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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둔화되었으며, 수출과 소매판매는 증가

•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생산지수 감소

- 중소제조업 : 98.2(’19) → 94.0*(’20) [4.2p↓]       * 중소(94.0) < 대(110.3) 

- 중소서비스업 : 107.8(’19) → 103.8*(’20) [4.0p↓]   * 중소(103.8) < 대(109.5)

• 중소기업 수출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수출비중은 증가 

• 수출액 : 1,009억달러(’19) → 1,007억달러(’20) [0.2%(2억달러)↓]

• 수출비중(중소기업/전체) : 18.6%(’19) → 19.7%(’20) [1.1%p↑]

• 소매판매는 비대면 관련 업태는 증가하고, 대면 중심의 업태는 감소세 전환 

- (증가) 무점포소매(24.2%), 슈퍼마켓·잡화점(5.2%) / (감소) 면세점(-37.6%), 백화점(-9.9%)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자금사정은 악화 

•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대출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  

- 대출금리 : 3.67%(’19) → 2.97%(’20) [0.7%p↓]

- 대출잔액(은행권) : 716.7조원(’19) → 804.6조원(’20) [12.3%(87.9조원)↑]  

•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BSI)는 60p대로 하락 

- 자금사정지수 : 72.3(’19) → 66.3*(’20) [6.0p↓]    * 중소(66.3) < 대(84.3) 



 중소기업 고용은 감소세로 전환하고, 창업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청년과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 취업자 수 : 2,452.9만명(’19) → 2,423.2만명(’20) [1.2%*(29.7만명)↓]

 * 증감률(’19∼’20) : 29세 이하(-5.9%), 숙박·음식점업(-6.6%), 도·소매업(-4.3%)

- 일시휴직자 수 : 34.4만명(’19) → 75.0만명(’20) [118.4%(40.6만명)↑]  

• 자영업자 수는 2020년 기준 553.1만명으로 전년 대비 1.3%(7.5만명) 감소 

- 증감률(’19∼’20)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0.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2%) 

• 창업기업 수는 서비스업과 기술기반업종 중심으로 증가  

- 증감률(’19∼’20) : 서비스업(+17.9%), 기술기반업종(+3.8%), 제조업(-4.6%)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시

<중소기업의 ‘With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촉진>

•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추진 

• 중소기업 사업전환 컨설팅 강화(금융기관 참여 활성화) 

<중소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

•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건강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

<한국형 PPP* 제도 도입>

* Paycheck Protection Program(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면제하고 보조금으로 전환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

•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 강화 

• 청년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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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개요 

 분석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변화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분석내용

• 대·중소기업 경영활동 변화(생산, 수출, 판매, 자금) 

• 대·중소기업 취·창업자 수 변화(업종별·연령별) 

 분석자료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MDIS)

• 통계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분석기준(연단위 실적) 

• (월합계) 수출, 판매, 창업, (월평균) 생산, 고용, 금리, 자금지수, (연말) 대출잔액 

구분 분석내용 분석자료

생산
제조업 생산지수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

서비스업 생산지수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수출 수출액과 수출비중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중소벤처기업부)

판매
소매판매액(업태별, 재별)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온라인쇼핑 판매액(판매매체별, 상품군별) 온라인쇼핑동향조사(통계청)

자금

은행 대출잔액 금융시장동향(한국은행)

은행 대출금리 금융시장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자금사정지수 기업경기조사(한국은행)

고용 취업자 현황(업종·연령, 일시휴직자)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창업 창업기업 현황(업종·연령) 창업기업동향(중소벤처기업부)

<표 1> 분석내용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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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경영활동

가. 생산활동

(1) 제조업  

 2020년도 중소제조업 생산지수(94.0)는 대기업(110.3) 대비 낮은 수준

• 중소제조업은 2019년 대비 4.2p 감소한 반면, 대기업 제조업은 1.1p 증가 

• 중소제조업은 –1.8p(’18∼’19)에서 –4.2p(’19∼’20)로 감소폭 심화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18~’19) 증감(’19~’20)

전    체 106.1 106.6 106.3 0.5 △0.3

중소기업 100.0 98.2 94.0 △1.8 △4.2

대 기 업 107.9 109.2 110.3 1.3 1.1

<표 2> 제조업 생산지수
                                                          (단위: p)

  주 : 2015=1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0년도 중소제조업 생산은 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2%*까지 하락했으나, 3분기 이후 감소폭이 다소 완화  

* 팬데믹 선언(3.11) 후 각국의 조업 중단에 따른 대내외 수요 감소에 기인

[그림 1]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2020)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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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  

 2020년도 중소서비스업 생산지수(103.8)는 대기업(109.5) 대비 낮은 수준

• 중소서비스업은 2019년 대비 4.0p 감소하여, 대기업 서비스업(-0.2p)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중소서비스업은 2.0p(’18∼’19)에서 –4.0p(’19∼’20)로 감소세 전환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18~’19) 증감(’19~’20)

전    체 106.9 108.4 106.2 1.5 △2.2

중소기업 105.8 107.8 103.8 2.0 △4.0

대 기 업 108.4 109.7 109.5 1.3 △0.2

<표 3> 서비스업 생산지수
                                                         (단위: p)

  주 : 2015=100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0년도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3월 이후 감소세 지속

• 팬데믹 초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8월, 12월)에 큰 폭으로 감소

*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 등의 부진 심화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 

* 중소서비스업 생산 증가율(’21) : (1월) -5.7%, (2월) -1.6%

[그림 2] 중소서비스업 생산 증가율(2020)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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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실적

 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액(1,007억달러)은 전체 수출의 19.7% 차지

• 중소기업 수출은 2019년 대비 0.2%(2억 달러) 감소했지만, 대기업(-7.5%)과 

중견기업(-4.2%)에 비해 선방 

•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6%(’19) → 19.7%(’20)로 증가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   체 6,048 5,422 5,125 △10.4 △5.5

중소기업 1,052 1,009 1,007 △4.1 △0.2

중견기업 1,010 932 893 △7.7 △4.2

대 기 업 3,974 3,471 3,212 △12.7 △7.5

기    타 12 10 13 △18.5 26.3

<표 4> 기업유형별 수출액
                                                          (단위: 억달러,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은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증가폭 확대  

•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다가, 9월 이후 증가세 지속* 

* 10월 조업일수 영향(전년 동월 대비 –2.0일) 배제시 6.8% 증가  

• 중소기업 수출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  

*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21) : (1월) +14.5%, (2월) +4.1%, (3월) +17.1%

[그림 3]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2020)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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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활동

(1) 소매판매액 

 2020년도 소매판매액(475.2조원)은 전년 대비 0.4%(2.0조원) 증가

• 무점포 소매(+24.2%), 슈퍼마켓·잡화점(+5.2%) 등 비대면 관련 업태는 호조  

• 면세점(-37.6%), 백화점(-9.9%) 등 대면 중심의 업태는 감소세 전환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 465.0 473.2 475.2 1.8 0.4

백화점 30.0 30.4 27.4 1.4 △9.9

대형마트 33.5 32.4 33.8 △3.1 4.2

면세점 19.0 24.9 15.5 31.1 △37.6

슈퍼마켓·잡화점 46.5 44.2 46.5 △4.9 5.2

편의점 24.4 25.7 26.5 5.3 3.2

승용차·연료 소매점 101.6 100.6 104.7 △0.9 4.0

전문소매점 139.9 135.4 122.0 △3.2 △9.9

무점포 소매 70.3 79.6 98.9 13.2 24.2

<표 5> 소매판매액(업태별)
                                                          (단위: 조원, %)

  주 : 무점포소매는 매장 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업태를 의미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재별로는 내구재(+11.4%)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준내구재(-11.7%)는 감소

• 내구재 : 승용차(+17.8%), 가전(+18.5%), 가구(+23.7%) 등

• 준내구재 : 의복(-16.9%), 신발·가방(-24.8%) 등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 465.0 473.2 475.2 1.8 0.4

내구재 116.4 118.0 131.4 1.3 11.4

준내구재 105.0 105.7 93.3 0.7 △11.7

비내구재 243.7 249.5 250.5 2.4 0.4

<표 6> 소매판매액(재별)
                                                          (단위: 조원, %)

  주 : 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 주로 고가 / 준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 주로 저가 / 비내구재는 1년 미만 사용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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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쇼핑 판매액

 2020년도 온라인쇼핑은 판매액(159.4조원)은 전년 대비 16.7%(22.8조원) 증가

• 모바일쇼핑이 100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온라인쇼핑 판매액의 67.9%를 차지

• 최근 3년간(’17~’20) 모바일쇼핑 판매액*은 2배 이상 증가

* 모바일쇼핑 판매액: (’17) 52.9조원 → (’20) 108.3조원 [55.4조원(104.6%)↑]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A) 113.3 136.6 159.4 20.6 16.7

인터넷쇼핑(B) 44.1 49.2 51.2 11.6 3.9

비중(B/A) 38.9% 36.0% 32.1% - -

모바일쇼핑(C) 69.2 87.4 108.3 26.2 23.9

비중(C/A) 61.1% 64.0% 67.9% - -

<표 7> 온라인쇼핑 판매액(판매매체별)
                                                          (단위: 조원, %)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상품군별로는 가정 내 생활 증가로 비대면 관련 상품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 

• 음식서비스(+78.0%), 식품(+50.8%), 생활(+41.6%) 등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 113.3 136.6 159.4 20.6 16.7

가전 16.9 20.1 25.5 18.6 27.0

도서 2.6 2.8 3.5 6.3 26.4

패션 36.8 43.1 45.5 16.9 5.7

식품 13.4 17.2 25.9 27.8 50.8

생활 13.7 16.1 22.8 17.5 41.6

서비스 26.9 34.9 32.4 29.4 △7.2

음식서비스 5.3 9.7  17.3 85.0 78.0

기타 2.9 2.5 3.8 △11.6 51.8

<표 8> 온라인쇼핑 판매액(상품군별)
                                                          (단위: 조원, %)

  주 : 서비스는 여행·교통서비스, 문화·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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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금사정

 2020년도 중소기업 대출잔액(804.6조원)은 전년 대비 12.3%(87.9조원) 증가

• 대출잔액 증가율은 7.1%(’18∼’19)에서 12.3%(’19∼’20)로 증가폭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에 기인

• 개인사업자 대출은 386.0조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46.9%(’18) → 47.2%(’19) → 47.9%(’20)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 824.1 869.0 976.4 44.9 (5.4) 107.4 (12.4)

중소기업 669.4 716.7 804.6 47.3 (7.1) 87.9 (12.3)

개인사업자 313.8 338.5 386.0 24.7 (7.9) 47.5 (14.0)

대기업 154.7 152.3 171.8 △2.4 (△1.6) 19.5 (12.8)

<표 9> 은행권 대출잔액
                                                          (단위: 조원(%)

  주 : 대출잔액은 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자금사정은 악화

• 중소기업은 대출금리(2.97%)는 전년 대비 0.70%p 하락

• 자금사정지수(66.3)는 전년 대비 6.0p 하락하며 60p대를 기록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18~’19) 증감(’19~’20)

대
출
금
리

전체 3.66 3.54 2.84 △0.12 △0.70

중소기업 3.88 3.67 2.97 △0.21 △0.70

대기업 3.33 3.34 2.64 0.01 △0.70

자
금
사
정

전체 82.2 82.4 75.7 0.2 △6.7

중소기업 71.9 72.3 66.3 0.4 △6.0

대기업 90.4 92.3 84.3 1.9 △8.0

<표 10> 대출금리와 자금사정지수
                                                          (단위: %. %p, p)

  주 : 자금사정지수는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가중평균금리, 기업경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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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고용과 창업

가. 고용동향

(1) 취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2,423.2만명)는 전년 대비 1.2%(29.7만명) 감소

• 전년 대비 +23.0만명(’19)에서 –29.7만명(’20)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며, 2018년 

수준을 하회  

• 대기업 취업자 수(267.3만명)는 전년 대비 3.0%(7.9만명) 증가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 26,822 27,123 26,904 301 (1.1) △219 (△0.8)

300인 미만 24,299 24,529 24,232 230 (0.9) △297 (△1.2)

300인 이상 2,524 2,594 2,673 70 (2.8) 79 (3.0)

<표 11> 전체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주 : 수치는 반올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업종별로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 심화

• 증감 : 도·소매업(-8.4만명→-15.4만명), 숙박·음식점업(+5.4만명→-15.0만명)

• 증감률 : 숙박·음식점업(+2.4%→-6.6%), 도·소매업(-2.3%→-4.3%)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제조업 3,658 3,596 3,546 △62 (△1.7) △50 (△1.4)

건설업 1,983 1,963 1,960 △20 (△1.0) △4 (△0.2)

도·소매업 3,637 3,553 3,399 △84 (△2.3) △154 (△4.3)

숙박·음식점업 2,224 2,277 2,127 54 (2.4) △150 (△6.6)

<표 12> 중소기업 취업자 수(업종별)
                                                         (단위 : 천명(%))

  주 : 수치는 반올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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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수 감소

• 60세 미만 취업자 수(1,924.5만명)는 전년 대비 3.3%(66.5만명*) 감소

*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폭(-5.9%, -20.7만명)이 가장 크게 나타남 

• 60세 이상 취업자(498.7만명)는 전년 대비 8.0%(36.8만명*) 증가

* 보건·사회복지(+10.5만명), 농업(+5.6만명), 제조업(+3.2만), 건설업(+2.7만명) 등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29세 이하 3,468 3,526 3,319 58 (1.7) △207 (△5.9)

30대 4,712 4,629 4,483 △83 (△1.8) △145 (△3.1)

40대 5,973 5,799 5,604 △174 (△2.9) △195 (△3.4)

50대 5,902 5,956 5,839 54 (0.9) △118 (△2.0)

60세 이상 4,244 4,619 4,987 374 (8.8) 368 (8.0)

<표 13> 중소기업 취업자 수(연령별)
                                                         (단위 : 천명(%))

  주 : 수치는 반올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도 중소기업 일시휴직자(75.0만명)는 전년 대비 118.4%(40.6만명) 증가

• 사업부진·조업중단의 사유로 인한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수(36.0만명)는 전년 대비 

673.3%(31.3만명) 증가

*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시행 

•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중 사업부진·조업중단 비중 : 13.6%(’19) → 48.0%(’20)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18~’19) 증감(’19~’20)

전체 333 344 750 11 406

사업부진·
조업중단

47 (14.3) 47 (13.6) 360 (48.0) △0.9 313

<표 14>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수
                                                         (단위 : 천명(%))

  주 : 1) ( )는 전체 대비 비중. 수치는 반올림하고, 증감은 반올림한 결과를 계산         

2) 일시휴직은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에 속하지만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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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2020년도 임금근로자 수(2,033.2만명)는 전년 대비 0.5%(10.8만명) 줄었으며, 

비임금근로자 수(657.3만명)는 전년 대비 1.6%(11.0만명) 감소

• 임금근로자 수는 임시근로자(-31.2만명)와 일용근로자(-10.1만명) 중심으로 감소

*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

• 비임금근로자 수는 자영업자(-7.5만명), 무급가족종사자(-3.5만명) 모두 감소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임금근로자 20,084 20,440 20,332 356 (1.8) △108 (△0.5)

상용 13,772 14,216 14,521 444 (3.2) 305 (2.1)

임시 4,851 4,795 4,483 △56 (△1.2) △312 (△6.5)

일용 1,460 1,429 1,328 △31 (△2.1) △101 (△7.1)

비임금근로자 6,739 6,683 6,573 △56 (△0.8) △110 (△1.6)

자영업자 5,638 5,606 5,531 △32 (△0.6) △75 (△1.3)

무급가족 1,101 1,077 1,042 △24 (△2.2) △35 (△3.2)

<표 15>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단위 : 천명(%))

  주 : 상용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임시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미만의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도 자영업자 수(553.1만명)는 전년 대비 1.3%(7.5만명) 감소

• 고용원 있음(137.2만명) : 전년 대비 10.8%(16.6만명) 감소했으며, 감소폭 확대 

• 고용원 없음(415.9만명) : 전년 대비 2.2%(9.1만명) 증가했으며, 증가폭 확대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 체 5,638 5,606 5,531 △32 (△0.6) △75 (△1.3)

고용원 有 1,651 1,538 1,372 △113 (△6.8) △166 (△10.8)

고용원 無 3,987 4,068 4,159 81 (2.0) 91 (2.2)

<표 16> 자영업자 수
                                                          (단위 : 천명(%))

  주 : 수치는 반올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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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동향

 2020년도 창업기업 수(148.5만개)는 전년 대비 15.5%(20.0만개) 증가

• 기술기반업종(22.9만개)은 전년 대비 3.8%(0.8만개) 증가

• 제조업(5.0만개)은 전년 대비 4.6%(0.2만개) 감소 

• 서비스업(132.9만개)은 전년 대비 17.9%(20.2만개) 증가

*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이 56.5%(15.8만개) 급증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전체 1,344 1,285 1,485 △59 (△4.4)  200 (15.5) 

기술기반업종 212 221 229 8 (3.9) 8 (3.8) 

제조업 57 52 50 △5 (△8.7) △2 (△4.6) 

건설업 67 66 66  △1 (△1.7)  0 (0.1) 

서비스업 1,172 1,127 1,329  △45 (△3.9)  202 (17.9) 

<표 17> 창업기업 수(업종별)

(단위 : 천개(%))

  주 : 수치는 반올림하고, 증감은 반올림한 결과를 계산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 60세 이상(24.0만개)은 전년 대비 38.1%(6.6만개) 증가

• 29세 이하(+19.1%), 30대(+7.6%), 40대(+10.0%), 50대(+15.1%)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18~’19) 증감(률)(’19~’20)

29세 이하 139 147 175 8 (5.6) 28 (19.1) 

30대 304 294 316 △10 (△3.3) 22 ( 7.6) 

40대 388 356 391  △32 (△8.3) 35 (10.0) 

50대 340 314 361 △26 (△7.6) 47 (15.1) 

60세 이상 173 174 240 1 (0.8) 66 (38.1) 

<표 18> 창업기업 수(연령별)

(단위 : 천개(%))

  주 : 수치는 반올림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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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가. 시사점 

 중소기업 수출과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대면서비스 취업자 수 감소 

•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6%(’19) → 19.7%(’20)로 1.1%p 증가

• 무점포소매(+24.2%), 내구재(+11.4%), 모바일쇼핑(+23.9%) 중심으로 소비 증가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의 감소세 심화

* -8.4만명(’19) → -15.4만명(’20) / ** +5.4만명(’19) → -15.0만명(’20) 

 중소제조업의 경영활동 둔화  

•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98.2(’19) → 94.0*(’20)으로 4.2p 감소

* 중소제조업(94.0) < 대기업제조업(110.3) / 중소제조업(94.0) < 중소서비스업(103.8)

• 창업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창업은 감소**

* 128.5만개(’19)→148.5만개(’20) [15.5%↑] / ** 5.2만개(’19)→5.0만개(’20) [4.6%↓]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금부담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 취업자 증감(’20) : 중소기업 –29.7만명(1.2%↓), 대기업 +7.9만명(3.0%↑) 

•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716.7조원(’19) → 804.6조원(’20)으로 12.3%(87.9조원) 증가 

-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 : 72.3(’19) → 66.3(’20) [6.0p↓]

 취업자 수 감소는 29세 이하에서, 창업기업 수 증가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음

• 중소기업 취업자 수 증감(률)

- 29세 이하 : -20.7만명(5.9%↓), 전체 : -29.7만명(1.2%↓)

• 중소기업 창업기업 수 증감(률) 

- 60세 이상 : +6.6만명(38.1%↑), 전체 : +20.0만명(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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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With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촉진 

•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추진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예) 건물, 기계장치 등 H/W(유형) 비용의 50%

- (예) 교육훈련,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등 S/W(무형) 비용의 75% 

※ 일본은 2021년도에 1조 1,485억엔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컨설팅 강화(금융기관 참여 활성화) 

 중소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 

•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  

- 일하는 방식 개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 생산성 향상 시책 추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건강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책정,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방지 등  

한국형 PPP* 제도 도입  * Paycheck Protection Program(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면제하고 보조금으로 전환 

* (예)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예: 60%)을 급여에 사용 

•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업규모별로 대출한도를 설정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 

•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 강화 

• 청년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 연수 후 취업 모델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과 대학원생 간 매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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