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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당시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 발

발했다. 코로나19 (COVID-19)로 공식 명명됐으며 해당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을 하였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역시도 큰 혼

란에 빠뜨렸다. 이는 큰 감염자들을 낳았는데,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 중이고, 해가 지난 2021년도 역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전 세계

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이 생기면서 인

간관계, 국내사업 및 산업, 해외산업까지 모든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사회가

많은 침체를 겪는 중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모든 성장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과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 발전

에 이바지하려 하는 청년들은 구인 구직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인·구직의 어려움

이나 중소기업의 전망은 크게 좋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발생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

지 않으니, 중소기업의 활력도 많이 감소하고, 전망도 좋지 않아 일자리도 줄여가고, 신입사원 채용도 꺼려하

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코로나 시대 이전, 2020년을 코로나 시대 이후로 두고 코로

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중소기업과 전반적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평균 차이분석을 통해 비교해보고, 상관분석

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망을 우선적으로 높인 이후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구인 구직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On November 17, 2019, an infectious disease with symptoms of pneumonia, called the Wuhan virus at the time,

occurred in Wuhan, China. Since then, the name has been changed to COVID-19, and the virus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the WHO has declared the highest warning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Pandemic". The

coronavirus has also caused great confusion in South Korea. This resulted in large infected people.The first

confirmed cases occurred on January 20, 2020, and the number of infected patients is steadily increasing after

experiencing several waves, and many corona confirmed cases are also occurring in 2021 after the year. As the

whole world enters a pandemic, walls are created between people and people, companies and businesses, and

countries and countries, and all growth stops or declines, including human relationships,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foreign industries. As a result, society in general is experiencing a lot of stagnation. Among th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are the basis of all growth in Korea, and youth who are trying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by entering society, are struggling to find jobs. Even before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difficulty of job hunting and the prosp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ere

not very good. In this situation, as the country’s overall economic situation is poor, the vitality of SME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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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a lot, the prospects are not good, so jobs are reduced,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due to reluctance

to hire new employees. In this study, with 2019 before the corona era and 2020 after the corona era, we compare

SMEs before and after the corona era and overall job search and job search activities through average difference

analysis, and whether they are affecting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this, it suggests a direction to

increase job search through corporate and government policies after raising the prospects of SMEs first.

Keywords :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SMEs) Prospect, Job-offer, Job-search, Corona, 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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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당시 우한 바이

러스라는 이름으로 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

이 발발했다. 우한코로나, 신종코로나 등 다양한 명칭

으로 불리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키워드 검색의

정확성을 위해 한글명 코로로19(COVID-19)로 공식

명명됐으며 해당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

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인 “팬데믹(Pandecmic)”을 선언을 하였다[1]. 나라와

나라사이의 이동은 기본이고, 일부 국가는 도시와 도

시 사이의 이동 역시도 통제 및 금지령을 선포하는

곳도 발생하였다. 코로나19(이후 코로나)는 대한민국

역시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큰 감염자들을 낳았는데,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2020년 2월 18일을 기

준으로 1차 파동, 2020년 8월 15일 이후 2차 파동 등

여러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 중

이고, 해가 지난 2021년도 역시 많은 코로나 확진자

가 발생 중이다. N차 파동을 거쳐가면서 정부는 꾸준

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코로나 확산

에 대비하였다. 이를 통해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

생하던 시기를 벗어나 현재는 300~400명대의 확진자

가 발생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하여

2021년 2월말부터 백신을 접종해오며 현재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

이 생기면서 인간관계, 국내사업 및 산업, 해외산업까

지 모든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서면

서 전반적인 사회가 많은 침체를 겪는 중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모든 성장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

업과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청년들은 구인 구직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인·구직의 어려움이나 중소기업

의 전망은 크게 좋지 못했다[2]. 이런 상황에 코로나까

지 발생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

니, 중소기업 활력도 많이 감소하고, 전망도 좋지 않

아 일자리도 줄어가고, 신입사원 채용도 꺼려하는 뉴

스들이 보도되고 있어 모두가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3,4].

김병태[5]는 현재 정부는 R&D 기술혁신 기반의 일

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 중이지만 투자 대비 사업화

능력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R&D 성

과창출 기반 조성 마련을 제안하였고, 장상수[6]는 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대

해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

시하였다. 김미곤[7]은 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

적 체계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간의 조화와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선순환 체

계 구축이 필요하고, 아울러 ‘병이 적고 적정 수의 의

사가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저비용 사회 구축, 그리

고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와 사회가치 기반 조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현재

기업의 일자리 및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성욱[8]은 감염병 발생이라는 외생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자구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구제정책과 시장안정에 중점

을 두자고 제안하여 코로나 시대에 집중해야 하는 부

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코

로나 발생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기업이나 자영

업자,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여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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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해왔다[9,10]. 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11]에서

는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전반적 산업에도 경제적 손실을 미칠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코로나 시대 이전, 2020

년을 코로나 시대 이후로 두고 2019년과 2020년의

차이, 즉,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중소기업과 전

반적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비교해보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절

에서는 중소기업 건강도와 구인·구직 인원 데이터에

대한 소개, 3절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통해 차이분석

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4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Data Information

2.1 중소기업 건강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 LG, SK 등이다. 그 뒤를

받쳐 사회의 궂은 일, 비주류 계열 등 사회를 탄탄하

게 해주는 기업들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각 기업의 경

기 전망 경제 환경 전망을 측정하는 지표인 SB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일 때 미래 기업의 경기전망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임

을 의미하고, 100 이상은 경기상승, 100 이하는 경기

하강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한 중소기업 건강도 데이터를 사용한다. 해당 데이터

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각 업종별로 조

사된 데이터이다. 이중 큰 틀로 분류가 가능한 건설

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총 5가지의

업종을 두고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 1과 그림 1을 확인한 결

과, 2019년도의 대한민국 중소기업 건강도는 100보

다 낮은 83.8의 값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에 크게 영향 받

지 않았던 2020년 1월, 2월 역시 81.1, 81.2로 전년

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후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인 2020년 2월 18일

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적은 SBHI 지수를 나타냈다.

4월, 5월의 SBHI 지수는 62.1, 61.9로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여 매우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전망을 나타냈

다. 이후 약간 반등하는 추세였으나 8월 15일의 2차

파동 이후 다시 지수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를 받쳐주는 여러 산업의 경

기 전망과 경제 전망이 상당히 암담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힘든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이었

다면, 코로나 이후는 SBHI 평균 지수가 12.3 정도 낮

은 값을 보여 더욱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해당

상황이 언제 회복되어 탄탄한 전망을 보일지 예측도

힘든 추세이다.

Table 1. 2019/2020중소기업 월별 건강도

2019 2020

월 건강도 월 건강도

1 80.9 1 81.1

2 76.4 2 81.2

3 85.8 3 80.1

4 85.5 4 62.1

5 87.5 5 61.9

6 86.9 6 65.0

7 82.7 7 69.0

8 80.9 8 71.9

9 83.3 9 67.8

10 87.1 10 71.4

11 84.0 11 73.7

12 84.5 12 72.3

평균 83.8 평균 71.5

Fig. 1. 2019/2020중소기업 월별 건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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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건강도 데이터를 통해 각

업종별, 연도별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존재하는 업종을 확인하

고자 한다. 

2.2 구인·구직

실업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

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다.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만 있는 문

제는 아니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제이다. 다만, 여

러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구인

하려는 행위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느끼면서 채용하

려는 회사나 구직하려는 실업자들에 대한 힘듦이 가

중되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 역시도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

업에 대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구인·구

직 활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

부 소속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2019년 1월부

터 2020년 12월까지의 구인·구직 인원과 각 직종별

구인·구직 인원을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2019년의 구

인과 구직, 2020년의 구인과 구직에 대한 기사가 결

집된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2.2.1 구인

표 2와 그림 2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월별

구인 활동 인원의 빈도분석 결과로 2019년도의 월별

평균 구인 인원은 175,280명이고, 2020년도의 월별

평균 구인 인원은 168,474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는 2월의 구인 인원이 155,805명으로 가장 낮은 구

인 인원을 보였고,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많은 구인 활

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기

전인 1, 2월은 전년 동월 구인 인원의 총합이 거의 비

슷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

가한 시기인 3월부터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구인 활

동을 보였다. 이중 2020년의 4월 구인 인원은

119,969명으로 가장 낮은 구인 인원을 보였고, 해당

시기에 코로나 이슈로 많은 시험과 채용 과정들이 미

뤄지고 취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구인 활동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부터는 전년 동월 기준 많은 구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그림 3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를 각 직

종과 지역별로 구인활동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지역별로 직종별 구인활동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강원도와 수도권, 전라도에서 서비스 직종(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이 39,090명, 281,535명,

75,138명으로 가장 많은 구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

났고, 경상도와 충청도는 생산 직종(설치, 정비, 생산

Table 2. 2019/2020월별 구인 활동

2019 2020

월 구인인원 월 구인인원

1 183,079 1 169,272

2 155,805 2 169,337

3 189,286 3 143,175

4 187,447 4 119,969

5 183,920 5 141,651

6 168,766 6 173,153

7 175,110 7 180,525

8 161,673 8 177,563

9 176,825 9 169,194

10 177,170 10 180,384 

11 173,613 11 197,200 

12 170,676 12 200,276 

평균 175,280 평균 168,474

Fig. 2. 2019/2020월별 구인 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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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182,624명, 98,363명으로 가장 많은 구인활동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직종(예술, 디

자인, 방송, 스포츠직)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낮은 구

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서비스 직종이 28,003

명, 72,648명으로 가장 많은 구인활동을 한 것으로 나

타났고, 경상도와 수도권, 충청도는 생산 직종이

165,949명, 272,591명, 102,147명으로 가장 많은 구

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직종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낮은 구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 전년대비 구인활동을 활발히 한 직종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건설직(건설 채굴직), 농림어

업직, 생산직, 서비스직, 영업직(영업, 판매, 운전, 운

송직), 예체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2019년보다

2020년에 구인활동을 더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는 사무직(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에서 구인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은 생산직

에서 구인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는

건설직, 공무직(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사무직, 생산직에서 구인활동을 많이 했으

며 충청도는 공무직, 연구직(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영업직, 의료직(보건 의료직)을 제외한 직종에서 구

인활동을 더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2019년 구인에 대한 빅카인즈 검색 결과

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표현한 결과이다.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

이고, 총 뉴스 검색 결과는 4,467건이다. 그림 5는

2020년 구인에 대한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워드클라

Table 3. 2019/2020직종 및 지역별 구인 활동

구인 인원 사무직 연구직 공무직 의료직 예체능직서비스직 영업직 건설직 생산직
농림

어업직

2019

강원도 78,906 8,710 2,875 4,148 2,621 1,157 39,090 5,034 1,840 10,490 2,941

경상도 524,652 69,225 30,013 29,899 20,711 6,577 116,499 40,035 17,340 182,624 11,729

수도권 994,519 150,887 48,161 36,747 27,035 15,026 281,535 105,808 41,307 271,067 16,946

전라도 256,448 31,592 15,532 18,040 9,404 3,926 75,138 16,307 9,843 61,683 14,983

충청도 248,845 32,282 13,695 10,968 6,735 2,556 48,385 16,061 8,641 98,363 11,159

2020

강원도 68,198 10,192 2,909 4,321 3,170 833 28,003 3,898 1,820 10,442 2,610

경상도 496,238 73,059 26,346 26,893 15,692 6,426 114,922 33,471 14,027 165,949 11,200

수도권 943,230 147,223 47,228 33,380 20,689 13,916 268,992 86,697 37,296 272,591 15,218

전라도 257,109 34,997 15,157 21,533 8,580 3,709 72,648 14,215 9,921 63,088 13,261

충청도 256,924 34,868 13,433 10,348 5,608 2,972 51,387 15,054 8,952 102,147 12,155

Fig. 3. 2019/2020직종별 구인 활동 비교.

Fig. 4. 2019년 구인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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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를 통해 표현한 결과이다. 기간은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이고, 총 뉴

스 검색 결과는 3,154건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2019

년도와 2020년도의 구인에 대한 가장 큰 이슈 차이

는 코로나 여부이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화상면접 등 이전과 다른 형

태의 구인 활동의 형태가 등장함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고 2019년과 2020년의 구인에 대한 뉴스

기사는 동일한 형태를 나타냈다.

2.2.2 구직

표 4와 그림 6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월별

구직 활동 인원의 빈도분석 결과로 2019년도의 월별

평균 구직 인원은 335,197명이고, 2020년도의 월별

평균 구직 인원은 375,443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는 1월 구직인원이 453,1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 9월 구직 인원이 296,827명,

295,123명으로 가장 낮은 구직 인원을 보였고, 상·하

반기 고루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는 12월 구직 인원이 468,7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월에는 334,336명으로 가장 낮은

구직 인원이 나타났고, 상·하반기 비슷한 흐름을 보

였다.

표 5와 그림 7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를 각 직

종과 지역별로 구직활동 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지역

별로 직종별 구직활동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020

년도의 모든 지역에서 사무 직종이 가장 많은 구직활

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예체능 직

종이 구직활동을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지역에서는 농림어업직종에서 낮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년대비 구직활동을

활발히 한 직종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경상도, 수도

권은 모든 직종 에서 2019년보다 2020년에 구직활동

을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는 농림어업직

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 구직활동을 많이 했으며

충청도는 생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 구직활

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건강도 데이터와 구인·구

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중소기

Fig. 5. 2020년 구인 워드클라우드.

Table 4. 2019/2020월별 구직 활동

2019 2020

월 구직인원 월 구직인원

1 453,142 1 430,658 

2 307,404 2 334,336 

3 376,591 3 377,625 

4 343,859 4 356,679 

5 321,442 5 340,454 

6 313,750 6 364,024 

7 351,844 7 406,364 

8 296,827 8 340,232 

9 295,123 9 357,767 

10 327,915 10 382,963 

11 310,612 11 345,452 

12 323,860 12 468,767 

평균 335,197 평균 375,443

Fig. 6. 2019/2020월별 구직 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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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전망과 구인·구직과의 관계를 보이고, 구인·구

직 데이터를 통해 각 직종별, 연도별 집단 간 차이분

석을 실시하여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구인·구직

활동 차이가 존재하는 직종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8은 2019년 구직에 대한 빅카인즈 검색 결과

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표현한 결과이다.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

이고, 총 뉴스 검색 결과는 7,739건이다. 그림 9는

2020년 구직에 대한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워드클라

우드를 통해 표현한 결과이다. 기간은 2020년 1월 1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이고, 총 뉴

스 검색 결과는 9,195건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2019

년도와 2020년도의 구직에 대한 가장 큰 이슈 차이

는 재취업과 실업이다. 

2019년은 재취업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실업에 대한 기사가 더 많

이 나타났다.

Table 5. 2019/2020직종 및 지역별 구직 활동

구직 인원 사무직 연구직 공무직 의료직 예체능직서비스직 영업직 건설직 생산직
농림

어업직

2019

강원도 114,593 29,819 5,027 9,556 6,060 2,994 25,491 9,198 6,989 14,098 5,361

경상도 1,148,716 287,483 65,396 78,988 58,541 26,091 239,385 98,129 42,235 236,552 15,916

수도권 1,995,283 527,283 126,848 142,160 77,413 100,658 499,371 170,974 59,485 279,055 12,036

전라도 378,305 94,357 21,441 36,084 23,438 9,178 72,455 27,694 16,576 69,355 7,727

충청도 385,472 102,904 22,688 29,515 18,196 9,253 65,655 29,059 16,489 86,714 4,999

2020

강원도 134,511 34,777 5,563 12,301 7,471 3,733 28,897 11,451 7,733 15,927 6,658

경상도 1,252,943 294,956 69,262 89,095 65,613 31,561 270,004 111,414 47,035 255,694 18,309

수도권 2,296,352 587,894 140,600 166,613 93,975 134,547 573,612 210,449 71,353 302,144 15,163

전라도 408,703 99,707 22,902 39,870 26,532 11,273 75,545 32,251 18,303 74,602 7,718

충청도 412,812 106,076 23,796 31,719 19,481 11,316 77,296 32,552 18,783 86,261 5,532

Fig. 7. 2019/2020직종별 구직 활동 비교.

Fig. 8. 2019년 구직 워드클라우드.

Fig. 9. 2020년 구직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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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alysis and Results

3.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월별 중소기업 건강도 데이터의

SBHI 지수와 월별 구인·구직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변수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 것

으로, 두 변수 중 하나의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변화하는 방향과 강도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6에서 2019년의 구인과 전

산업(0.722), 제조업(0.795), 비제조업(0.618), 서비스

업(0.694)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은 모든 업종과

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구인과 구직은 모든 업종과

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전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에서 구인 활동을 많이 할수록 중소기업의 건강도, 즉,

기업의 경기 전망과 경제 전망이 증가하는 형태였으

나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구인과 구직활동을 많

이 한다고 각 업종의 건강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중소기업 건강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건강도 데이터의 SBHI의

지수를 통해 업종별 연도별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

하여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존재하는 업

종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T-test를 실

시하였다. T-test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T-test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모든 업종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나 2019년과 2020년의 중소기업 건강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2019년 중소기업 건강도 평균이 85.58,

2020년은 76.03, 비제조업은 2019년이 83.30, 2020년

은 68.66, 서비스업은 2019년이 82.84, 2020년은

67.19, 전산업은 2019년이 83.47, 2020년은 70.73, 제

조업은 2019년이 83.75, 2020년은 74.69로 모든 업

종에서 2019년도의 중소기업 건강도 평균이 2020년

의 중소기업 건강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의 건강도 지수가 15.65

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시대 이후의 모든 업종에서 중소기업

의 경기 전망과 경제 환경 전망이 좋지 않음을 의미

한다. 60점대를 기록했던 4, 5월의 SBHI 지수를 70

점대로 올려놓기는 했으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중

소기업을 위한 정책안을 새로이 하여 경제적 위기상

황을 극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6. 중소기업 건강도 및 구인·구직 상관분석

년도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19

구인
0.722** 0.795** 0.618* -0.009 0.694*

0.008 0.002 0.032 0.978 0.012

구직
0.033 0.157 -0.063 -0.334 0.031

0.918 0.625 0.845 0.289 0.924

2020

구인
0.360 0.281 0.365 -0.142 0.412

0.251 0.376 0.243 0.660 0.183

구직
0.244 0.218 0.237 0.095 0.242

0.444 0.496 0.458 0.769 0.448

*p<0.05, **p<0.01

Table 7. 중소기업 건강도 T-test 결과

　업종 년도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건설업
2019년 85.58 4.613

4.710 0.000
2020년 76.03 5.296

비제조업
2019년 83.30 2.972

5.785 0.000
2020년 68.66 8.248

서비스업
2019년 82.84 3.208

5.560 0.000
2020년 67.19 9.208

전산업
2019년 83.47 3.399

5.483 0.000
2020년 70.73 7.297

제조업
2019년 83.75 4.575

3.923 0.001
2020년 74.69 6.56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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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인·구직 데이터를 통해 각 직종별,

연도별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코로나 시대 이

전과 이후의 구인·구직활동 차이가 존재하는 직종을

확인하고자 한다. 

3.3 구인구직 차이분석

2019년과 2020년의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T-

test를 분석한 결과, 표 8에서 모든 직종에서 유의확

률이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2019년과 2020년의

구인 인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2019년의 구인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T-

test를 분석한 결과, 표 9에서 모든 직종에서 유의확

률이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2019년과 2020년의

구직 인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2019년보다 2020년의 구직활

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중소기

업과 전반적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비교해보고, 서

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를 우리 모두가 극복

하기 위해서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전망

을 밝게 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소기

업 입장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구인·구직보단 각 기업

Table 8. 구인활동 T-test 결과

직종 년도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총인원
2019년 35,056.1 27,059.23

0.281 0.779
2020년 33,695.0 25,961.65

사무직
2019년 4,878.3 4,266.90

-0.165 0.869
2020년 5,005.7 4,207.54

연구직
2019년 1,837.9 1,347.25

0.361 0.719
2020년 1,751.2 1,284.56

공무직
2019년 1,663.4 1,371.01

0.236 0.814
2020년 1,607.9 1,195.25

의료직
2019년 1,108.4 786.51

1.697 0.092
2020년 895.7 569.55

예체능

직

2019년 487.4 422.95
0.307 0.759

2020년 464.3 401.36

서비스

직

2019년 9,344.1 7,535.67
0.300 0.765

2020년 8,932.5 7,491.78

영업직
2019년 3,054.1 3,100.02

0.964 0.337
2020년 2,555.6 2,538.27

건설직
2019년 1,316.2 1,191.91

0.567 0.572
2020년 1,200.3 1,040.94

생산직
2019년 10,403.8 7,876.77

0.116 0.908
2020년 10,237.0 7,852.27

농림

어업직

2019년 962.6 540.62
0.586 0.559

2020년 907.4 490.89

*p<0.05, **p<0.01

Table 9. 구직활동 T-test 결과

직종 년도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총인원
2019년 67,039.48 58,905.219

-0.697 0.487
2020년 75,088.68 67,382.874

사무직
2019년 17,364.10 15,421.938

-0.457 0.648
2020년 18,723.50 17,102.393

연구직
2019년 4,023.33 3,786.705

-0.475 0.636
2020년 4,368.72 4,175.799

공무직
2019년 4,938.38 4,397.076

-0.843 0.401
2020년 5,659.97 4,966.399

의료직
2019년 3,060.80 2,310.706

-1.059 0.292
2020년 3,551.20 2,743.138

예체능직
2019년 2,469.57 3,109.437

-1.096 0.275
2020년 3,207.17 4,182.491

서비스직
2019년 15,039.28 15,081.745

-0.693 0.490
2020년 17,089.23 17,268.862

영업직
2019년 5,584.23 5,104.716

-1.009 0.315
2020년 6,635.28 6,249.321

건설직
2019년 2,362.90 1,782.110

-1.022 0.309
2020년 2,720.12 2,036.440

생산직
2019년 11,429.57 8,712.397

-0.491 0.624
2020년 12,243.80 9,426.448

농림

어업직

2019년 767.32 612.544
-1.019 0.310

2020년 889.67 699.907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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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

소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R&D

사업, 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

여 보다 빠르게 미래 전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어느 정도 위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역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시적 접근으로 중소기업 건

강도가 코로나 시대 이전의 수준과 비슷해질 때 구인

과 연결된 기업정책, 정부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없던 감염병으로 인한 펜데믹 시대로 인

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어려

움에 봉착해있고, 끝없는 터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각자 개인의 위생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

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들을 위한 4, 5월의 중

소기업 건강도 지수를 극복했던 것처럼 먼 미래가 아

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

른 정책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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