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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사업장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인적자본 및 경

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

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재정적․기술

적 능력부족 등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시설투자가 부실

한 실정이다1).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종을 불

문하고 후진국형 재해가 빈발하며 그 피해 또한 큰 편

이다2,3).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

율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

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시기술지도와 위험

성평가 등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4,5). 인력

이나 자금에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는 사업

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노

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써 2001년 

7월 “CLEAN 3D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10

월부터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6).

아울러 재정지원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 및 공사금

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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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하 클린사업)

과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 투자 시 장기저리의 융자

금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하 융

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은 

산업재해 감소 및 고용창출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2015

년 세부 매뉴얼을 제정한 바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재정지원사업

을 받은 기업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만

족도와 요구사항, 수요자 위주의 가치조사 및 사업 평

가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사업이 되도

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설문 조사 개요

2.1 조사 대상

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2014년 지원사업을 

받은 7,58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융자금 지원사업은 2013~2014년 지원사업장 1,632

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2.2 표본 추출

1) 연도별(최근 연도), 지역별(지도원 기준), 업종별

(대업종, 중업종 분류기준), 규모별(근로자 수) 비례층

화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2,210개소에 배포하

여 231개소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

다(응답율 10.4%).

3) 융자금 지원사업은 1,064개소에 배포하여 100개소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응답율 9.4%).

2.3 조사 방법

사업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전자우편을 통한 설

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사업장마다 유선전화를 통한 참여안내를 진행하였다. 

2.4 조사 항목

1)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항목은 지원형태, 규모․

업종별 등 다각적인 만족도 조사, 재정지원사업의 신

청동기 및 만족도 조사, 재정지원사업의 신청품에 대

한 만족도 조사(지원금액, 지원소요기간, 지원품목 등), 

지원형태별 고객요구사항 조사 등이다.

2)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항목은 산재예방효과, 고

용증가, 생산성 향상 등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따

른 사업가치 평가와 기업이미지 개선 및 양극화 해소

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기초통계분석 결과

3.1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인식

1) 사업 취지, 목적, 인지도 및 인지 경로

클린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모두(100%)가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9.8%, 시설업체 44.6%, 인근사업장 34.6%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1. Cognitive pathway to clean business.

2) 사업 신청 후 지원받기까지 소요 기간

클린사업 신청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까지 소요된 기

간은 1개월 미만이 11.7%, 1개월~2개월 미만이 32.9%, 

2개월~3개월 미만이 28.6%, 3개월~6개월 미만이 25.1%, 

6개월 이상이 1.7%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3개월 이내

에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Duration required to rece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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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신청시 중요 고려 요인

클린사업 신청시 가장 고려했던 요인으로는 지원금

액(자기부담금 포함) 71.4%,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 개

선 여부 66.7%, 지원품목의 다양성 53.7%, 지원품목의 

품질 42.4% 순으로 조사되었다(1~3순위 합계 기준). 

단, 1순위 고려요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원으

로 인한 실질적 개선 여부가 가장 높은 39.8%로 나타

나 지원금액 26.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 Precautions for applying for clean project.

4) 사업 신청시 기대 사항

클린사업 신청시 가장 기대했던 사항은 근무환경 개

선 87.9%, 작업공정개선/생산성 향상 61.0%, 산업재해

예방 55.0%,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향상 39.8% 순으로 

조사되어, 근무/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1~3순위 합계 기준). 

Fig. 4. Expectations at the time of application.

5) 산업재해 감소 기대 여부 및 감소 기대 건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받고난 이후 산업재해 

감소 기대는 줄일 수 있다 96.1%, 없다 3.9%로 조사되

었으며, 산업재해 감소 기대 건수는 1∼2건 이내 71.2%, 

3∼5건 이내 21.6%순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이 산업재해 

감소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Expect to decrease industrial accidents.

3.2 사업에 대한 만족도

1) 지원과정(절차) 만족도

클린사업 지원과정(절차)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

반적인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 81.4%, 보통 16.5%, 

불만족-매우 불만족 2.2% 순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만족-매우 만족의 비율이 클린사업 수

행기관의 청렴도 85.7%, 클린사업 서비스 환경 79.2%, 

클린사업장 인정 절차 68.8%, 지원품목의 품질 64.1%, 

지원까지의 총소요시간 61.0%, 지원금액 57.6%, 지원

품목의 다양성 48.1% 순으로, 클린사업 수행기관의 청

렴도 및 클린사업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Satisfaction level of support course (procedure).

2) 결과에 대한 만족도

클린사업 시행 이후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 84.0%, 보통 14.7%, 

불만족-매우 불만족 1.3% 순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만족-매우만족의 비율이 근무/작업환

경 개선 91.3%, 산업재해 예방 86.6%, 작업공정개선/생

산성 향상 84.4%, 근로자 업무만족도 향상 80.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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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안전의식 향상 77.5%, 근로자 건강 향상 76.2%, 

근로자 기업이미지 개선 69.3%,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선점 47.2%, 근로자 고용 창출 37.2% 순으로 근

무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참여 권유 의향

다른 사업장에 클린사업 참여를 권유할 의향에 대해

서는 그렇다 51.5%, 매우 그렇다 39.8%, 보통이다 

7.4% 순으로 대부분이 참여 권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7. Business satisfaction.

Fig. 8. Intention to invite participation.

3.3 사업의 성과(직접적 변화)
1) 산재예방, 원가절감, 설비가동률 증가, 매출액, 근

로자수의 직접적 변화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 산재예방, 원가절감, 

가동률 증가, 매출액, 근로자수의 직접적인 변화에 대

한 평가로는 산재예방 99.3%(전년대비 산업재해 평균 

46.8% 감소), 원가절감 70.6%(전년대비 원가 21.8% 감

소), 설비가동률 증가 70.1%(전년대비 가동률 24.4% 증

가), 매출액 증가 48.5%(전년대비 매출액 15.9% 증가), 

근로자수 증가 21.2%(전년대비 근로자수 평균 6.0명 

증가)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9. Cost reduction effect / Increase in facility utilization rate.

Fig. 10. Amount of sales /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2)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 변화

클린사업 이전에는 13.4%의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

하였으나, 클린사업 이후에는 4.8%의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평균 산재발생 건

수는 클린사업 이전 0.13건, 클린사업 이후 0.0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1.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3) 사업 전후 개선항목

클린사업 이후 클린사업 이전 대비 매우 향상-향상

에 대한 비율은 근로자 업무만족도 향상 (82.7%),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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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건강/안전의식 향상(82.3%), 기업 이미지 향상

(64.1%),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선점(47.2%) 순으

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business.

3.4 클린사업의 개선 요구 항목

1) 지원받은 설비/품목의 현재 사용 현황

지원받은 설비/품목의 현재 사용여부로는 사용하고 

있다 98.7%로 대부분이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사용 중인 지원품목의 상태는 사용에 문제없음이 

94.7%, 잦은 고장 및 수리로 인해 사용이 불편함이 

3.1%,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 되었음이 2.2%로 조사되

었다.

Fig. 13. Usage status of equipment and items.

2) 추가 품목 필요 여부

현재 지원품목 이외에 추가 품목 필요 여부에 대하

여는 있다 77.1%, 없다 22.9%로 조사되었다. 추가 희망 

품목으로는 지게차(전동 지게차)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작업대, 적재대, 환기장치/집진장치에 대해서도 

추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불필요한 설비/품목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설비/품목 중 작업공정개선 및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설비/품목

은 높낮이조절 컴퓨터 작업대 및 의자 27.8%, 일반작

업대 (높낮이 조절기능 없음) 26.3%, 탁상용 드릴기 

18.0%, 산업용 청소기 18.0%, 작업장 바닥도장 17.5%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14. Equipment and items not helpful.

4)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인식

클린사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44.6%, 매우 동의한다 42.0%, 보통이다 12.6% 순으로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5. Opinion about sustainable execution.

5) 향후 사업 추진방향 및 개선 희망사항

클린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지원금액 상향, 지원 품

목의 확대를 통한 선택 다양성 및 품질 향상 등이 개선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기초통계분석 결과

4.1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인식

1) 사업 취지, 목적 및 인지도 및 인지경로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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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97.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가 안

전보건공단 55.7%, 시설업체 52.6%, 인근사업장 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16. Cognitive pathway to loan support business.

4.2 사업 만족도

1) 사업에 대한 만족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 91.0%, 보통 8.0%, 불

만족-매우 불만족 1.0% 순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만족-매우 만족의 비율이 지원기관의 

청렴도 93.0%, 수행기관 신뢰성 90.0%, 지원사업 서비

스 환경 83.0%, 융자설비 납품업체 80.0%, 지원품목 

79.0%, 지원절차 78.0%, 융자처리 총소요기간 78.0%, 

융자조건(융자금액, 금리) 61.0% 순으로, 지원기관의 

청렴도 및 수행기관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

사되었다.

Fig. 17. Satisfaction level of loan business.

2) 사업 참여 권유 의향

다른 사업장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를 권유할 의향에 대해서는 그렇다 40.0%, 매우 그렇

다 55.0%, 보통이다 5.0% 순으로 95%가 주변 사업장

에 본 사업의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4.3 사업 성과 (직접적 변화)
1) 산재예방, 원가절감, 설비가동률 증가, 매출액, 근

로자수의 직접적 변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후 산재예방, 원가절감, 

가동률 증가, 매출액, 근로자수의 직접적인 변화에 대

한 평가로는 산재예방 90.0%(전년대비 산업재해 평균 

45.2% 감소), 설비가동률 증가 84.0%(전년대비 가동률 

26.7% 증가), 원가절감 78.0%(전년대비 원가 19.4% 감

소), 매출액 증가 75.0%(전년대비 매출액 14.9% 증가), 

근로자수 증가 41.0%(전년대비 근로자수 평균 2.8명 

증가)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8. Cost reduction effect / Increase in facility utilization 
rate.

Fig. 19. Amount of sales /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2)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 여부 변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이전에는 26.0%의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으나,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이후에는 9.0%의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평균 산재발생 건수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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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원사업 이전 0.26건, 융자금 지원사업 이후 0.09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0.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3) 사업 신청시 기대 항목별 만족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시 기대항목 별 

매우 만족-만족에 대한 비율은 근로자 작업/근로환경 

개선(86.0%), 근로자의 건강/안전의식 향상(82.0%), 기업 

이미지 향상(82.0%), 근로자의 업무만족도 향상(80.0%),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선점(77.0%) 순으로 조사되

었다.

Fig. 21. Expectations at the time of application

5. 클린사업자 조성 지원사업 공급업체 

기초통계분석 결과

5.1 공급업체 운영 현황

1) 공급업체 사업형태 구분

클린사업자 조성 지원사업 물품 공급업체의 사업구

분을 살펴보면 판매업체가 40.0%, 제작+판매업체 25%, 

공사업체(면허 보유) 15.0%, 공사+판매업체 10.0%, 제

작업체 7.0%, 공사업체(면허 미보유) 3.0% 순으로 조사

되었다.

Fig. 22. Supplier classification.

2) 등록제도 취지 및 목적 인지 여부

클린사업 조성 공급업체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대부분 업체(9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

다 라고 응답한 업체는 2.0%로 조사되었다. 

3) 등록시 고려 사항

클린사업 조성지원 등록업체 신청시 가장 고려했던 

요인으로는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67.0%, 공급업체 매출 및 이윤 64.0%, 공급업체 이미지 

47.0%, 안전보건공단의 이미지 22.0% 순으로 조사되었

다. (1~2순위 중복응답 합계 기준)

1순위 응답 기준으로도 같은 순서로 조사되었다.

Fig. 23. Notes on supplier registration.

4) 활동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

클린사업 조성지원 등록업체로 현재 활동시 가장 중

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클린사업 참

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76.0%, 공급업체 매출 및 

이윤 55.0%, 공급업체 이미지 36.0%, 안전보건공단의 

이미지 33.0% 순으로 조사되었다(1~2순위 합계 기준). 

1순위 응답 기준으로도 같은 순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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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 기준

부적격 공급업체의 처분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89.0%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처분기준에 대

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

았으며,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9.3%, 

현행보다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5.6%, 잘 모르겠다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24. Processing standards for ineligible vendors.

6) 클린마켓 품목 등록 가격

클린마켓에 품목을 등록할 경우, 클린마켓에 등록하

는 가격으로는 일반시중 판매 가격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 56.0%, 일반시중 판매가격보다 높게 등록하는 경우 

24.0%, 일반시중 판매가격보다 낮게 등록하는 경우 

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25.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rice of items.

일반시중 가격보다 높게 등록한 경우에는 20% 이상 

높게 등록한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낮게 등록

한 경우에는 5∼10% 미만 낮게 등록한 경우가 4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6. Price difference compared to market price(high- 
profile companies).

Fig. 27. Price difference compared to market price(low-profile 
companies).

7) 사업 후 고용자 수 변화 및 증가 고용자 수

클린사업을 통한 고용자 수 증가여부에 대하여는 변화 

없음 51.0%, 증가 41.0%, 감소 8.0%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자 수 증가 정도는 1명 증가 43.9%, 2명 증가 

31.7%, 3명 증가 19.5%, 5명 이상 증가 4.9% 순으로 조

사되었다.

Fig. 28. Employment change.



배동철

J. Korean Soc. Saf., Vol. 33, No. 4, 201870

8) 예산 조기집행 정책

예산조기집행 정책으로 인한 고용 증가 도움 여부에 

대하여는 도움이 된다 39.0%,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0%, 

잘 모르겠다 24.0% 순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조기집행 정책으로 인한 매출 도움 여부에 대하

여는 도움이 된다 43.0%,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0%, 

잘 모르겠다 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9) 공급업체 등록제도에 대한 만족도 

클린사업 조성지원 공급업체 등록제도에 대한 만족

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매우 52.0%, 보통 

36.0%, 불만족-매우 불만족 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 29. Satisfaction with supplier registration system.

10) 신용평가등급 상향 필요성

공급업체 등록제도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B+ 보다 향상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78.0%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업체 

22.0%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상향 정도로는 BB+ 40.9%, BB- 31.8% 순으로 조사

되었다.

Fig. 30. Supplier's credit rating grade upward necessity.

11) 등록업체 종류 조정안에 대한 인식

공급업체 종류에 따른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

하고 있다.

Table 1. Registration company adjustment(plan)

Supplier
type

Whether 
to register Strength Weakness

Manufacturers Register

a. Dealer contract 
between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b. Expanding sales 
network by 
eliminating 
limitations.

a. Strengthen 
management of 

vendors
b. Liability obligation

Sellers Unregistered
Strengthening 

management of 
producers

Constructor Register - -

공급업체 등록제도 등록업체 종류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38.0%, 모르겠다(공단의 정책에 따름) 34.0%, 

반대한다 28.0% 순으로 조사되어, 찬성이 반대보다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재정지원사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클린사업의 경우 신청 후 지원까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홍보

와 함께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한 행정집중으로 보인

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간소화되고 기간

이 단축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수요자가 가장 크게 고려한 요인은 지원금액이며 이

를 통한 실질적 개선을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사업이후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기대는 96.1%로 나

타나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사업 전

후 비교에서도 전년 대비 46.8% 감소효과를 보였다. 아

울러 원가 21.8% 감소, 설비가동률 24.4% 증가, 매출액 

15.9% 증가, 근로자 수 평균 6.0명 증가 등 클린사업 이

전에 비해 이후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에 따라 클린사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계

속 수행하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물

어본 결과 86.6%(동의 44.6%, 매우 동의 42.0%)가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2. 융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있으며 산업재

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업이후 

산업재해의 경우 전년 대비 45.2% 감소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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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가 19.4% 감소, 설비가동률 26.7% 증가, 매출

액 14.9% 증가, 근로자 수 평균 2.8명 증가 등 클린사

업 이전에 비해 이후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3. 공급업체의 경우 등록업체 신청시 가장 고려했던 

요인은 클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공급업체의 매출 및 이윤

이 64.0%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사업 이

후 개선효과를 보여야 공급업체도 인지도가 올라간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부적격 공급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의 경우 89%가 인

지하고 있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6%로 조사되었다. 현행 기준보다 강

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9.4%로 조사되어 현재 과열된 

공급업체 등록상황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지원품목에 대한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대체적으로 

15% 이상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가격과 품

목 조정에 대한 기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각 사업의 인지 정

도나 인지경로는 향후 사업의 홍보방안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공급업체와 수요기업간의 정보불균형이나 불

만사항, 가격정책에 대한 기준, 지원품목에 대한 평가

와 공급업체의 역할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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