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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액에 미치는 영
향이 인구 이동량을 매개로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주차(2월 10일～2월 16일)부터 19주차(5월 4일～５월 10
일)까지 13주간의 분석기간 동안 17개 광역시·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소상공
인 사업장 매출의 관계에 인구 이동량의 매개효과와 산업구조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미친 영향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산업은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재택근무 등 언택트 업무처리가 용이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적 타격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위축에도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언택트 소비에 수반되는 택배 서비스 수요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운수·창고업종의 범위가 넓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보다 세분
화된 업종 분류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별 산업구조
의 차이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과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발생한 경우 1차 때와 어떤 점에서 경제적 충격
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산업구조를 언택트 서비스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감염병
위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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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 번호 : L8, O2

․논문접수일 : 2020년 10월 8일, 심사 및 수정일 : 2020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3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57-1동, Tel : 010-3173-8163,
E-mail : foreshin@snu.ac.kr.

코로나19가 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17개 광역시·도의 산업구조 차이를 중심으로

43

Ⅰ. 서 론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빼고는 설명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
는 코로나19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1)하여 대구·경북의 집단 감염이 시작된 2
월 19일 이후 사람들의 이동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가 비말(droplet)을 통해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동과 모임을 제
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방역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
다. 코로나19 감염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인구이동 감소와 소비
의 위축은 자원의 이동과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
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산업의 경우 성장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산업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K자형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홍태희, 2020).
코로나19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활동이 재택근무로 가능한지 여
부와 경제활동 특성상 대면접촉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Fu & Shen 2020; 이성호·최석환, 2020). 경제활동 특성상 대면접촉
이 요구되는 관광 및 숙박·음식업과 재택근무가 어려운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이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제조업, 서
비스업의 비중에 큰 차이가 있어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소상공인 사업
장 매출에 미친 영향이 인구 이동량을 매개로 하여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의 경제

1) 연합뉴스(2020.09.10.), “한국인 ‘코로나19 걱정’ 선진국 중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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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충격이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지역경제 회복 방안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장 매
출에 대한 영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 위축을 통해 발
생할 수도 있지만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이동량 감소를 유발하여 간접적
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조절효과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지역별 코로나19
확산과 인구 이동 및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코로
나19와 같은 재난에 대한 위험인식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매개효과와 조절된 직접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결론에서 연
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논문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Ⅱ. 코로나19 확산과 지역별 경제활동 현황

1. 국내 코로나19 확산 및 이동량 현황
2019년 12월 중국 우한(wuhan)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강한 전염력을 가
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pandemic·세계
적 대유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조금씩 환자 수가 증가하다가 2월 19일 이후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2월 4주(2월 16일∼2월 22일)와 3월 1주(2월 23일
∼2월 29일)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
별 신규 감염자의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도 크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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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하면서 대구 지역의 자발적
인 이동제한을 권고하였다2).
<그림 1> 코로나19 확산 현황(2020년 2월 1주~2020년 5월 1주)

자료 : 질병관리청(KDCA)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의료진의
노력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사
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한 봉쇄조치(lockdown)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의 모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장소별 이동
량(mobility)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직장
(workplace), 소매점 및 여가시설(retail and recration), 교통환승지역(transit
station)에서의 인구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사람들의 이동량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산 및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Acemoglu et al., 2020).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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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이동량(Google mobility reports)

자료 : 질병관리청(KDCA), 구글(Google) 이동량 보고서(mobility report)

구글의 이동량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국내 인구 이동량
이 전체적으로 급감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글 이동량 자료
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 간 비교연구에는 유용하지만
국내 지역별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구글의 이
동량 자료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별 유동인
구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이동 장소의 분류 기준이 국내 이동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자료는 소매점과 여
가시설(retail and recreation), 식료품점 및 약국(grocery and pharmacy)이 구
분되어 있는데 국내 소상공인 사업장 분류에는 소매점과 식료품점 모두 포함
되기 때문에 연구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모바일 통신 서비스 회사인 SKT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지역별 이동량 자
료3)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지역의 이동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지역의 인구 이동량과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감소현황
경제활동은 자원과 사람의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 이동량은
에너지 사용량과 더불어 경제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Le
3) 통계청 보도자료(2020.5.15.),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 이동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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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ré et al., 2020). 따라서 지역의 인구 이동량 감소는 일정부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태경·길유미(2020)도 SKT 모바일 인구 이동량(2019∼2020년)과 KCB 국내
카드 사용액(2019∼2020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의 전
체적인 추이는 모바일 인구 이동량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만, 인
구 이동량 자료에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뿐만 아니라 공원산책 등 비경제적
활동에 따른 이동도 포함되므로 소상공인 매출액이 인구 이동량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지역별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이동량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지역 집단감염이 발생한 9주차(2월 24일∼3
월 1일)와 10주차(3월 2일∼3월 8일) 이동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95% 신뢰구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감염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
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구 이동량과 매출액 변화의 신뢰구간은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인구 이동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코로나19에 따른 인구 이동량과 매출액 변화율

자료 : 한국신용데이터(KCD), 질병관리청(KDCA), 통계청 보도자료.

48

산업연구 ｜ 2020년 제4권 제2호

Ⅲ. 전염병 위험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경제활동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증가는 노동력의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와 생산활동의 감소를 통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zili &
Arun).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이동이 줄어들어 발생
하는 소비위축이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Acemoglu et
al.(2020)가 선별적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optimal)
을 찾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봉쇄정책에 따른 인구 이동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인구 이동량(mobility)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인구 이동
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Yilmazkuday, 2020; Cuadrado et al., 202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코로나19 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량이 확진자 수에 미친 영
향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가 이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존재한다. 코로나19가 경
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및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이동량이 감소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Morita
et al., 2020; Engle et al., 2020).
Maloney & Taskin(2020)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직장(workplaces) 이
동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 경제활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봉쇄정책(lockdown)
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실제 경제활동은 봉쇄조치를 시행한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는 연구결과(Andersen et al.,2020)도 사람들이 감염병 확
산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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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강제적인 봉쇄조치가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4)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량과 소상
공인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
및 소비위축은 2015년 MERS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된 위험에 대한 반응이라
고 볼 수 있다(Comfort et al., 2020; Moon, 2020; Lee et al., 2020). 이처럼 코
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감염 위험을 증가시켜 사람들의 이동을 감소시
키고 이동량이 감소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이동량이 코로나19와 소상공인 매출 사이에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가설 1 : 코로나19와 소상공인 매출의 관계에서 인구이동은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2. 산업 특성별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은 산업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Fu
& Shen, 2020; Giammetti et al., 2020; 박희석 외, 2020; 이성호·최석환, 2020).
Fu & Shen(2020)는 중국의 경우 여행,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코로
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은 산업이라고 하였다. Giammetti et
al(2020)는 이탈리아의 경우 건설업과 숙박업 및 여가활동 관련 산업이 코로
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분야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중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의 강제적인 봉쇄정책(Lockdown)으로 인해 영향을 받
는 경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봉쇄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대체로 산업별 양
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신기동·유민지(2020)는 수도권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채

4) Pew Research(2020)는 14개국 국민 1만 4,2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수준인 89%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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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장 방문 후 결제하는 전통적 오프라인 채
널의 이용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승화·김정호(2020)도 코로나
19로 촉발된 언택트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빠른 수용으로 인해 해당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
면이나 언택트 기술과 관련있는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
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김종진, 2020). 또한 최성웅(2020)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과 산업별로 재택근무
가 가능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산업과 지역별 전체 일자리 중 35% 정도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금융과 정보서비스업의 재택근무 가능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산업 분야에 따라 언택트 기술로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부 대체
할 수 없는 분야도 존재한다.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
하정우·김창수(2020)는 관광업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분야라고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와 같이 관
광 소비가 반등되는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
다. 박희석 외(2020)는 서울시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업
종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정도를 추정한 결과 오락 문화, 음식 숙박 분야의
충격이 가장 크게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성호·최석환(2020)도 수원시의 신용
카드 가맹점 월별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대면접촉이 많은 여행, 문화 관련업종과 교통중심지 상권일수
록 더 큰 매출감소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코로나19가 사람 간 밀접 접촉(close contact)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들
의 생활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untact)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Economist(2020)가 코로나19 전후
구글 검색 키워드를 통해 사람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17개 광역시·도의 산업구조 차이를 중심으로

51

후 공연 관람(“ticket”)이나 외식(“restaurant”) 등의 검색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gastronomy”), 취미생활(“dumbbell”, “painting”)에
대한 검색량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Goldman Sachs(2020)도 미국의 모바
일 앱(App) 다운로드 및 이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eCommerce”) 등 비접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행(“travel”) 등의 이용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는 그와 관련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경우도 택배 배달업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 수가 증가하였으나 영업 특
성상 밀접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영화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5). 한편, 전염병에 대한 국내 유입에 대한 두려움6)으로
인해 각 국가마다 출입국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여행업 및 항공업의 경
우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7).
연구가설 2 : 코로나19 위험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을 것이다.

IV. 연구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위험이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
장 매출에 인구 이동량 감소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와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조절효과를 주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 이동량
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기 위해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t-1)주 값
으로 하여 1주간의 시차(time-lag)를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모형에서 매개변
5) 한국일보(2020.07.29), “코로나로 일자리 희비교차... CGV 2,500명 감소, 쿠팡 3,500명 증가”.
6) 해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전염병은 외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상태를
유발한다고 한다(Pappas et al., 2009).
7) 연합뉴스(2020.09.23.),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나나…여행사 약 1천곳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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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독립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이후에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길곤,
2020). 또한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인구 이동량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코로
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t-1)주 값으로 설정하여 내생성(endogeneity)8) 문제
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가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
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건부 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감염 위
험이 산업별 경제활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반영하
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가 매개변수인 인구 이동량에도 일정부
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인구 이동량 변수를 조절된 매개변수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림 4> 분석의 틀

자료 : 한국신용데이터(KCD), 질병관리청(KDCA), 통계청 보도자료.

8)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인구 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구 이동
량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존재하는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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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yes(2018)가 제시
한 process macro의 ‘model 5’를 기본으로 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Hayes(2018)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pyprocess와 문건웅(2019)의 processR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 데이터가 패널데이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주(week)를 시간더미변수로 공변량
(covariate)에 반영하여 일원 시간고정효과(one-way fixed effect)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과 1인당 GRDP의 경우도 공
변량으로 반영하여 이를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선정
지역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한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액 자료는 한국신용데이터(KCD) 데이터센터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는 전국의 약 60만개 사업장의 카드사 매입금액을 비식별화하여 분석한
값으로 산출된다. 특히 산정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평균(약 1억 9천만원)과
구간 분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매출액 평균값
(약 2억원)과 분포와 유사하여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액 자료를 나타내는 자료
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산출값은 전년도(2019년) 주간 매출액 대비 2020년
같은 주간 매출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로 설정한 인구 이동량 자료는 통계청 보도자료(2020.05.15)의 모
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동량 변화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의 인구
이동은 시군구간 이동을 말하며 본인이 실거주하는 지역 외 타 행정동을 30분
이상 방문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하였다. 구체적인 산출값은 코로나19 발
생 이전 기간인 2020년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의 이동량을 기준으
로 주(week)단위 이동량의 증감률을 나타낸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방법9)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9)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은 산업별 산출량, 고용, 생산성 등이 있다. Clark(1967)는 산업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 생산성으로 설명하였으며, Rowthorn & Ramswamy(1998)는 고용 비중

54

산업연구 ｜ 2020년 제4권 제2호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업체 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
우 업체의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산업분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포함되어 있는 고
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중 제조업, 도·소매업, 창고·운수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업으로 선정하였다. 해당자료는 월 단위로 발표되는 자료로
각 주별로 해당 월의 값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17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종사
자 비율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2020년 1월(p) 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독립변수로 구성한 지역별 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질병관리청(KDCA)
에서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 통계를 주간 단위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1인
당 GRDP와 고령인구 비율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1인당 GRDP는 연 단
위로 발표되는 자료로 2018년 기준값을 활용하여 시간불변(time invariant) 변
수로 구성하였다. 고령인구 비율은 월 단위로 발표되는 자료로 각 주별로 해
을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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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월의 값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구성과 측정지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종속
변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2020년 특정주간 매출액 / 2019년 같은 주간
매출액)*100}-100

독립
변수

ln(코로나19
확진자 수)

log(지역별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1)

매개
변수

인구
이동량

출처
한국신용데이터
(KDC)
질병관리청

(KDCA)
통계청
코로나19 발생 전 2주(2020.1.9~2020.1.22)
이동량을 기준으로 시군구간 이동 건수 증감률
보도자료
전체 종사자 수 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 (해당월 기준)
전체 종사자 수 중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
도·소매업
국가통계포털
종사자 비율 (해당월 기준)
고용노동부,
조절변수 운수·창고업 전체 종사자 수 중 운수·창고업 종사자의 비중
「사업체노동력
(산업구조) 종사자 비율 (해당월 기준)
조사」
숙박·음식업 전체 종사자 수 중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비중
종사자 비율 (해당월 기준)
전체 종사자 수 중 정보통신업 종사자의 비중
정보통신업
종사자 비율 (해당월 기준)
log(지역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ln(1인당 GRDP)
국가통계포털
연간 생산액 (2018년 기준))
지역
특성
고령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국가통계포털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시계열 단위는 주간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개체는 17개 광역시·도로 설정하였다. 공변량으로 설정한 패널데이터의 시간
고정효과 모형 적용을 위한 시간더미변수와 1인당 GRDP 및 고령인구 변수를
생략한 실증 분석 모형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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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매개효과와 조건부 직접효과 모형
이론적 모형

통계적 모형

매개효과와 조건부 직접효과의 구체적인 추정식은 식(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의 관계에서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조건부 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
는 ′  ′로 볼 수 있다.

  
  ′  ′  ′  

(1)

본 연구는 조절변수()로 지역의 5가지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을 설정하였
으므로 모형(1)부터 모형(5)까지 조절변수()가 달라진다. 모형(1)은 정보통
신업, 모형(2)는 운수·창고업, 모형(3)은 도·소매업, 모형(4)는 숙박·음식업, 모
형(5)는 제조업을 각각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모형
(1)부터 모형(5)는 조절변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분석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이동량을
매개로 하여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간접효
과   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다음
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조절변수에 따른 조건부 직접효과 추정을 위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와 각 모형의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조절변수의 특정값(평균-1SD, 평균, 평균+1SD)에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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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인구 이동량의 매개효과와 지역의 산업구조의 조건
부 직접효과를 종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V. 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의 기초적 통계량은 <표 2>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5.05% 감소하
였으며 -49%까지 감소했던 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이동량은 코로
나19 발생 전 2주에 비해 평균 –19.98% 감소하였으며 –57.3%까지 감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개 광역시·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간 평균 41.4명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2,300명까지 발생한 적이 있고 표준편
차가 221.6로 지역별, 시기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구조로
사용한 변수 중에서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평균 21.68%로 가장 높은 비율

<표 2> 기술적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221

-15.05

9.48

-49

4

인구 이동량

221

-19.98

14.52

-57.3

48

코로나19 확진자 수

221

41.41

221.68

0

2,300

제조업 종사자 비율

221

21.68

10.83

4.15

39.32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221

11.16

2.65

7.26

16.01

창고·운수업 종사자 비율

221

3.97

1.09

2.74

6.71

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

221

6.35

2.01

3.84

14.22

정보통신업 종사자 비율

221

1.86

1.71

0.67

8.32

1인당 GRDP

221

36,218

10,352

23,151

63,793

고령인구 비율

221

16.34

3.55

9.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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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였고 정보통신업 종사자 비율이 평균 1.8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
타냈다.

2. 상관관계 분석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종속변수
인 소상공인 매출액과 인구 이동량은 (+)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수와는 (-)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산업구조 변수와
지역 특성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
이동량의 경우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는 (+)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를 나타내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확인결과 모든 변수가 10 미만으로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독립변수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VIF는 2.09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중
공선성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Alli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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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소상공인
log(코로나19
제조업
도·소매업 창고·운수업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인구 이동량
사업장 매출
확진자 수)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log(1인당
GRDP)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1.000

인구 이동량

0.469*

1.000

ln(코로나19
확진자 수)

-0.627*

-0.254*

1.000

제조업
종사자 비율

-0.020

0.367*

0.059

1.000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0.093

-0.222*

0.317*

-0.619*

1.000

창고·운수업
종사자 비율

0.117

-0.055

-0.122

-0.300*

0.285*

1.000

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

-0.042

-0.484*

-0.156*

-0.657*

0.380*

0.318*

1.000

정보통신업
종사자 비율

-0.066

-0.138*

0.270*

-0.581*

0.578*

-0.004

0.203*

1.000

ln(1인당 GRDP)

-0.017

0.256*

-0.064

0.545*

-0.555*

-0.277*

-0.376*

0.035

1.000

고령인구 비율

0.035

0.228*

-0.014

0.016

-0.122

0.075

-0.088

-0.159*

-0.01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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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비율

1.000

3. 인구 이동량의 매개효과 분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의 관계에서 인구 이
동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시한 분석모형 중 모형
(model) 5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코로나19가 인구 이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절변수를 달리한 모형
(1)부터 모형(5)까지 모든 모형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 이동량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그림 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증가는 인구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인구 이동량의 매개효과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재추출된 표본 5,000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신
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인구 이동이 감소하였고 감소된 인구 이동은 다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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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이동량에 미친 영향 분석
(1) 정보통신업

ln(COVID)

(3) 도·소매업

(4) 숙박·음식업

(5) 제조업

coef.

t

coef.

t

coef.

t

coef.

t

coef.

t

-6.25***

-6.05

-7.42***

-6.79

-6.42***

-5.98

-6.99***

-5.46

-5.48***

-5.33

1.17**

1.76

2.31***

4.00

3.41***

4.63

-0.35

-0.78

1.54***

3.00

0.85

1.39

0.95*

1.76

0.36

0.86

1.07***

2.87

-3.98***

-12.60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0.94*

1.80

도·소매업

1.31***

4.17

1.13***

3.20

숙박·음식업

-3.50***

-9.92

-3.17***

-8.49

-3.07***

-8.30

제조업

0.23***

2.95

0.39***

3.34

0.46***

3.90

1.01***

8.78

ln(1인당 GRDP)

14.64**

2.57

2.36

0.27

-11.16

-1.54

-16.65*

-1.70

20.81***

3.12

고령인구 비율

0.82***

5.55

0.92***

6.09

0.86***

5.70

1.11***

6.44

0.76***

5.10

-73.73***

2.66

-21.16

-0.54

43.178

1.41

29.76

0.66

-89.77***

-2.70

_cons
N

221

221

221

221

221

Adj R2

0.725

0.724

0.723

0.629

0.714

주 : 시간더미변수 추정량은 생략함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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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구 이동량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모형

간접효과

Boot SE

모형(1)

-0.883

모형(2)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0.416

-1.915

-0.264

-1.036

0.492

-2.228

-0.319

모형(3)

-0.961

0.445

-2.083

-0.323

모형(4)

-1.050

0.501

-2.316

-0.337

모형(5)

-0.819

0.369

-1.766

-0.272

4. 지역의 산업구조의 조건부 직접효과 분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의 관계에서 지역의 산업
구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모형(1)과 모형(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산업구조 중 정보통신업 비중과 운수·창고
업 비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에 조절효과
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1)과 모형(2)의 조절변수가 조건
값(Mean-1SD, Mean, Mean+1SD)을 가질 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
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미친 조건부 직접효과의 추정량을 검증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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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코로나19와 소상공인 매출액 관계에서 산업구조의 조절효과 분석
(1) 정보통신업
coef.
t

(2) 운수·창고업
coef.
t

(3) 도·소매업
coef.
t

(4) 숙박·음식업
coef.
t

ln(COVID)

-6.38***

-6.77

-9.37***

-4.41

-2.80

-1.39

-4.82**

-2.14

-6.81***

-4.44

인구 이동량

0.14***

3.26

0.13***

3.21

0.14***

3.43

0.15***

3.40

0.14***

3.43

ln(COVID)×정보통신업

0.86**

2.49
1.27**

2.24
-0.17

-1.11
-0.01

-0.03
0.07

1.42

ln(COVID)×창고·운수업
ln(COVID)×도·소매업
ln(COVID)×숙박·음식업
ln(COVID)×제조업
정보통신업

-0.35

-0.54

0.68

1.62

0.83**

2.00

0.87**

2.09

1.05**

2.42

운수·창고업

0.89***

2.76

-0.08

-0.15

0.82**

2.44

0.91***

2.75

0.91***

2.79

도·소매업

-0.33

-1.47

-0.25

-1.08

-0.19

-0.70

-0.36

-1.57

-0.31

-1.36

숙박·음식업

-0.30

-1.14

-0.32

-1.21

-0.33

-1.23

0.30

-1.04

-0.35

-1.31

제조업

0.01

0.21

0.01

0.16

0.01

0.24

0.02

0.37

-0.007

-0.09

-15.14***

-2.90

-13.11**

-2.49

-13.92***

-2.62

-14.52***

-2.74

-14.25***

-2.70

-0.08

-0.85

-0.04

-0.42

-0.09

-0.90

-0.07

-0.76

-0.07

-0.75

2.88

59.12**

2.52

59.34**

2.49

62.86***

2.65

61.98***

ln(1인당 GRDP)
고령인구 비율
_cons
N
Adj R2

67.57***

주: 시간더미변수 추정량은 생략함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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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업
coe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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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21

221

221

221

221

0.765

0.763

0.759

0.757

0.760

<표 7> 조건부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정보통신 비중

Effect

SE

t

p

Mean-1SD (0.152)

-6.252

0.910

-6.870

<0.001

95% 신뢰구간
LLCI
ULCI
-8.036
-4.469

Mean (1.866)

-4.776

0.733

-6.511

<0.001

-6.213

Mean+1SD (3.580)

-3.299

0.973

-3.389

<0.001

창고·운수업 비중

Effect

SE

t

p

Mean-1SD (2.884)

-5.688

0.813

-6.994

<0.001

-5.207
-1.391
95% 신뢰구간
LLCI
ULCI
-7.282
-4.094

Mean (3.979)

-4.287

0.783

-5.472

<0.001

-5.822

-2.751

Mean+1SD (5.075)

-2.885

1.159

-2.487

0.013

-5.158

-0.612

-3.338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소상공인 매출의 관계에서 정보통신업 비중과
운수·창고업 비중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정보통신업 비중이 평균-1SD의 값을 가질 때보다 평균값과 평균값+1SD
의 값을 가질 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선 기울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운수·창고업의 경우도 평균+1SD 값을 가질 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정보통신업 및 운수·창고업
의 비중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감소의 영향을 완화시
키는 조절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코로나19와 소상공인 매출의 관계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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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인구 이
동량의 매개효과와 산업구조의 조절효과를 종합하면 <그림 8>과 같다. 조절
변수를 정보통신업 비중으로 설정한 모형(1)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
자 수 증가는 인구 이동량을 매개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조건부 직접효과는 정보통신업 비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 조건값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
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를 운수·창고업 비중으로
설정한 모형(2)의 경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인구 이동량을 매

<그림 8> 코로나19와 소상공인 매출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결과
인구 이동량의 매개효과와 정보통신업 비중의 조건부 직접효과 (모형 1)

인구 이동량의 매개효과와 운수·창고업 비중의 조건부 직접효과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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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건부 직접효과는 운수·창고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가 소상공인 사
업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정보
통신업 비중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수·창고업의 조절효과는 택배 수요의 증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운수·창고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석에는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경제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해
졌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19일 대구·경북지역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
로나19 위험을 인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량을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경제활동 및 소비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와
언택트 소비에 따른 택배 배송 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국내 인구 이동량과 소상공인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이동의 매개효과와 산업구조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2020년 7주차(2월 10일～2월 16일)부터 19주
차(5월 4일～５월 10일)까지 13주간의 분석기간 동안 17개 광역시·도의 코로
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의 관계에서 인구 이동량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이동량은 모든 분석모형에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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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이로 인해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
어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분
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감염 위험과 소상공인 사업
장 매출액의 관계에서 지역 산업구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정보통신
업과 운수·창고업 비중의 경우만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 비중이 조건값(평균+1SD)
을 가질 때 코로나19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완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위험으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 기술의 바탕이 되는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운수·창고업의
경우 언택트 소비에 수반되는 택배 서비스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운수·창고업의 범위가 넓어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운수·창고
업의 세부 비중을 반영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코로나19가 1차로 확산된 13주간의 자료에서도 코로나19가 인구 이동
량과 소상공인 매출액과 같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 실증적인 분석결과에
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가 실제로 13주라는 짧은 기간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산업구조를 언택트 서비스와 연
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의 2차,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1차 때와 어떤 점에서 다르게 나타났
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매출액 데이터가 해당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정도를 파
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이나 표본의 산업분류가 확인되지 않아 산업구조
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경제활동 자료 등의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좀 더 구
체적인 상권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8월과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2차, 3차 확산에 대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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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경제적 충격이 1차 확산 때와 어떤 측면이 유사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 위기가 발생할 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효
과적인 정책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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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ID-19 Impact on Regional Economic Activities:
Focusing o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Differences
Hyunjae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mo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dustrial structure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new COVID-19 confirmed cases in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sales of small busi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bility has a mediating on the
effect of the number of new COVID-19 confirmed patients on the sales of
small business. It was found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nd the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industries have a
moderating effect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n the number of new
COVID-19 confirmed cases on the sales of local small business. In the post
COVID-19 era, efforts to minimi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will be needed through efforts to integrate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with Untac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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