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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고령화, 산업침체와 같은 문제

의 근본원인은 급격한 인구유출에 있으며, 이러한 인구

이탈은 농촌의 일자리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Lee, 2013a). 인구유출이 지역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

한 농촌어메니티 관광자원 개발(Ahn, 2010), 향토산업육

성(Kim et al., 2012), 6차산업자원 개발(Yang et al., 2014)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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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Park and Kim, 2010)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기도 하였다. 지역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여 고용유연성

(Lee, 2013b), 기업지배구조(Jung, 2008) 및 산업다양성

(Ryu et al. 2014) 등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여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노

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산업

다양성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역산업 다양성의 증가가 노동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으

로 기여한다는 주장(Izraeli and Murphy, 2003; Malizia 

and Ke, 1993; Simon, 1988; Trendle and Shorney, 2003),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Mason and Howar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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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Mizuno et al., 2006; 

Ryu and Yoon, 2007)이 공존하는 등 분석대상에 따라 연

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도출된 결과를 분석대상과 다른 지역과 산업에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시지역과 제조업을 위주로 진행

된 기존 연구결과를 농촌지역과 농업분야의 노동시장 안

정성 분석에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체 관련 통계자료에 등록된 종사자 수를 바탕으

로 노동시장 규모의 증감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분석대상에 따라 종사자의 재직형태

(Keum and Cho, 2001)나 기업규모(Ryu, 2009)에 따른 고

용안정성을 연구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Lee, 2012) 연

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Byun(2010)의 연구에서는 전반

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과 관련한 연구는 전체 노동시장

의 변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종사자 개인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안정성인 고용안정성을 다루어 지역 또는 산업 

전반에 대한 노동시장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시장을 분석한 연구사례에서도 제조업 중심으

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Sung, 2000), 기업의 관점에서 

종사자의 변화양상을 다루고 있어(Hong, 2015) 이러한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혹은 농업 관련 노동시장의 안정

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2011)의 연구

를 통해 국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한 사례

가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대상이 도시지역과 제조업・서

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결

과를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자의 고용안전성(Koo, 2016)을 분석한 사례

가 있으며, Kim(2013)는 산업별 고용안정성 분석을 수행

하면서 농촌지역의 농업 이외의 산업과, 도시지역의 농

업 분야의 고용안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

도 하였으며, Lee(2013a)는 대기업을 유치를 통한 농촌지

역의 노동시장 확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의 생존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Park, 

2013; Ryu, 2013; Hong and Im, 2015), 산업별(Sung, 

2000; Park, 2011), 신생사업체 대상(Na and Lee, 2007; 

Kim et al., 2014)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신규사업체(Lee, 

2016)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사업체

와 연관된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유형별 분석 사례

는 부족하다. 특히,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농촌지역 노동

시장, 그리고 농업 부문의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노

동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체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후에 이 일자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사업체의 생멸에 비해 노동시장은 환경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취약성은 더 크

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

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이탈이 지역산업 축소, 사업체 

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침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인

구유출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농촌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의 안정적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종사자 수의 증감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농

촌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별로 안정된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

체 유형과 불안정한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

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체 유형과, 지원이 필요한 유

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사업체 유형

별 종사자 규모의 증감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지역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 방안을 연

구하고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

련하는 데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산업군, 종사자규모, 존속기간, 그리고 

설립주체별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

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농촌 지역 노동시장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동시장

의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시장 규모가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 종사자 개개인의 고용연속

성이 아닌 사업체 유형별로 전체 종사자 수의 변화를 바

탕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II. 기본 이론

1. 노동시장 안정성

노동시장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분석 대상에 따라 크

게 종사자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다루는 분야와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종사자 규모의 안정성을 다루는 분야로 나

눌 수 있다. 전자는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종사자의 장기근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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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과 같은 고용형태를 통해 종

사자가 현재의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확률의 관점

(Gottschalk and Moffit, 1999; Keum and Cho, 2001)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후자는 사업체가 고용하

는 종사자의 전체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

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된 총인원 또는 신규 채

용한 인력을 통해 전체 종사자 규모의 관점(Ahn, 2009; 

Ahn, 2011)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일자리 수의 변화를 기

준으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

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

서 후자의 관점인 종사자 규모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 안

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과 

산업연구원(2013)의 연구에서는 고용규모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

별 종사자 수의 변동률을 산정하고, 이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를 통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2. 사업체 유형분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종

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체의 유형은 사업체가 속

한 산업별, 고용된 종사자 규모별, 설립 후 영업한 존속

기간별, 설립하고 운영하는 설립주체별로 구분하였다. 또

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업별 유형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에 해당하면 1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에 해당하면 2차 산업, 그리고 그 외의 

운송업, 금융업,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유형은 영세・소・
중・대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에 

따라 5인 미만의 ‘영세기업’, 30인 미만의 ‘소기업’, 300

인 미만의 ‘중기업’, 3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분류하

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 기업규모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농림어업, 금융업, 

숙박업 등의 사업체는 200인 이상부터, 임대업의 경우는 

50인 이상부터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시행령 상으로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나(중소기업중

앙회, 2015)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종사자 수의 증감

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

업체 규모별 유형을 구분하였다. 

사업체 존속기간별 유형은 ‘신생기업’, ‘성장기업’, ‘안

착기업’으로 구분하였다. Lee(2016)의 연구에서 분석한 

신생사업체의 설립이후 생존율 변화곡선을 참고하여 사

업체 설립 이후 영업기간에 따라 생존율이 불안정한 3년 

미만의 ‘신생기업’, 생존율이 안정되어가는 10년 미만의 

‘성장기업,’ 생존율이 안정적인 10년 이상의 ‘안착기업’

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설립주체별 유형은 ‘개인사업

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

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이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의 조직형태로 설

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법인’, 학교·의료 및 종교·재

단 ·사단 등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회사이외법인’, 법인

격이 없는 종교단체·종친회·후원회 등으로 운영되는 ‘비

법인단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

는 학교·의료 법인과 입법·사법·행정기관과 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였다.

3. 농촌지역 노동시장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노동시장 안정성에 어떠한 특

성이 있으며, 도시지역과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구직을 위한 인구유출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Lee, 

2013), 이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

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won and Kim, 2014). 농

촌지역 신규사업체의 생존율을 분석한 Lee(2016)의 연구

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위치한 신규사업체 경우의 평균생

존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지만 생존율의 안정성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2016)의 연구

에서는 1차 산업인 농림어업 신규사업체의 생존율 안정

성도 분석하였는데 1차 산업 신규사업체의 생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불안정하며 특히 도시지역에 위치한 1차 산

업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의 생

존안정성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산업

별 분류를 포함한 사업체의 유형별로 해당 사업체에 근

무하는 종사자의 규모, 즉 노동시장의 크기가 어떻게 변

화해 왔으며 그 안정성은 사업체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Kim(2014)은 농촌 내 고용문

제에 있어서 농업 외 타산업의 고용 또한 중요하며, 동

시에 도시지역의 농업분야 고용문제 분석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사업체 유형별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

석하였으며, 이를 도시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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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사전적으로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

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농촌진흥청, 2016)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고 ‘동’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

정구역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노동안정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의 수를 바탕

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산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1998-2006)와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2007-2012) 원시자료(micro-data)에 수록된 

사업체 정보로부터 지역코드, 산업코드, 창업년도, 조직

형태코드, 그리고 종사자 수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지역코드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업체로 구분하는 데에 활용하였

으며, 산업코드는 1・2・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데에 활

용하였다. 창업년도는 사업체의 창업 후 존속기간을 산

출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조직형태 코드는 사업체의 설

립주체를 구분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수를 통해 사업체를 규모별로 분류하고, 각 사업체 유형

별 종사자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연도별 원시자료에 등록된 사업체 수의 총합과 종

사자 수의 총합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010년까지는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추세

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0년 이후에 등록된 

종사자 수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에 사업체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종사

자 수가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시자료에 등록된 종사

자 집계기준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시자료를 활용하

여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설립

주체별 노동시장 분석은 원시자료 내에 설립주체를 나타

내는 ‘조직형태’ 코드가 2001년도부터 5가지 분류 형태

에 대해 모두 조사되어있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안정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 증감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으며, 식(1)을 통해 연도별 원

시자료에 등록된 종사자 규모의 변동률을 계산하였다. 

          (1)

여기서 Ri,t 은 i 유형 사업체의 t 년도 종사자 규모 

변동률을 의미하며, Ni,t 는 t 년도에 i 유형 사업체에 등

록된 종사자 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Ri,t 값이 1.0 보다 

크면 해당 유형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의 규모가 증가

한 것이면 1.0 보다 작으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종사자 수의 총합이 각 유형별 사업체의 노동

시장 규모에 해당하며, 이들 규모의 변동성을 분석함으

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산

업별, 규모별, 존속기간별, 설립주체별 그리고 도시와 농

촌의 지역별 사업체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을 파

악하기 위해 각 유형별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의 유형 

i 에 따른 평균( )과 표준편차()를 각각 식(2)와 식(3)

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식 (4)에 의해 산정함으로써 종사자 

규모의 변동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종사자 규모의 변

동률은 상대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즉 변화가 클

수록 변동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2)

  



  



   
     (3)

         (4)

여기서, ts 는 분석의 시작년도, te 는 분석의 종료년

도를 의미하며, 식 (5)에 의해 산정되는 n 은 분석을 수

Figure 1. Total companie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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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연도의 수를 의미한다. 

          (5)

본 연구에서는 변동률이 전체적으로 1.0 이상을 유지

하여 종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성장하였고, 변동계수의 

값이 작아 노동시장 규모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수록 노

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종사자 수

의 급증 구간이 많은 사업체 유형일지라도 종사자 감소 

구간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경우, 즉 변동률 1.0 이하의 구

간이 많으며 변동계수 값이 큰 경우는 노동시장이 불안

정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종사자 기본현황

분석에 사용한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 원시

자료에 등록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변동 상황을 

Figure 1을 통해 살펴보면 2010년까지 매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는 이러한 종사자 수의 증가 이면에 각 사업

체 유형별로 등록된 종사자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를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사업체 유

형은 사업체의 산업, 존속기간, 고용규모 및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농

림어업 부문의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별도의 사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농민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림

어업 분야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큰 폭으

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체의 존속기간

별 종사자의 비율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설립 후 10년 

이상 생존하여 사업체의 생존성이 안정적인(Lee, 2016) 

‘안착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도시지역과 농

촌지역에서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

별 종사자 비율 변화는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종사자 30인 미만

Urban Area Rural Area
Classification 1998 2010 1998 2010

Industrial Group

Surviving 
Duration
(years)

Employment 
Scale (persons)

2001 2010 2001 2010

Founder 
Group

Figure 2. Proportions of employees by business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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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기업’의 비중이 도시지역

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만드는 지역 노동시장의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사업체의 설립주체별 종사자 비율에서는 농촌지역

과 도시지역 모두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의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기준으로 

전체종사자 중 ‘개인사업체’나 ‘회사법인’에 등록된 종사

자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83%, 농촌지역이 80%로 집계되

었다.‘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사업체 유형의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별

도로 수행하였다.

4. 종사자 분류 유형별 교차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역별 및 사업체 유형별 분류에 

있어서 각 유형별 종사자 분포가 서로 독립적인지를 판

별하기 위해 2000, 2005, 2010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카

이제곱검정(χ2, chi-squared test)을 통한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다. 사업체 산업별, 존속기간별, 규모별 종사자의 

분포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지를 Pearson’s χ2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분석결과 도시와 농촌지역의 종사자 분포와 

산업군, 사업체 존속기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분

포는 모두 p-value < 0.01 로 나타나 ‘지역과 사업체 유

형별 종사자 분포는 독립’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종사자 분포의 지역별 분포와 사업체 유형별 분

포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분류별 종사자의 분포가 사업체 

규모의 소, 중, 대 분류 및 존속기간 분류별 분포와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

시하였다. 교차분석에 있어 전국단위, 도시지역 및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산업별 종사자 분포

는 사업체의 존속기간 및 규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한정하

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산업별, 존속기간별, 규모별 분류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Business
Categories

Year Nation
Urban 
Areas

Rural 
Areas

Durationa)

2000 1.E+06*** 6.E+05*** 4.E+05***

2005 1.E+06*** 7.E+05*** 4.E+05***

2010 9.E+05*** 6.E+05*** 4.E+05***

Scaleb)
2000 3.E+05*** 3.E+05*** 2.E+04***

2005 2.E+05*** 2.E+05*** 2.E+04***

2010 4.E+05*** 3.E+05*** 5.E+04***

Note 1)***p < 0.01
Note 2)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surviving period 

and b)employment size

Table 2. Pearson’s χ2 between industrial groups and 
business groups of employees

IV. 연구결과

1. 도시, 농촌지역 노동시장 안정성

도시와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동률을 Figure 3에 정

리하였으며,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의 노동시장 변동

률을 각각 Figure 4와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이들 노동

시장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1998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체적인 변동률은 평균 1.03, 변동계수는 도시지역이 

0.016, 농촌지역이 0.019로 두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Annual fluctuation rates of labor 
markets in urban and rural areas 

Year Industrya) Durationb) Scalec)

2000 4.E+05*** 6.E+04*** 1.E+06***

2005 5.E+05*** 4.E+04*** 2.E+06***

2010 7.E+05*** 2.E+04*** 2.E+06***

Note 1)***p < 0.01
Note 2)The region is categorized by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Table 1. Pearson’s χ2 between regional groups and 
business groups o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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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 나타난 ‘개인사업체’가 조성한 노동시장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2001년도에 변동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Lee(2016)에 의하

면 사업체의 생존율은 설립 후 2년차에 가장 취약한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개인사업체 설립이 급증하였다 

2-3년 이후에 사업체 생존율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추정하였다. 이후에는 노동시장 규모의 증가와 감

소가 반복되는 모습을 나타내 2001년을 제외하고는 노

동시장이 일정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에 나타난 ‘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변동률이 

급감하는 구간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1.0 이상의 변

동률을 보여 시장의 규모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법인’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도

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개인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usiness 
Type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Total 1.03 0.016 1.03 0.019
Private 1.02 0.028 1.02 0.032
Company 1.04 0.033 1.06 0.025

Table 3. Average(Avg.) and Coefficient of Variance 
(C.V.) of Labor Market’s Variability

Figure 4. Annual fluctuation rates of labor markets in 
individual proprietorship group

Figure 5. Annual fluctuation rates of labor markets in 
incorporated company group

2.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

사업체의 유형을 산업, 설립 후 존속기간, 종사자 규모별

로 앞서 정리한 유형별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 

유형별 종사자 규모의 변동률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규모의 변동률 즉, 종사자 합계

의 연도별 변화율을 Figure 6에 나타내고 변동률의 평균

과 변동계수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1차 산업인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제조업의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의 노동시장은 

변동률이 평균 1.0 이상, 변동계수도 0.033 미만으로 농

림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경우 Figure 6에서 나타난 것처럼 변

동 폭이 크며, 변동률 1.0 미만의 노동시장 감소 구간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농

림어업 노동시장의 변동률은 도시지역에서 평균 0.99, 변

동계수 0.084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는 평균 0.94, 

변동계수 0.145로 나타났다.

설립 후 존속기간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설립 후 3년 

미만 경과한 ‘신생기업’, 10년 미만의 ‘성장기업’, 그리고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으로 갈수록 노동시장이 안

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사업체의 생존율이 증가하는데(Lee, 2016), 이로 인해 사

업체의 생존기간이 길수록 폐업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줄어드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창업 후 

존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신생기업’과 ‘성장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규모의 변동성에 있어 연도별 변화가 도시와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Industrya)

Primary 0.99 0.084 0.94 0.145
Secondary 1.01 0.033 1.04 0.025

Tertiary 1.04 0.018 1.03 0.020
Durationb)

0-3 yrs 1.01 0.063 1.01 0.045
4-9 yrs 1.03 0.034 1.03 0.030
+10 yrs 1.05 0.035 1.05 0.032

Scalec)

Tiny 1.02 0.021 1.01 0.027
Small 1.04 0.051 1.04 0.028

Medium 1.04 0.024 1.04 0.034
Large 1.02 0.071 1.03 0.078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Table 4. Variability of Labor Market by Business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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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지역의 차이보다

는 사회・경제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종사자 수에 따른 사업체 규모별 분석결과 노동시장

의 증가율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소기업’과 ‘중기업’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는 5인 미만의 ‘영

세기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영

세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났으나, ‘소기업’과 ‘중기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노동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

간이 많았으며 변동계수도 도시지역 0.071, 농촌지역 

0.07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

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고용창출을 위해 농촌지

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노동시장 안정성

사업체 설립주체에 따라 해당 사업체 유형의 노동시

    Primary      Secondary   Tertiary

a) Industrial Group

    0-3 years     4-9 years    over 10 years

b) Surviving Duration

1-4 persons 5-29 persons

30-299 persons over 300 persons

c) Employment Scale

Figure 6.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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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정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립주체별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설립주체 유형 중에서 

앞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난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가. 개인사업체

Figure 7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개인사업체’의 유

형별 노동시장 연간 변동률을 나타내었으며, Table 5에

는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의 변동률 평균과 변동계수를 

정리하였다.

산업별 안정성 분석에서는 통계 원시자료에 ‘개인사업

체’로 등록되어 있는 광업・제조업의 2차 산업과 서비스

업의 3차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림어업의 1차 

산업 종사자 중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는 

없었으며 이는 농어민의 경우 별도로 사업체 등록을 하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인사업체’의 경

우 전체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

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사업체 

설립 후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일지라도 노동시장

 - None - 

  Primary      Secondary   Tertiary

a) Industrial Group

    0-3 years     4-9 years    over 10 years

b) Surviving Duration

1-4 persons 5-29 persons

30-299 persons over 300 persons

c) Employment Scale

Figure 7.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individual proprie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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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급감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생기업’과 ‘성장기업’의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 

‘개인사업체’의 노동시장은 사업체의 존속기간과 관계없

이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7과 Table 5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체의 규모

가 ‘영세기업’, ‘소기업’・‘중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노동시장의 변동계수가 급격하게 커지고 안정

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던 앞선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기

업’ 노동시장의 변동계수는 도시지역이 0.444, 농촌지역

이 0.911로 나타나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 종사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조성하

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며, 그보다 규모가 큰 사업체 집

단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종사자 30인 

이상의 ‘중기업’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

동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고용된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Industrya)

Primary - - - -
Secondary 1.00 0.043 1.02 0.047

Tertiary 1.02 0.027 1.02 0.031
Durationb)

0-3 yrs 1.00 0.056 1.00 0.045
4-9 yrs 1.03 0.046 1.01 0.043
+10 yrs 1.05 0.039 1.04 0.042

Scalec)

Tiny 1.01 0.022 1.01 0.029
Small 1.03 0.071 1.04 0.068

Medium 1.03 0.065 1.03 0.100
Large 1.07 0.444 1.20 0.911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 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Table 5. Variability of Labor Market in Private 
Businesses

나. 회사법인 사업체

‘회사법인’ 노동시장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를 정

리한 Table 6를 살펴보면 ‘회사법인’의 노동시장 변동계

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igure 8

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분석결과에서는 농림어업 분야 ‘회사법인’ 노

동시장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이 1.0 미만인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노동시장의 규

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변동계수가 도시지역이 0.136, 농

촌지역이 0.120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지역 농림어업 ‘회사법

인’ 노동시장은 변동률 평균이 0.98로 나타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존속기간별 분석결과에서는 ‘신생기업’의 노동시장 안

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업’과 ‘안착기업’

의 노동시장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변동계수

가 0.5 이상으로 변동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

동률이 전반적으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노동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Industrya)

Primary 0.98 0.136 1.02 0.120
Secondary 1.02 0.047 1.05 0.026

Tertiary 1.06 0.043 1.07 0.038
Durationb)

0-3 yrs 1.03 0.101 1.02 0.070
4-9 yrs 1.06 0.061 1.05 0.050
+10 yrs 1.04 0.058 1.08 0.052

Scalec)

Tiny 1.09 0.092 1.11 0.087
Small 1.06 0.056 1.08 0.041

Medium 1.05 0.033 1.06 0.034
Large 1.02 0.094 1.02 0.100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 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Table 6. Variability of Labor Market in Incorporated 
Companies

사업체 규모별 분석결과에서는 ‘영세기업’에서는 노동

시장 변동계수가 ‘개인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

으나 ‘소기업’과 ‘중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변동

률이 1.0 이상을 유지하며 변동계수도 ‘개인사업체’의 경

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변동률의 평균은 낮고 변동계

수는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법인’의 경우 종사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유형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

의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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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농림어업 

분야 ‘회사법인’의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을 별도로 분

석하여 그 결과를 Figure 9와 Table 7에 나타내었다. 존

속기간별 안정성 분석에서는 농촌지역의 농림어업 ‘회사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존속기간이 많이 경과한 사업체 

유형일수록 노동시장이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존

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안착기업’에서 조차 변동계수가 

0.135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존속기간에 상

관없이 노동시장 변동률이 1.0 미만의 감소 구간이 많았

으며 변동계수가 모두 0.2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림어업분야 ‘회사법인’의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0년 이상 존속한 ‘안

착기업’의 경우에도 변동계수가 0.23으로 매우 높게 나

  Primary      Secondary   Tertiary

a) Industrial Group

    0-3 years     4-9 years    over 10 years

b) Surviving Duration

1-4 persons 5-29 persons

30-299 persons over 300 persons

c) Employment Scale

Figure 8.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incorporated company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Durationa)

0-3 yrs 0.99 0.220 1.04 0.292
4-9 yrs 0.98 0.202 1.01 0.179
+10 yrs 1.01 0.230 1.05 0.135

Scaleb)

Tiny 0.99 0.181 0.98 0.155
Small 1.02 0.167 1.02 0.157

Medium 0.99 0.191 1.07 0.251
Large - - - -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 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Table 7. Variability of Labor Market in Incorporated 
Companies of Prima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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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시지역의 농림어업 ‘회사법인’의  종사자 고용규모

가 안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안정

성 분석결과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

없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중기업’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가장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산업 유형에서는 ‘중

기업’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4. 산업별 노동시장 안정성

전국단위, 도시지역, 농촌지역에서 1차, 2차, 3차 산업

별로 노동시장의 변동성 평균과 변동계수를 분석하였으

며, 이를 사업체 존속기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Table 8에, 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농림어업 분야인 1차산업 노동시장 규모

의 변동성은 평균이 낮으며 변동계수는 큰 것으로 나타

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에 

위치한 1차산업의 노동시장 변동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

나 안정적인 시장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중규모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이 

Categories Industrial Group
Regiona)     Primary   Secondary     Tertiary

Scaleb) Avg. (C.V.) Avg. (C.V.) Avg. (C.V.)

Nation
Tiny 1.00 (0.09) 1.01 (0.04) 1.02 (0.02)

Small 0.98 (0.06) 1.04 (0.06) 1.04 (0.05)
Medium 0.93 (0.18) 1.03 (0.04) 1.05 (0.03)

Large   - - 0.99 (0.08) 1.05 (0.10)

Urban Areas
Tiny 0.99 (0.12) 1.01 (0.04) 1.02 (0.02)

Small 1.01 (0.11) 1.03 (0.07) 1.05 (0.05)
Medium 0.97 (0.13) 1.02 (0.05) 1.05 (0.03)

Large   - - 0.98 (0.10) 1.05 (0.10)
Rural Areas

Tiny 1.00 (0.09) 1.02 (0.05) 1.01 (0.03)
Small 0.98 (0.08) 1.06 (0.05) 1.03 (0.03)

Medium 0.91 (0.24) 1.05 (0.04) 1.05 (0.04)
Large   - - 1.01 (0.08) 1.08 (0.14)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region, and 
c)surviving period

Table 9. Variability of Labor Market by Industrial Group, 
Region and Employment Size

    0-3 years     4-9 years    over 10 years

a) Surviving Duration

1-4 persons 5-29 persons 30-299 persons

b) Employment Scale
Figure 9.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incorporated company of primary industry

Categories Industrial Group
Regiona)     Primary   Secondary     Tertiary

Durationb) Avg. (C.V.) Avg. (C.V.) Avg. (C.V.)

Nation
0-3 yrs 0.98 (0.19) 0.99 (0.09) 1.01 (0.06)
4-9 yrs 0.96 (0.17) 1.02 (0.05) 1.04 (0.03)
+10 yrs 0.96 (0.20) 1.03 (0.05) 1.05 (0.03)

Urban Areas
0-3 yrs 1.02 (0.32) 0.99 (0.10) 1.01 (0.06)
4-9 yrs 1.01 (0.36) 1.02 (0.06) 1.04 (0.03)
+10 yrs 1.01 (0.22) 1.02 (0.06) 1.06 (0.03)

Rural Areas
0-3 yrs 0.97 (0.21) 1.01 (0.08) 1.01 (0.04)
4-9 yrs 0.95 (0.12) 1.03 (0.04) 1.03 (0.04)
+10 yrs 0.94 (0.21) 1.07 (0.05) 1.04 (0.02)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region, and 
c)surviving period

Table 8. Variability of Labor Market by Industrial Group, 
Region and Surviv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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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계수도 크며 변동률이 낮아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V. 결  론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유출과 같은 인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방안이 

‘6차 산업’, ‘도・농 연계사업’ 등의 논의를 통해 다루어

져왔다. 이들 논의의 핵심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이탈을 방지하고 귀농, 귀촌인

구의 유입을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별로 각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를 위한 각종 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체의 산업・존속기

간・규모・설립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지역의 분석결과와 비교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

보에 유리한 사업 유형과 불리한 사업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시

와 농촌의 지역별 종사자 분포와 사업체의 산업별, 존속

기간별, 규모별 종사자 분포를 교차분석한 결과 두 분포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종사자 분포와 사업체의 규모 및 존속기간 별 분

포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노

동시장의 안정성 분석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2005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노동시장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설

립주체에 따라 ‘회사법인’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이 ‘개인

사업체’의 노동시장보다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산업별 분류에서는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시장이 다

른 광업・제조업 분야나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안정성

이 낮고 노동시장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후 존속기간이 긴 사업체가 보다 안정

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농촌지

역에서는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비교에서는 종사

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노

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300인 이

상의 ‘대기업’ 특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이 조성

하는 노동시장은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내어 안정적 노동시장 조성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사업체 설립주체 별로 조성하는 노동시장 분석결과에

서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5인 이하인 ‘영

세기업’에서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였으며, ‘회사법

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형태가 안정적 노동시장 조

성에 유리하였다. 두 설립 유형 모두 ‘대기업’ 규모의 사

업체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조성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법인’

에서 조성하는 농림어업분야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에서

는 설립 후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의 경우에도 안

정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중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착기업’과 ‘중기업’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에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

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안착기업’과 ‘중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 

이를 사업체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

으로 취약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유형이 발견되었다. 

‘회사법인’의 사업체와 ‘안착기업’, 그리고 ‘중기업’은 유

형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은 사

업체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도시지역 농림어업 분야의 

‘회사법인’・‘안착기업’, 그리고 농촌지역 농림어업 분야

의 ‘회사법인’・‘중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

은 매우 취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정적 노동시

장 확보에 유리한 사업체 유형으로는 종사자 5인 미만인 

‘영세기업’의 ‘개인사업체’, 그리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의 ‘중・소기업’의 ‘회사법인’ 형태가 도출되었으며, 농

촌지역의 경우 ‘소기업’이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에 유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사법인’의 경우 도시지역

과 농촌지역 모두 ‘중기업’의 사업체가 가장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안정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

타난 사업체 유형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설립주체에 따

라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에 불리해 질 수 있는 만큼 사

업체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

련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할 것을 판

단된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농림어업 분야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분야 사업

체의 설립은 법률상에 명시된 조건이 엄격하고, 사업에 

따라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 

농촌지역 그리고 농림어업 분야 노동시장의 확보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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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많은 제도적, 정책

적인 보완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황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을 위한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영세기

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

석되어, 농촌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

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도시와 농촌지역, 그리고 각 유형별 사업체가 조성하

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 

노동시장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

업체기초통계조사(1998-2006)’와 ‘전국사업체조사

(2007-2012)’에 등록된 사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

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분석하였기에 농민과 같이 별도의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는 고려하지 못하였

다. 또한, 사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와 같이 사업체 

고유 코드가 필요한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결

과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별 특성

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분

석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종류에 

따른 안정성 분석과 지역인구, 산업 및 경제와의 연관성

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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