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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어서면서 닷컵 기업윤 중심으로 닷컴 위기론이 강하게 제기되연서 그 동안 크게 

부풀려졌던 벤처기업틀의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또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 

는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코스닥 시장이 위축되는 등 벤처업계가 어려움에 직연 했으며， 이 

는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대처 한 바 있다 벤처캐피탈을 비롯하여 벤 

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제틀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오 

늘날의 투자자들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과거 기대가치(미래가치)보다는 섣섣가치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상황에 있는 젓이다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경쟁우위가 기술력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왜냐 하연 현재의 조정기를 거친 후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생존은 기술력 

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파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정보똥신 벤 

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응 

서울대학교 교수 

동양공전 조교수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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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론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 

한 이론적인 연구를 살펴본 다음，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1 .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창업가(Entrepreneur )연구에 집중되었다 즉， 창업가의 일 

반적인 특성(예를 들어 성공적인 창업자의 교육수준， 경력 등)과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인 

지구조 자율성， 지배력， 인내， 혁신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자부심 등)이 성과에 마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창업가를 포함한 포팔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성과는 창업가 

특성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환경， 경영천략， 조직구조， 외부자왼 활용 능력 둥에 영향을 

받는다는 포괄적인 성과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Sandberg & Hofer (1 987)는 5개의 벤처캐피탈회사로부터 17개의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파악하여 벤처기업성과를 창업자특성， 산업구조， 전략의 함수로 설정하여 벤처기업성 

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성과는 이들 변수들의 개별적 

영향보다는 상호작용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적인 영향에 있어 

서는 창업자 특성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마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구조， 차별 

화 전략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벤처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인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을 비교함으로써 성 

공요인을 찾기도 했다 MacMillan et a l. (1 987) 의 연구에 의하연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창업팀 특성， 서비스/제품특성， 시장특성， 그리고 재무척 특성을 들고 

있으며 [2). Duchesneau & Gartner (1 990)은 각각 137H 의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기 

업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특성， 창업과정， 그리고 창업이후 경영방식과 전략 등을 비교함으로 

써 성패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3) 

한편， 성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를 정리하 

면 다음 표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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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풍신 벤처기엽의 성과에 영향을 미지는 요인에 관한 연구 

〈표 1 > 벤처기업의 성공조건 

구분 성공조건 

Sandberg( 1986) (5) L 장업인의 특성 @ 산업구조 ? 전략요인 

'T 환경에 관한 부분 
경쟁환경 성장산업을 택할 것， 경쟁력 우위가 있는 시장을 넥할 

것 국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택할 것 

z 사업전략 부분 
lv! iller&Camp( 1986) (6) 고성장과 고시장짐유율의 견합은 수익에 영향이 있다 

높은 시장정유율은 현개 수익에 영향이 있다 

시장 진입시기는 빠룹수톡 좋다 

시상의 범위는 공격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 

제품의 성격은 가걱우위보디 세품의 득화가 더 유리하다 

Vespcr (1 997) (7) 
_ü 사업시비스의 발달 (~) 교육부문의 지왼 3) 물류산엽의 발달 ￡ 언 

론의 환동 (5) 기술혁신 

、U 장엽가의 광적인 의지 및 심첸역 

(낌) 기존자원의 효윤적 환용 즉 간정 ul 용의 최소화 

이장우 외 (1997)(8) G) 위험감수정신 
링 시장중시 및 수요자 요구의 영확한 인삭 

@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2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벤처기업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띤 정보통신 벤저기업의 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서 다음과 같은 요인둡을 추출해낼 수 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기술력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존 오프라인 기업뜰에 비하여 인력 및 자급의 칠대적인 열세에 있는 벤처기업 특 

히 정보통신 벤처기업틀로서는 마케팅 능력의 확보 및 자금조달능력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영환경이 이 

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아울러 외국의 경우와는 달러 현재 벤처관련 정씌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정부 부분 

의 법 및 제도 측띤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벤치기업의 경영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 

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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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요민 
성과 

• 자금조달 요인 ‘ ------
• 재부쩍 성과 ’ ·비재무적성괴 
뼈꿇짧짧꿇g쩍 ·기술 요인 

상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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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적 지원 

·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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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동신 벤처기업 성과 영향요인 분석모형 

정보동신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시한 앞의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정보통신 중소 · 벤처기업의 유형 구분 

본 연구모형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들을 비교측정하 

기 위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벤처백서 (2000) (9) 에서 사용하였던 두 가지 구분기 

준인 시장성장성 차왼과 기술력 차왼을 이용하였다 각각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성장성 차원에서는 국내시장 성장률이 50% 이상이거나 주력제품(서비스)의 국 

내시장 성장단계가 태동기 또는 성장기 초반인 경우를 고성장 시장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성장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기술력 자왼에서는 연구개발투자비율， 기술인력비율， 국내 특허권의 보유여부와 연구 

소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30%이상， 기술인력 비율이 30% 

이상， 국내 득허권윤 1개 이상 보유한 경우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에서 2가지 기준 이상을 충족한 기업을 기술력이 높은 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을 기 

술력이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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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벤서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 기업 내부요인 

기업 내부요인으로서 마케팅， 자금조달(파이낸싱) . 기술 및 조직 측면을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따케팅 요인 

마케팅 관련 내부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Porter (1980) [10] 가 제안한 기본적인 전략유형 

인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저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하나의 

특정시장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가 1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경쟁회 

사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및 문헌조사플 통하여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마케팅 능력과 관련 

된 항목틀을 선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잠재시장의 개발능력， 제품(서비스)의 가격경쟁력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능력 판애처의 안정성 확보(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 

한) 수준， 판매 후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A/8 활동수준‘ 고객에게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지왼 및 교육수준， 마케팅 관련교육 등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수준 등 

7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마케팅 측면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2) 자금조달 요인 

Sandberg( 1986) [5] 과 Maier & Walker(1987)[ 1l]의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딸의 자금지원은 벤처기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쟁기업과의 상대 

적인 비교를 통해 담보의 제공능력， 다양한 외부자금의 왼천 그리고 외부 자금조달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기술 측연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제조나 유통 등 다른 벤처와는 달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이나 장의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존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특정이 있다 따라서 관련기 

술의 개발 빚 확보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도 우선시 해야 할 것 

은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현목 등(2000)[12] 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동산 벤처기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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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도 첨단기술의 집약도， 기술개발주 

기， 기술수준， 기술수준(경쟁사 대비)， 기술수준 도달가능생， 기술개발투자비， 기술제휴， 기 

술수용， 특허보유 등 10가지 요인올 리커트 5점 척도플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조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구조， 조직문화， 직무특성 및 보상특성 등 

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구조는 공식화， 분권화 및 계층화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공식화는 Hage (l 965)[13J 와 

Miller (l 988) [14J 의 연구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내부에 표준화된 규칙과 절차들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와 만일 있다면 문서화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칙과 절차에 따른 행위와 업 

무의 수행능력 정도를 4가지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권화는 계층별 권한위임 정도와 하급 

직원의 조직에 대한 참여정도， 의사결정 관련 관리자의 재량권 정도로써 측정하였다 계층화 

는 Hage (l 965)[ 13J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딘 3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통신 벤치기업의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왼에 대한 조직의 배려와 동료간의 

친밀감이라는 두 가지 하위변수를 이용하였는데 이장우와 장수덕(1 997)[8J 이 공동체의식에 

대한 측정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조직에 대한 배려와 동료간의 친밀감을 이용하였다 

직무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Hackman & Oldham(1975)[15J 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직 

무자율성 요소를 측정하는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상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 

상의 정확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변수를 이용하였는데， 보상의 정확성은 Van de 

Ven과 Ferry의 OAI 설문항목을 이용하였고， 보상의 공정성은 Curry et a1. (1986)[ 16J 에 

서 인용하여 측정하였다 

3) 상황요인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측정하고 

자 하였는데，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과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 

한 정부의 법 · 제도적 지원 측면이 그것이다 

(1) 산업환경 

이장우와 장수덕(1 999)[17J 의 연구룹 이용하여 산업환경을 산엽성장률과 환경의 불확실성 

및 적대성으로 정의하였다 산업성장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McDougall et a 1.(1 994)[18J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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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용하였다 환경의 불확실성은 제품수명주기의 속도， 기업 

이 속한 산업의 변화속도， 기술의 변화속도， 경쟁기업에 대한 행동의 예측 정도， 고객의 수요 

와 기호 예측정도 등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환경의 적대성은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 

할 대 겪게되는 경쟁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 Miller 

(1999) [19J가 개발한 설문항목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요인 

의 존재여부， 가격경쟁의 정도， 시장 자체의 축소가능성， 노동력이나 왼 부자재의 공급 정 

도 정부의 규제 정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법 · 제도적 지원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카기 위하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율이고 있는데， 본 연구모 

형에서는 현재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환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해당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웅을 주고 있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토는 벤처 창업관련 인 · 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창업 

활성화 지왼정책，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융자를 통한 자급지원정책. 

벤처투자에 대한 세끔감면 등 조세지왼정책， 병역특례제도 · 구인채용박람회 등 인력확보를 

위한 지왼제도， 벤처집적시설 · 장엽보육센터 등 입지지원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 

지도/기술력 평가 등 기술지왼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판매지원제도， 경영교육/법률무료 

자문 등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제도， 벤처기업과 정부와의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지원노력 

등 9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 성과 요인 

벤처기업의 성과 측정은 벤처기업의 성격상 단기적 성과에 의한 측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자사의 성과관련자료를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 

창업 후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성과측정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라는 문 

제， 그리고 각 기업마다 성장패턴이 다플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측정해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척도와 주관적인 척도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척도로는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이익률，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주관적인 척도로는 재무적 성과 만족도를 리커트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 정확성의 결 

87 



*몇쩔↑홉짧論훌훌 

여 등 객관적인 척도에 비하여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Brush & 、1 anderwerf(1 990)(20) 의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성과측정에 있어서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혹서 매 

출액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출액 수익률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보통신 중소 · 벤처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액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한편， 새로운 성과측정수단으로서 BSC (Balanced Score Card) 

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데， BSC에서는 재무적 관점， 고객의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혁 

신의 관점 및 인적자원의 관점 등 5가지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성과 측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틀을 살펴보연 고객만족도가 하나의 중요한 성과측정지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SC 개염을 적용하여 고객관점에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고객 증가율，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등 3가지 항목으로 주관적인 성과측정을 하였다 

3 자료 수집방법 

1) 모집단의 범위 및 표본 구성 

본 연구는 국내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산업 

에 종사하고 있는 벤처기엽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1년 1월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과， 아직 중소기업청에 마등록 되었으나 

정보통신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신생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2)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모형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통신 벤처기업가틀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설문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2M 업체를 대상으로 프리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8개 업체로부터 설문 

을 회수하였다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지 않거나， 실제 상황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는 항목뜰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설문은 2001년 2월 초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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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으로는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플 먼저 실시하였으나 회수율이 극 

히 서조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왼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틀 및 정보통신 중소기업협회 

(PICCA) 회왼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전화 책스 등쓸 등하여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총 153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그라고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섣 

문의 응답이 지나치게 면중되어 있는 업체들을 제외한 총 125부를 설문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확보된 업체들의 중요 특성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설문대상 업체의 지역일 분포 

지역 빈도(수) 

99 

12 
4 

2 

2 

겨! 

3 

125 

백분율(%) 누적백분율(%) 

79.2 79.2 
9.6 88.8 
3.2 92.0 
1. 6 93.6 

1. 6 95.2 
0.8 96.0 
0.8 96.8 

0.8 97.6 
2.4 100.0 

100.0 100.0 

울
 
띤
 전
 

서
 

캉
 대
 
브사 , ~ 

전라북도 

인천 

제주도 

충청남도 

무응답 

표본대상 기업들 중에서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비율은 국내 벤처기업틀의 지역별 비율과 비교해볼 경우 二[다지 차이가 나지 않 

는 분포른 보이고 있응블 살펴첼 수 있다 

〈표 3) 설문대상 업체의 업종별 분포 

업종 빈도(수) 백분융(%) 누적백분율(%) 

정보통신 42 33.6 33.6 
소프트웨어 37 29.6 63.2 
컴퓨터 관련 16 12.8 76.0 
멀티미디어 10 8.0 8<1 .0 
반도세 6 4.8 88.8 
기타 14 11. 2 100.0 

계 12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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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분포룹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업체들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설문대상 엉체의 설립년도별 분포 

년도 빈도(수) 백분율(%) 유효빈도 누적백분율(%) 

2000 18 14.4 14.5 
1999 26 20.8 35.5 
1998 19 15.2 50.8 
1997 12 9.6 60.5 
1996 13 10.4 71.0 
1995 7 5.6 76.6 
1994 6 4.8 81. 5 
1993 3 2.4 83.9 
1992 3 2.4 86.3 

1991년 이전 17 13.6 100.0 
무응답 1 0.8 
겨1 125 100.0 100.0 

설립년도별 분포를 보면 1996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과 1999년에 섣립이 급격히 증가함을 올 수 있는데 이는 IMF 기간에도 벤처에 대 

한 판심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IMF가 끝나면서부터 창업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설럽업체 수가 김소하는 

경향음 보이고 있는 것은 이콘바 닷컴 열풍의 진정 및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인하여 설립 횟 

수가 줄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 물론 설문분석대상 업체가 125개 업체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석을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벤처업계른 둘러싼 흐름을 

생각해볼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벤처기업 지정사유벌 분포 

지정사유 빈도(수) 백운율(%) 유효빈도 누적백분윷(%) 

신기술개발기엽 37 29.6 33.0 
연구개발투자기업 32 25.6 61. 6 
벤처캐피탈투자기업 17 13.6 76.8 
사업성우수기업 14 11. 2 89.3 

기타 12 9.6 100.0 
무응답 13 10 .4 

겨1 125 100.0 100.0 

90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기업 지정사유별 분포릎 보면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특성상 신기술 개발기업이 37개 업 

제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연구개발투자기업이 32개 업체 (256%)를 차 

지하고 있어， 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벤처기업이 총 표본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1 아직 중소기업정에 벤처로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13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최근에 설럽하여 등록하기에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업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끈 실시된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2 1]와 비교하여 볼 때， 설문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구성비율과 설제 벤처기업들의 구성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각 분포상태별 

해석을 해본 결과 실제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기술력과 시장생장성 

을 제시하였는데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 기술력과 시장성장성 기준에 의한 분류 

시장성장성 
계 

고 저 

기 
하이테크형 기술집약형 

42 고 
20 (1 9 0%) 22(21.0%) 

도A를「 

력 저 
니지형 일반벤처형 

63 
16 (1 5.2%) 47(448%) 

겨1 
36 69 

105 
(343%) (65 7%) 

4 자료의 분석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릎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 T-test 

분석， 분산분석 (ANOVA) 기볍들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요인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직내부 특성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황요인인 산업환경에 따라서 벤처기업 유형별 성과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 

석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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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인분석 

앞에서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들로서 마케팅 자금조달， 기술， 조 

직특성 및 산업환경 등의 여러 요인들을 설정하였는데， 이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이 제 

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모델 (factor model) 중 주요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 수를 정함에 있어 。}이겐 값 (eigen value) 이 l보다 큰 요인 

을 선태하였다-

(1) 기업 내부요인 

기업 내부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기술적 요인 요인분석 걸과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Jization 

요인 
항목 

1 2 3 

기술혁신정도 870 
기술격차(국내) 790 

기술수준도달가능성 755 
첨단기술집약도 718 
기술개발투자비 629 
산학연협력정도 847 
특허보유정도 406 552 
기술확보방안 497 551 
기술개발주기 771 
기술제휴 415 743 

기술측면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것과는 달리 총 11개 항목 

에서 세계 최고제품과 비교한 기술적 수준격차를 제외한 나머지 107~ 항목들이 3가지 요인 

으로 압축됨을 삼펴볼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을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집약성 요인(요인 1 )이다 여기에 속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기술의 혁신정도， 국 

내 최고기술수준과의 격차， 향후 2-3년 내에 국내 최고기술에 도달할 가능성， 첨단기술 집 

약도 및 기술개발 투자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집약성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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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을 살펴보연 주력제품(서비스)의 기술집약성 측면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둘째， 기술수용성 요인(요인 2) 이다 여기에 속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산학연 협력정도， 특 

허보유정도 및 기술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수용성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공통적 

인 특정을 살펴보면 기술 확보방안을 포함하는 기술수용성 측연을 공통적으료 내포하고 있다 

셋째， 기술회전성 요인(요인 3) 이다 여기에 속한 연수들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주기가 빠른 

정도 및 기술제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마케팅 요인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마케팅 요인 요인분석 결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항목 
l 

가격 경쟁력 1. 833 
수요 예측능력 782 
판매처의 안정성 620 
제품에 대한 A!S 545 
잠재시장 개발능력 485 
전문가양성 

기술지왼교육 

요인 

2 

478 
429 

788 
774 

마케팅 측면 요인분석결과를 삼펴보면 크게 다음 두 까지 요인으로 묶여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원적 요인(요인 1) 이다 여기에 속한 변수들을 살펴보연 제품(서비스)의 가격경쟁 

력，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능력， 판매치의 안정성， 판매 후 A!S정도， 잠재시장 개발 

능력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변수들은 기엽의 본원적인 마케팅 능력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라 

고 볼수 있다 

둘째， 지원적 요인(요인 2) 이다 여기에 속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마케팅 전문가의 양성과 

제품(서비스)판깨 후 기술지원 빛 교육 등이 포함되는데， 이틀 변수들은 기업의 지원적인 마 

케팅 능력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라고 볼 수 있다 

조직특성 요인에 속하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파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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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직구조 요인분석 결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항목 
l 

의사결정권한 834 
권한분산위임수준 802 

참여수준 774 
전문화 702 

절차의 표준화 673 
업무 재량권 664 
직무규정 661 
계층구분 

권한의 한계 

공식적 절차 

요인 

2 

442 

771 

720 
658 

조직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플 통하여 분류하였던 공식화， 분권화， 계층화의 3 

가지 요인이 공식화와 분권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고(요인 1) 계층화(요인 2) 라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조직문화， 직무특성 및 보상체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추출하 

였던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10) 조직문화 요인분석 결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항목 
1 

급여수준 1.849 
복지향상 노력수준 809 
보상에 대한 기대 651 

근무시간 632 
호강 

신뢰감 

비난/험담 

94 

요인 

2 

899 
877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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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에 대한 요인분석 견과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배려(요 

인 1 )과 친빌감(요인 2) 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1 ) 직무특성 요인분석 결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하9 요 • 

업무일정게획의사결정권 

업무계획수립의 독립성 

엽무진행에 대한 의사결정권 

직무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 12) 보상체계 요인분석 결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항목 
1 

태만 측정지표 883 
대만반영 862 

성과 측정지표 712 

성과에 대한 보상 597 
급여수준비교(타사) 

급여수준비교(동료) 

요인 

요인 

1 

893 

884 
880 

2 

521 

930 
913 

보상체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플 보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보상의 공정성(요인 1)과 

보상의 정확성(요인 2)로 구성됨을 살펴볼 수 있다 

(2) 상황요인 

산업환경과 볍 · 제도적 지원의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가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는 볍 · 제도적 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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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법 · 제도적 지원 요인분석 걸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항목 

판매지원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류의 장 마련 

입지지원 

인력확보지왼 

자금지원 

장업활성화 

조세지원 

1 

862 
804 
802 
692 
644 
623 

409 

요인 

2 

849 
832 
660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크게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냐뉘어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영지원 요인(요인 1 )이다 여기에 속하는 변수틀을 보면 판매지원， 기술지원. 경영 

컨설팅， 교류의 장 마련， 입지지원 및 인력확보 지원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변수틀의 정보통신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 

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영지원 요인으로 묶을 수 있다 

둘째， 창업/자금지원 요인(요인 2) 이다 여기에 속하는 변수들을 보면 자금지원， 조세지원 

및 창업활성화 지원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환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산업환경 요인 요인분석 결과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항옥 
1 

제풍의 사양속도 763 
기술 변화속도 715 
가격 경쟁 657 

고객예측의 어려움 

경쟁업체 행동예측 어려움 

시장 축소가능성 

공급상태 부족여부 

정부의 규제 

96 

요인 

2 

830 
762 

3 

477 

699 
609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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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은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의 불확실성 및 적대성의 두 가지 요인으 

로 나누었으며， 본 연구모형에 적용한 결과 설문에 사용했던 10개 항목 중에서， 산업의 변화 

속도 항목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 항목 등 2개 항복을 제거한 나머지 8가지 항목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나위어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품의 불확실성 요인(요인 1)이다 여기에 속하는 변수뜰을 보면 제품의 사양속도， 

기숭의 변화속도 및 가격경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예측의 불확실성 요인(요인 2) 이다 여기에 속하는 변수들을 보면 고객의 수요와 기 

호에 대한 예측의 어려웅 및 경쟁기업에 대한 행동예측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셋째， 환경의 적대성 요인(요인 3) 이다 여기에 속하는 변수플을 보면 시장 자체의 측소 가 

능성， 노동력이나 원 , 부자재의 공급부족 가능성 정부의 규제 등이 포함됨을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환경의 불확실성 요인이 여기에서는 내부환경인 제품(서비스)의 

불확실성과 외부환경인 예측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호 나뉘어점을 활 수 있다 

2) 신뢰성 분석 

〈표 15)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초기 세거 분석대상 

0값 
i。 l「김'.. ~느 1 항목수 항목수 

마케팅 요인 
본왼적 능력 

7 0 
5 0.7459 

지왼적 능력 2 0.5164 ‘ 
자금조달 요인 3 0 3 0.7858 

기술 집약성 5 0.8405 
기술 요인 기술수용성 11 3 0.6202 

기슛 회전성 2 0.4147' 
공식화 ‘1 0 4 0.7945 
분권화 4 0 4 0.8191 
계층화 3 1 2 0.5344' 

조직특성 요인 
조직의 배려 4 0 4 0.7457 
친일감 3 0 3 0.7805 
직무특성 3 0 3 0.8622 

보상의 정확성 l 0 4 0.8172 
보상의 공정성 2 0 2 0.8922 

볍 -제도적 요인 
경영지왼 

9 0 
6 0.8710 

창업/자금지원 3 07735 
제품의 불확실성 4 0.5778' 

산엽환경 요인 예측의 볼확섣성 2 0.5874' 
환경의 적대성 3 0 3 0.33,19' 

성과 요인 -τ11.→~마」조←1 ←'c. 3 0 3 0.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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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던 연구모형의 여러 요인뜰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항목에 대한 응 답의 신펴성을 얄파계수(Cronbach' s a) 플 이용하여 각 

요인별 구성항목들의 內따 원性(internal consistency) 을 측정하였다 

설문 항목에는 포함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배제왼 항목틀이 총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요인의 경우 세계 최고제품과 비교한 기술적 수준격자 항목이 제거되었으며， 계층화 요 

인의 보고단계 항목이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 요인의 경우에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의 위협 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모형 실증 분석 결과 

1 ) 기술력과 시장성장성 기준별 차이 비교 

기술력과 시장성장성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각 기업유형이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내부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괴 같다 

〈표 16) 기술력에 의한 유형일 기업 내부요인 차이비교 

Levene의 분산 동일성 검정 평균의 동일성 검정 (T-testJ 

F 유의도(Sig.) t 자유도(df) 유의도(양측검정) 

본왼적 능력 1. 532 218 330 115 742 

지왼적 능력 199 657 747 115 457 

기술집약성 097 756 4 .108 115 000 

기술수용성 223 638 2,010 114 047 

기술 회전성 678 412 • 705 115 482 

자금조달 696 406 U76 115 242 

공식화 214 644 489 115 626 

분권화 1.094 298 • 476 115 635 

겨1층화 1. 505 222 479 115 633 

조직의 배려 191 663 1.323 115 189 

친밀감 525 ‘170 1. 921 115 057 

직무특성 205 651 233 115 816 

보상의 정확성 768 383 398 115 691 

보상의 공정성 U50 286 198 115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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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요인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술집약성 요인과 

기술수용성 요인에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예상대로 기술 요인에 있어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월등한 수준에 있다는 사싶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기술 회전성 요인의 

경우 차이가 없었던 이유로는 Q값이 0.6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회전성을 구성하는 

각 항목들간 상판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시장성장성에 의한 유형별 기업 내부요인 차이비교 

Levene의 분산 동일성 검정 평균의 동일성 검정 (T-test) 

F 유의도(Sig.) t 자유도(dO 유의도(양측검정) 

본원적 능력 3.311 072 812 109 !J 19 

지원적 능벽 310 579 1. 371 109 173 

기술집약성 1.068 304 1. 520 109 131 

기술수용성 6.985 009 1.1 50 87.904 253 

기술 회전성 1. 721 192 1.259 109 211 

자금조달 065 799 362 109 718 

공식화 943 334 243 109 809 

분권화 1.953 165 412 109 681 

계층화 019 889 833 109 !J07 

조직의 배려 6.174 014 685 89.381 529 

친빌감 2.591 110 1.973 109 051 

직무특성 3.391 068 878 109 382 

보상의 정확성 181 671 2.585 109 011 

보상의 공정성 5.835 017 373 109 680 

시장성장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시장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에 

보상의 정확성 요인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갇다 시장성장성 기준을 가지고 국내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력 기준으로 분 

류한 기업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함읍 봉 때 결국 정보통신 벤처기엽의 특성을 

분류하는 대에는 기술력 기준이 다른 요인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술력과 시장성장성에 의하여 분류한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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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술력에 의한 유형벌 경영성과 차이 비교 

매출액성장률 

고객만족도 

Levene의 분산 통일성 검정 

F I 유의도(Sig.) 

610 

3.665 

438 

058 

명균의 통일성 검정 (T-test) 

t 

2.188 

215 

자유도(dfl I 유의도(합검정) 
58 

116 

033 

830 

〈표 19) 시장성장성에 의한 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비교 

매출액성장률 

고객만족도 

Levene의 분산 동일성 검정 

F I 유의도(Sig. ) 
1.332 

3.465 

253 

065 

평균의 통일성 검정 (T-test) 

t I 자유도(dfl I 유의도(함검정) 
-2.689 

437 

60 

110 

.009 

663 

기술력과 시장성장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유형별 성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척도인 고객만족 

도 측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객관적 지표인 매출액 성장률에서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들이 주관적으로 기입하는 수치에 

있어서 자사의 성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조직 내부요인들간 차이 분석 

〈표 20) 조직내부요인간 차이 비교 

요인 빈도(수) 명균 표준편차 

보상의 정확성 124 2.36 7580 
계충화 124 2.52 7596 
자금조탈 124 2.50 9780 

지원적 능력(마케팅) 124 2.62 9070 
기술수용성 124 2.82 8068 
보상공정성 124 2.85 9199 
공식화 124 2.90 8207 

본원적 능력(마케팅) 124 3.05 6967 
조직의 배려 124 3.09 7327 
분권화 124 3.19 7898 
직무특성 124 3.25 9073 
기술 집약성 124 3.38 8024 
친밀감 124 3.42 8175 

기술회전성 124 3.44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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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 업체들이 기술‘ 마케팅， 자금조달 및 조직특성 요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위와 같다 

여러 조직 내부요인들에 대하여 각 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수준이 낮은 정도부터 오름차순 

으로 정리하였다 어느 정도 조직내부요인들의 수준을 높게 평가한 요인들(평균>3 0)을 보면 

기술 요인， 조직특성 요인둘과 마케팅 능력 중 본윈적인 능력 부분이었다 기술요인 중에서 

전략적 제휴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동해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조직내부요인들간 상관관계 분석 

기업 내부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부요인틀간 상관관계릅 분석한 결과 앞에서 이미 

실시한 요인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직득성 요인들 중에서 계층화 요인과 다른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환경의 세부요인 중 환경의 적대 

성이 다른 환경요인과 상관관계플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내부요인별 성과차이 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통신 벤처기엽의 설럽년도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 설립년도별 분폭 

표본수 비율(%) 

2000년 18 14.5% 
1999년 26 21. 0% 

1998년 이전 80 64.5% 
띠기입 1 

겨1 125 100% 

경영성과는 객관적 지표인 매출액성상황과 주관적 지표인 고객만족도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줌 주관적 지표인 고객만족도는 모든 표본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지만 객관적 지 

표인 매출액성장률의 경우에는 1998년 이전에 설립한 기엽틀만을 대상으로 히여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성과차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모든 기업 

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차이를 측정하고， 이어서 1998년도 이전에 설립한 업체틀을 대상 

으로 I매출액성장률 차이를 측정한 다음， 두 성과지표간 차이점을 상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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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고객만족도 

비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 
유의도 모델 t 

B 표준오차 p 

(상수) 865 379 2.282 024 

공식화 259 082 263 3.148 002 

기술집약성 241 083 237 2.895 005 

지왼적 능력(마케팅) 188 070 212 2.692 008 

보상의 공정성 170 072 191 2.348 021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조직특성 요인 중 하나인 공식화， 기술적 측면 요 

인인 기술집약성. 그리고 마케팅 측면의 지원적 능력 요인이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주관적인 

경영성과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도 이전에 설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성장률을 성과변수로 하여 회귀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매출액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매출액 성장률 

모텔 
비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 

표준오차 
t 

B p 

(상수) 296 844 350 

기술집약성 568 225 265 2.520 

기술 회전성 539 229 248 2.358 

유의도 

727 

014 

021 

회뀌분석 결과를 보면 매출액성장률이라는 객관적인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름 아닌 기술적 측연의 기술집약성과 기술회전성 요인이었다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들을 추출해본 결과， 성과지표를 매출액 성 

장률 또는 고객만족도 중 어떠한 요인으로 선정하더라도 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술집약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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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술적 능력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보다도 첨단기술 

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의 추구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상황요인과 조직 내부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조직 내부요인들과 상황요인들(정부지왼제도 및 산업환경)간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원적 능력 지왼적 능력 등 마케팅 측면 요인과 상황요인들 사이에는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4) 마케팅 측먼 요인과 상황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본원적 능력 I 지원적 능력 I 경영지원 I 자 창금업지/원 
불확실성 불확실성 

본원적 능역 1.000 

지왼적 능력 282" l. 000 

경영지왼 107 044 l.000 

창업/자금지원 015 010 380" l.000 

제품 불확실성 028 326" 064 012 

예측 불확실성 142 619** 055 046 217* 1.000 

••.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마케팅 측연 요민들 중에서 상황요인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요인은 지원 

적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왼적 능력은 산업환경 요인인 제품의 불확실성과 예측의 불확 

실성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련성을 강하게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품 

(서비스)의 사양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냐 

는 등 제품(서비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그라고 고객의 수요와 기호를 예측하 

기가 어렵고， 경쟁기업에 대한 행동의 예측이 어려운 것처럼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고객에 대한 기술지왼/교육 및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된 노력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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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술 측면 요인과 상황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기술 기술 기슐 

집약성 수용성 회전성 

기술집약성 l.000 

기술수용성 415‘· l.000 

기술회전성 353" 285" l.000 

경영 지원 010 094 003 

창업/자금지원 080 038 014 

제풍 불확실성 073 -.176 353" 

예측 불확실성 • 028 191' 094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경영 지원 
창업/ 

자금지원 

l.000 

480" l.000 

-.064 012 

-.055 046 

제풍 예욕 

불확실성 불확실성 

l.000 

217' l.000 

기술 측면 요인들 중에서 상황요인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요인은 기술 수용성이 예측 불 

확실성에 대하여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술 회전성 요인은 제품 불확실성 요인 

과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서비스)의 사양속도가 빠 

르고，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등 제품(서버스)과 관 

련된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기술을 획득하는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수요와 기호를 예 

측하기가 어렵고， 경쟁기업에 대한 행동의 예측이 어려운 것처럼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록 주력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타 

기업과의 기술제휴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지는 퉁 기술 회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자긍조달 요인과 상황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자금조달 경영지훤 

자금조달 l. 000 

경영지원 185'‘ l.000 

창업/자긍지왼 083 480" 

제품 불확실성 084 064 

예측불확실성 012 055 
••. 1 %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 104 -

창업/ 제품 

자금지원 불확실성 

l.000 

012 l.000 

一 046 217 ’ 

예측 

불확실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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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요인은 상황요인들 중에서 정부의 경영지원 요인과 강한 정(+ )의 유의미한 관련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현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지원 정책들인 

인력확보 지원정잭 입지지원세도， 기숨지원제도， 판매지왼제도， 경영컨섣팅서비스， 벤처기엽 

과 정부와의 교류의 장 마련 등을 효과적으로 환용하고 있는 기업일수복 그렇지 붓한 기업에 

비하여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가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자급을 조달할 수 있으 

며 기타 다양한 자금조달원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조직특성 요인과 상황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공식화 분권화 계충화 
조직의 

배려 

경영 지원 077 109 101 05,) 

장엽/자금지왼 • 018 098 126 126 

저1풍 불확산성 105 059 248 ’* 105 

예측불확섣성 OG3 027 02 111 

••. 1 %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양측검정) 

친밀감 
X기1 」D「 

특성 

086 01 
•-

168 • 12 

153 150 

030 08 

보상의 보상의 

정확성 공정성 

192' 204 ‘ 

018 059 

042 051 

020 004 

조직특성 요인들 증에서 겨1 층화는 제품 불확실성과 정(+ )의 상관관계를， 보상의 정확생과 

보상의 공정성 요인은 경영지왼 요인과 정(+ )의 상관관계플 갖는 깃으로 나타났다 즉 세 

품(서비스)의 사양속도가 빠프고， 기술의 변화가 빠프거1 일어나며 가격경쟁이 지열하 711 일어 

나는 등 제품(서비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조직 내에서는 지위계층에 따라 권한 

의 한계릎 뚜렷하게 가져감으로써 울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리 까지 경영지원 정책들인 인력확보 지왼정책， 입지지원 

제도， 기숨지왼제도， 판매지원제도， 경영컨설팅서비스， 벤처기업과 정부와의 교류의 장 마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일수콕 급여 빚 보상의 정확성괴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ò) 상황요인에 따픈 성과차이 분석 

상황요인에 따른 성과차이릎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를 다음과 같이 집단화하였다 즉， 산업 

환경 및 정부 지윈제도 요인능이 모두 리커트 5선 셔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리카프 

서도로 3점 이상인 경우릎 호의적인 상황으로， 3 선 \l 1 만인 경우룹 비호의적인 상황으로 섣정 

히 다， 호의석인 상황과 비호의적인 상황 하에서 정보통신 중소 벤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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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뜰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다유은 각 상황요인이 호의적인샤 비호의적인가에 따파서 각각 매출액성장율과 고객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살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28) 경영지원 상황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상황 및 성과변수 
비표준화 지수 표준화지수 

모델 t 유의도 
B 표준오차 p 

미호의적 경영지윈상황 (상수) 1.601 1.589 1. 008 322 
매출액증가율 기술집약성 1.070 460 396 2.324 027 

호의적 경영지원상황 (상수) 919 1.058 897 377 
"H출액 증가율 =。lλ"1 ~t 1.282 361 551 3.557 001 

(상수) 1. 1 03 411 2.686 009 
비호의적 경영지원상황 지원척능력 3,17 088 404 3.953 000 

고객만족도 공식화 302 10l :3 15 2.993 004 
자금조달 195 088 234 2.225 030 

호의적 경영지원 상황 (상수) 2.088 121 4.964 000 
고객만족도 기숨회선성 402 118 135 3.417 001 

매출액 증가융을 성과변수로 산는 경우‘ 정부의 경영지원 정책 및 제도플이 기업틀에세 실 

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기술수준 및 혁신의 정도 등 기술집약성 요인이 

매출액 증가윤에 영향을 미지게 됨블 올 수 있으나， 상황이 호의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조직 

특성 요인 중 공식화 요인이 매출액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블 살펴봄 수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 벤처기업음 둘러싼 경영환경이 불안정할 때 즉 환경의 불확실 

성이 증대될 때 이뜰이 살아냥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기술수준 향상 빚 기술혁신블 빠르 

게 함으로써 기술집약성 정도를 증대시켜야 하며 그 결과가 얘출액 증대로 이어져 생존해나 

갚 수 있을 것이랴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객만족도를 성과변수로 삼았을 경우에는 경영지원 요인이 비호의적일 때 고객지왼 

및 교육，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지윈적 능력 요인과， 조직구조상 공식화 수준， 그리고 자금 

조달능력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지는 중요한 요인틀임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영지원 상 

황이 호의적인 경우에는 타 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빠픈 속도의 기술개발 등 기술회선성 요인 

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창업 활성화 정잭 및 자급지원 정책이 실제 기업에 얻마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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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지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가 

다읍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9> 창업/자금지원 상황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상황 및 성과변수 모댈 
비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 

B 표준오차 p t 유의도 

비호의적 창업/자금지원상황 

매출액 증가율 

호의적 창엽/자금지원상황 

매출백 증가율 

비호의적 장업/자금지원상황 
(상수) 3.041 439 6.928 000 I 

고객만족도 
공식화 394 117 444 3.376 001 
직무특성 • 251 105 313 2.383 021 

호의적 창엽/자금지원 상황 
(상수) 792 440 1.798 077 

고객만족도 
기술집약성 477 095 485 4.997 000 
조직의 배려 342 104 319 3.287 002 

매출액 증가율을 성과변수로 삼을 경우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히지 않는다 

반면， 고객만족도를 성과변수로 삼을 경우 비호의적인 창업/자금지원 상황에서는 공식화와 

직무특성이， 호의적인 창업/자금지원 상황에서는 기술집약성과 조직의 배려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업활성화 및 자금지원 관련 정부의 정잭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그다지 도웅이 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조직구조의 공식화 수준과 자율적인 의사결정 빛 의사결정권의 위임 등 직무특 

성 수준이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마침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에 창업활성화 및 자 

끔지왼 관련 정부의 정잭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기술수준의 향상， 빠른 기술개 

발속도 등 기술집약성 요인과 직원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의 구성 

원에 대한 배려 요인이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고객만족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장업을 활성화하고 운 

영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이 기업에 잘 전달되어질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엿보다도 기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며 아울러 이직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유 

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환경 요인 중 제품(서비스)의 불확실성 여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응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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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제품 불확실성 상황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상황 및 성과변수 모텔 
비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 

유의도 t 
B 표준오차 p 

비호의적 제품불확실성상황 

매출액 증가율 

호의적 제품불확실성상황 
(상수) 754 1.l53 662 511 

매출액 증가율 
기술집약성 l.036 284 433 3.649 001 
분권화 805 290 329 2.772 008 

비호의적 제품불확실성상황 (상수) l.870 716 2.611 018 
고객만족도 기술회전성 508 226 478 2.244 038 

(상수) 504 380 1.327 188 

호의적 제품불확실성상황 
공식화 308 081 318 3.775 000 

기술집약성 273 083 274 3.297 001 
고객만족도 

지원적능력 238 074 257 3.212 002 
보상의공정성 177 073 198 2.413 018 

매출액 증가율을 성과변수로 이용하는 경우， 제품 불확실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집약성 요인과 분권화 요인의 두 가지를 틀 수 있다 

즉， 제품의 사양속도가 느라고 기술의 변화속도 또한 완만하며， 가격경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경우 경쟁기업에 비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 또는 시장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웅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권한 등이 하부로 이양되는 경우 매출액 증가 

율에 긍정척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고객만족도를 성과변수로 이용하는 경우， 제품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매출액 증가 

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회전성 요인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제품 불확실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조직구조의 공식화 수준， 기술집약성， 고객지원 벚 교육，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지원적 능력과 보상의 공정성 요인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 

다 이는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속도， 제품 수영주기의 속도 및 가 

격경쟁의 정도가 매우 느리거나 낮은 경우 다시 말해서 시장상황이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으 

며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만족이라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구조상으로 공식 

화 정도를 높이며，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첨단기술의 확보 1 그리고 고 

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및 교육 등과 아울러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내 인력관리 측변에서 볼 때 

급여를 포함한 기타 보상수준이 회사 내에서의 동료와의 비교 및 경쟁사와 비교할 경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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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을 해줄 펼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측의 분확실성 정도에 따라 기업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틀음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 

출한 결과가 다응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 ) 예측 불확실성 상황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상황 및 성과변수 
비표준화 지수 표준화지수 

모텔 t 유의도 
B 표준오차 p 

비호의적 예측불확실성상황 

배출액 증가융 

호의적 예측불확실성상황 

nH출액 증가윤 

비호의적 예측불확실성상황 
(상수) 1.403 597 2.348 02 ←3←카 1 

고객만족도 
기숲 회진성 321 118 :H7 2.715 009 
조직의 배려 342 151 289 2.264 028 

(상수) 1.446 369 3.9 1<1 000 
호의적 예측불확실성상황 자금조달 217 084 291 2.582 012 

고객만족도 기술 집약성 210 098 232 2.13ι1 0:37 
공식화 202 098 232 2.066 043 i 

애출액 증가율을 성과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측 볼확싣성의 정도와 상판없이 매출액 

증가율에 영향플 미치는 유의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객안족도를 생과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측 붙확실성의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술회진성 및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애히 요인이 싱과에 영향을 "1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의 수요 및 기호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정쟁기업의 행동에 디]한 예측이 어려운 경 

우 타 기업과의 기술제휴플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개발주기륜 빠르게 만 

둡으로써 대응해나갈 수 있다는 점음 의 "1 하는 것으로 해석한 수 있다 

또한 예측의 불확실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능력 기숭집약성 및 공식화 요인이 

성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 빚 경쟁기엽에 대한 정보를 샤지고 있는 

경우 무엿보다도 벤서캐피탈‘ 엔젤 창투사 등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의 확보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침단 기숭수준 능의 확보륜 흉하여 성과찬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깃으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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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활 위한 정부 지원제도 및 정책 조정의 펄요성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증소 벤치기업들의 창업을 할성화하고 호의적인 경영환 

경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윈정잭 빚 제도를 싣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통신 벤 

처기업음 활성화시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섣제로 기업블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향후 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정잭을 우선 

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 정보통신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분석 

2001 년 1 원 설문조사륜 통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지원제모 및 정책의 유효성 

에 대하여 기업틀이 느끼고 있는 정도플 분석하였다 다음 표에 그 내용을 표시하였는데， ë'j 

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매우 그렇지 않다’는 1 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 

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선 ‘매우 그렇다는 5전으로 표시하였다 

〈표 32>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만족도 비교) 

평균 표준편차 

인력확보 지왼 3.18 1. 253 

장엽활성화 지원 3.08 0.871 

조세 지원 3.07 0.946 

자금지윈 2.97 0.991 

입지 지왼 2.95 1. 022 

기술지원 2.69 0835 

교류의 장 마련 2.68 0.871 

경영컨설팅서비스 제공 2.50 0.854 

판매 지원 2.44 0948 

정보통신 중소 ·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 지왼정잭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윈정책틀 중에서 가장 호의적으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인력 

확보릎 위한 지원정책 분야로 나다났다 이 외에 평균적으로 만족(평균 > 3 0) 하고 있는 정 

책틀음 보면 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세 지원 등을 볼 수 있다 반연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색틀(평균 < 3.0)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깨지왼 및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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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원을 위한 정잭의 경우 전체 응 

답업체의 56.5%가 ‘별로 그렇지 않다’ 이하로 89.5%가 ‘그저 그렇다’ 이하의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역시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호 

나타났다 

〈표 33)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만족수준 빈도(수) 백운율(%) 
유효빈도 

누척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5 12.0 12.1 

별로 그렇지 않다 44 35.2 47.6 

그저 그렇다 46 36.8 84.7 

대제로 그렇다 16 12.8 97.6 

깨우그땅다 3 2.4 100.0 

무응답 1 0.8 

계 124 100.0 100.0 

정부 지왼정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도 전체 응답업체의 84.7%가 ‘그저 그렇다’ 이하로 보 

통수준 이하의 인식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통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앞으로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하여 질문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정보통신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비교 

지정사유 빈도(수) 액분율(%) 
유효빈도 

누척액분율(%) 

창업활성화 13 10.4 10.8 

자금지원 64 51. 2 64.2 
조세지원 11 8.8 73.3 

인력확보지원 12 9.6 83.3 

입지지왼 1 8 84.2 
기술지왼 7 5.6 90.0 
판매지왼 6 4.8 95.0 

경영컨설팅 3 2.4 97.5 

교류의장 3 2.4 100.0 

겨l 12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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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업체들의 젤대다수인 64.2%가 자금지왼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 

로 꼽았으며， 인 · 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정책， 벤처투자에 대한 세 

금갑연 등 조세지원 정책， 병역특례제도， 구인채용박람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인력확보 지 

왼제도 등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앞서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연 정보통신 벤처기업올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서 정부 차원의 벤처기업 육성자금이나 창 

업투자회사의 투자/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2000년 12월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의 경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IIl. 결 론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설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객관성에 있어서， 비록 표본 수는 125부에 지나지 않으나 설립 

시기， 유형 등 일반사항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현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요인들 중에서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량적인 성과인 매출액 증가율과 정성적인 성과인 고객만족도에 대하여 모두 유의적 

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기술집약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기술집약성 요인은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높게 나타나는 요 

인이다 따라서 기술집약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종사 

하는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인적 자원， 자 

금 등은 모두 중요한 요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기술력 확보라는 사실이다 정보통신 벤처의 핵심성공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 

한 요인이 기숭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벤처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 

술의 확보방안을 살펴보면 직접 연구개발을 통한 왼천기술 확보， 산학연네트워크 등 기술제 

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왼천기술 확보. M&A 구체척으로는 A&D를 통한 원전기술 확보 

등을 통한 기술확보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 지왼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전 

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자금지왼 정책을 꼽았다 이는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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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해야 우선적인 정책방향 o 로서 정부 차원의 벤처기업 육성자금이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융자를 통한 자금지왼정책이 가장 증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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