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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국내 취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 관련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빅데이터를 위한 기본 자료는 통계청 

자료와 워크넷 Open API를 활용하였으며, 빅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결과값을 예측을 시도하였다. 2020년

도 워크넷 Open API를 통해 고용수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 및 시각화를 실시하였고, 08년~20년 

취업자수를 통해 시계열 분석 및 예측을 진행해 앞으로의 횡보를 예상해보았다. 분석한 결과 19년, 20년도를 

비교 분석했을 때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해 보았을 때 매년 고용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4월에는 감소, 7월에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과 언택트 시대에 따른 화상회의나 재택근무로 인해 운수∙통신 취업률은 상승한다는 결과값이 

도출되었고, 자영업이나 서비스 직업 등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감소를 보여줬으나 국가 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키워드: 빅데이터(Big data),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  

Open API(Open Applic ation Programming interface),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서버(Server), 크롤링(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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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0년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국가와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 취업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및 시각화, 시계열 

분석, 예측을 진행하게 되었다.

II. Preliminaries

빅데이터란 기존의 자료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적절하게 처리하

기 힘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는 

공공서비스 분야와 일반서비스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반 서비스 분야로. 빅데이터를 사용한 주제를 분석 및 예측을 하기 

위해서 Fig. 1. 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빅데이터는 

총 5가지 수집-저장-처리-분석-시각화의 과정을 거친다[1][2][3].

Fig. 1. Big Data Proces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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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데이터 수집 

- 통계청 고용 동향 Dataset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고용동향에 대한 자료(Fig. 2.), 

워크넷 OpenAPI(Fig. 3.)를 통해서 20년 3~5월 4만 여개의 고용모집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Fig. 2. Uses Dataset-1

Fig. 3. Uses Dataset-2

2. 데이터 분석 

통계청 고용동향 과 워크넷 OpenAPI 데이터셋을 전처리 작업을 

통해 데이터 처리를 먼저 진행 한 후, 다양한 분석 기법을 표현 

및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파이썬을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 하였다.

Fig. 4. Analysis and prediction code

3. 데이터시각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시간과 취업률에 따른 변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먼저 

데이터셋을 분류하여 분석 및 예측을 실행하였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차이를 비교하기 편한 fig. 

5. 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고, 앞으로 예측할 데이터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Fig. 6.와 같은 분석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 5. Visualization graph

Fig. 6. Time series analysis and forecast graph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통해 Fig. 7. Fig. 8.와 같이 분석 

및 예측 결과 값이 나왔다.  

19년도 데이터와 큰 폭은 없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4월은 고용수가 

감소, 7월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병원 등)과 언택트 

시대에 따른 화상회의나 재택근무로 인해 운수∙통신 취업률은 상승한

다는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자영업이나 서비스 직업 등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감소를 보여줬으

나 국가 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10].

Fig. 7. Visualization grap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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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serie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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