무를 기입

(34-2)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아니오’응답자만 응답
조사대상 기업체가 추후「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이유를 선택 및 구체적인 이
34-1

항에서‘

유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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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업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도움 정도에 대해 여부 또는 5점 척도로 기
입

① 예’인 경우에만‘이용 여부’를 응답,‘도움 정도’는‘이용 여부’에서‘① 예’인 경우

‘인지 여부’가‘
만 응답

36.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기입

③ 모르고 있다’선택 시 응답 후

‘

37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선택

항으로 이동,‘

시 응답 후 36-1 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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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36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응답자만 응답

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의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도움 정도에 대해 여부
또는 5점 척도로 기입

① 예’인 경우에만‘이용 여부’를 응답,‘도움 정도’는‘이용 여부’에서‘① 예’인 경우만

‘인지 여부’가‘
응답

37.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이용 시 애로사항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한 가지만 기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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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향후 장애인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

향후 장애인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 8가지에 대해 5점 척도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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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정보
- 응답자 부서와 직책, 성명, 전화번호 기입
- 전화번호는 집, 핸드폰, 직장인지 구분하여 기록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응답
응답 날짜 : 조사표에 응답한 날짜를 월과 일로 구분하여 기록
총 방문 횟수 : 조사를 위해 방문한 총 횟수를 기입
응답 시간 : 오전/오후를 구분하여 응답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조사표를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을 정확히 기록
협조 정도 : 응답자가 본 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였는지 5점 척도로 기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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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팅 기록표

조사원 에디팅 기록
- 조사원은 성명을 기록하고, 응답 종료 후 조사표가 전체적으로 잘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완료'를
표시하고 서명
- ID는 조사원이 기록하지 않음
실사 감독원 에디팅 기록 : 조사원이 완료한 조사표를 해당 실사 감독원이 재확인하여 문제가 없
으면 '완료'를 표시하고, 서명
자료 검증원 : 자료 검증을 위해 검증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없으면 '완료'를 표시하고, 서명. 단,
문제 발생 시 담당 실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문제 해결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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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애유형 및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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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애유형 및 등급표 보기자료

장애유형

등급 범위

장애특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세부분류)

(절단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① 지체

1~6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이 있는 사람

(시력장애, 시야 결손 장애)
② 시각

1~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
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
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③ 청각

2~6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dB) 이상이면서 다른 귀가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
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④ 언어

3~4급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⑤ 지적

1~3급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⑥ 뇌병변

1~6급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⑦ 자폐성

1~3급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⑧ 정신

1~3급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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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애유형 및 등급표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⑨ 신장

2, 5급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
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람

⑩ 심장

1~3, 5급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제한성폐질환, 만성환기장애질환군, 만성폐혈관질환군
⑪ 호흡기

1~3, 5급

등)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경변증, 간세포함종, 간 이식 등)
⑫간

1~3, 5급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⑬ 안면

2~5급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결장루, 회장루, 요루)
⑭ 장루․요루

2~5급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단순 부분발작, 복합부분발작, 전신발작, 강직간대성발작, 근간대성발작, 강직
⑮ 뇌전증

2~4급

성발작, 간대성발작, 무긴장성발작 등)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⑯ 국가유공
자

1~7급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
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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