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요즘 많은 대학생들은 입학의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생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일

반화되어있을 정도로 대학생활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이 된지 오래고[1],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4.4%, 실업률은 9.3%로 전체 고용률 

61.2%, 실업률 4.0%에 비해 저조하게 집계되어 청운의 꿈을 가득 채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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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학 졸업자들은 취업 절벽에 절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학생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이 낮을

까? 본 연구는 지역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의 B대학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포하여 56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 자료의 분석결과 ‘취업하고 싶은 직장 형태’로서의 중소기업은 네 번째였으나, ‘취업

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형태’로는 첫 번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5%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

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교육 및 진로 지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근무환경’, ‘급여수준’, ‘적성과 흥미’, ‘고용 안정성’, ‘기업평판’ 순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graduates are despairing about the employment cliff,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suffering from labor shortages. 

Is university students have a low perception of employment in SM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on employment of SME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ll students of B university and 562 respondents 

answere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SMEs were the fourth in the type of job they wanted to work, but the first in the type 

of job that is likely to work. 76.5%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are willing to work in SMEs, which means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employment in SMEs has increased considerably,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it in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employment of SMEs were ‘working environment’, ‘pay level’, ‘appropriation and interest’, 

‘employment stability’, and ‘corporate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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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고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원 수 300명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88개

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중 54.6%가 직원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현상을 겪

고 있다[3]. 인력이 부족한 직무분야는 생산/현장직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획/전략(26.4%), 영업(24.1%), 연구개발

(20.3%), IT/정보통신(17.5%), 인사/총무(16.0%), 마케팅/홍보(14.6%), 재무/회계(14.2%) 등의 순이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

원(2020)의 2020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이 0.4%인데 비해 중

소중견 사업체의 부족률은 2.9%에 달했다[4]. 대기업은 1,951명(0.4%)으로 5.1%, 중견기업은 882명(0.8%)으로 2.3%인 비중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35,091명(3.1%)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92.5% 비중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인력 확보 및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청년층 대상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5]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양명주(2015)는 청년층 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생의 구직

기간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6]. 즉, 청년층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생 및 대졸자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의 정규직을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을 기피하면서 자발적인 실업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5].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인 청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6,7]. 또한 중소기업이 높은 고용 비중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

결을 위한 충원이 어려운 이유는 중소기업의 근무기피 의식,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작업환경, 회사 소재지의 지리적 위치 등이 

주원인으로 조사된바 있다[8].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적금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청

년에 한하여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소득세 감면, 산업단지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정책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7,8].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의 B대학교 학생들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

식도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 또는 기피 사유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먼

저 고용 및 실업률의 사회적 동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다

음, 중소기업의 개요와 중요성 파악과 함께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 자료의 조사개요를 살펴보고 대상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선호 직장형태, 중소기업 취업 인식, 중소기업 취업 영향요인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 B대학교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진로 지도에 있어서 중

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 개요

다음 백과사전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이르는 말로써, 경제정책의 수립, 산업동향의 파

악, 업종에 따른 기업의 단계별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나라마다 다양한 기준을 정해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고, 그중 중소 규모의 기

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한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나 자산액 ‧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

준에 따라 규정되지만,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경제상황, 여건, 정책 등에 따라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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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규모 등이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9],이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에 해당한다. 외형적 판단기준인 규모 기준으로는 ‘주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의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인 독립성 기준으로는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2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 Table 1에서 보듯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9.9%이고, 근로자의 83.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며 고용창출의 주

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울경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체 수에서는 99.9%의 비중으로 전국적인 비중과 동일하지만, 중소기업 근

로자 수의 비중은 91.5%로 전국적인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매출액은 2,662조 9천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tatus

구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국
6,643,756개 6,638,694개(99.9%) 5,062개(0.1%)

20,591,641명 17,103,938명(83.1%) 3,487,703명(16.9%)

부울경 

부산
431,469개 431,202개(99.9%) 267개(0.1%)

1,173,936명 1,090,184명(92.9%) 83,752명(7.1%)

울산
125,446개 125,352개(99.9%) 94개(0.1%)

383,478명 337,241명(87.9%) 46,237명(12.1%)

경남
417,518개 417,331개(99.9%) 187개(0.1%)

1,145,747명 1,045,679명(91.3%) 100,068명(8.7%)

소계
974,433개 973,885개(99.9%) 548개(0.1%)

2,703,161명 2,473,104명(91.5%) 230,057명(8.5%)

자료 :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은 소규모의 특성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나고 빠른 시장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업종으로 높은 고용효과로 인해 국민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는 뛰어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10].

중소기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

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취업 및 구직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대졸 청년구직자는 

25.1%로 나타났으며 35.1%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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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분석

하규수(2011)는 서울시내 대학생 418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하여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대학생들

의 중소기업 선택가치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1]. 양명주(2015)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3-4학년 25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여 한국대학생의 중소기업 입사 기피를 유발하는 정서 ‧ 성격적 요인을 탐색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상

기 요인들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차원 및 군집을 확인하며, 탐색된 요인들의 개념적 구조 및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

하고자 했다[6].

장현진(2016)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

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였다[7]. 최다빈(2020)은 충북 소재 대학의 3-4학년 145명을 대상으로 기존 

설문조사 방식과 더불어 서술형 응답을 수집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인식, 대학생이 가지는 좋은 일자리에 대

한 기대를 분석하고, 단어 간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 취업 관련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12].

김강호(2021)는 전국 대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4년제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여 대학생 진로지도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5]. 하규수(2014)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생 332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잠재적 취업준비자의 기대가치를 파악하여 그들이 대기업

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8].

선행연구들은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 선호 영향 요인, 중소기업 기피 요인 탐

색,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 요인, 중소기업 취업 인식 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는 최다빈

(2020)의 연구였는데, 설문 대상이 3-4학년에 한정되고 표본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다룬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특

정 학교의 전교생을 표본으로 하여 교육 및 진로 지도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 인식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3. 자료 분석

3.1 조사 개요

부산의 B대학교 정원 내 재학생은 유럽미주대학 1,697명(25%), 아시아대학 2,275명(34%), 사회과학대학 1,104명(17%), 상

경대학 1,065명(16%), IT대학 511명(8%) 등 6,6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5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만든 설문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문자를 휴대폰으로 보내어 설문에 참여토록 

했다.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8.45%에 해당하는 562명이었으며, 응답오류는 없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

집된 자료는 바로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했다.

3.2 자료의 특성 분석

Table 2에 나타난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소속에서는 유럽미주대학 26.5%, 아시아대학 39.7%, 사회과학

대학 12.3%, 상경대학 16.2%, IT대학 5.3%의 응답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인 유럽미주대학 25%, 아

시아대학 34%, 사회과학대학 17%, 상경대학 16%, IT대학 8%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년의 경우 1학년 21.5%, 

2학년 15.8%, 3학년 19.8%, 4학년 42.9%로 나타나 일반적인 학년별 취업 관심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

별의 경우 남자 42.3%, 여자 57.7%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학생의 성비인 남자 43.8%, 여자 56.2%와 유사한 비율로 참여한 고른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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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pondent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명) 비율(%)

소속

유럽미주대학 149 26.5

아시아대학 223 39.7

사회과학대학 69 12.3

상경대학 91 16.2

IT대학 30 5.3

학년

1학년 121 21.5

2학년 89 15.8

3학년 111 19.8

4학년 241 42.9

성별
남 238 42.3

여 324 57.7

계 562 100.0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선호 직장 형태 분석

Table 3에서 살펴보면 학교 졸업 후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형태에 대해 ‘공무원과 공기업’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해외취업’이 20.3%, ‘대기업’이 19.8%, ‘중소기업’이 13.3%, ‘자유전문직’이 8.5%, ‘창업 또는 자영업’이 7.1%,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대졸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받는 공무원

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어 중심의 대학이지만 해외취업은 국내취업의 대안일 것이란 가정을 깨고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확인한 것은 진로지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13.3%로 ‘공무원 ‧ 공기업’, ‘해외취업’, ‘대기업’에 이어 네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아직 학생들에게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중요성

Table 3. The type of job you want to work most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공기업 창업 자유전문직 해외취업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

속

유럽미주대 16 10.7 18 12.1 19 12.8 20 13.4 15 10.1 17 11.4 39 26.2 5 3.4 149

아시아대 53 23.8 24 10.8 23 10.3 22 9.9 16 7.2 20 9.0 57 25.6 8 3.6 223

사회과학대 7 10.1 8 11.6 30 43.5 11 15.9 1 1.4 5 7.2 5 7.2 2 2.9 69

상경대 27 29.7 18 19.8 8 8.8 12 13.2 8 8.8 6 6.6 9 9.9 3 3.3 91

IT대 8 26.7 7 23.3 3 10.0 5 16.7 0 0.0 0 0.0 4 13.3 3 10.0 30

학

년

1학년 22 18.2 10 8.3 28 23.1 5 4.1 8 6.6 15 12.4 31 25.6 2 1.7 121

2학년 19 21.3 12 13.5 7 7.9 7 7.9 13 14.6 8 9.0 19 21.3 4 4.5 89

3학년 19 17.1 17 15.3 17 15.3 17 15.3 4 3.6 9 8.1 25 22.5 3 2.7 111

4학년 51 21.2 36 14.9 31 12.9 41 17.0 15 6.2 16 6.6 39 16.2 12 5.0 241

성

별

남 61 25.6 22 9.2 29 12.2 21 8.8 28 11.8 17 7.1 47 19.7 13 5.5 238

여 50 15.4 53 16.4 54 16.7 49 15.1 12 3.7 31 9.6 67 20.7 8 2.5 324

계 111 19.8 75 13.3 83 14.8 70 12.5 40 7.1 48 8.5 114 20.3 21 3.7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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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과학대의 ‘공무원 ‧ 공기업’ 선호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경찰, 사회복지,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로 어학관련 학과로 구성된 인문계열대학의 ‘해외

취업’ 선호가 두드러지고, 공학계열대학의 ‘중소기업’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외국어로서의 해외국가 

언어, IT계열의 중소기업 일반화란 특성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유럽미주대학과 1학년에서 ‘자유전문직’이 11.4%, 12.4%로 나

타난 것은 통 ‧ 번역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1학년의 경우 ‘해외취업’ 선호도가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해외취

업을 꿈꾸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반면에 ‘중소기업’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괴리된 현실

을 미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공무원 ‧ 공기업’ 선호가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학

생은 여학생에 비해 ‘대기업’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이

하다.

Table 4에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 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장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 ‧ 공기업’과 ‘해외취업’이 13.9%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고, ‘기타’ 10%, ‘자

유전문직’ 6.4%, ‘창업’ 6.2%, ‘대기업’이 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Table 4. The type of job you are most likely to work in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공기업 창업 자유전문직 해외취업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

속

유럽미주대 3 2.0 75 50.3 15 10.1 5 3.4 13 8.7 10 6.7 12 8.1 16 10.7 149

아시아대 12 5.4 85 38.1 21 9.4 3 1.3 18 8.1 14 6.3 50 22.4 20 9.0 223

사회과학대 1 1.4 34 49.3 16 23.2 4 5.8 1 1.4 4 5.8 4 5.8 5 7.2 69

상경대 7 7.7 43 47.3 4 4.4 6 6.6 3 3.3 8 8.8 11 12.1 9 9.9 91

IT대 2 6.7 17 56.7 0 0.0 4 13.3 0 0.0 0 0.0 1 3.3 6 20.0 30

학

년

1학년 4 3.3 39 32.2 27 22.3 2 1.7 8 6.6 9 7.4 16 13.2 16 13.2 121

2학년 5 5.6 38 42.7 4 4.5 5 5.6 10 11.2 5 5.6 14 15.7 8 9.0 89

3학년 5 4.5 51 45.9 10 9.0 3 2.7 7 6.3 9 8.1 17 15.3 9 8.1 111

4학년 11 4.6 126 52.3 15 6.2 12 5.0 10 4.1 13 5.4 31 12.9 23 9.5 241

성

별

남 19 8.0 96 40.3 17 7.1 9 3.8 25 10.5 14 5.9 34 14.3 24 10.1 238

여 6 1.9 158 48.8 39 12.0 13 4.0 10 3.1 22 6.8 44 13.6 32 9.9 324

계 25 4.4 254 45.2 56 10.0 22 3.9 35 6.2 36 6.4 78 13.9 56 10.0 562

이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마음 아파하는 청년세대의 서글픈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진로 지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대학 학생들이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목표를 반드

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할 것 같다는 비율이 인문계열대학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 또한 현실 자각의 시점과 궤를 같

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학생의 경우 ‘중소기업’, ‘공무원 ‧ 공기업’, ‘해외취업’ 등에서는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자유전문

직’, ‘창업’, ‘대기업’ 등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중소기업’, ‘해외취업’, ‘공무원 ‧ 공기업’, ‘창업’, ‘대

기업’, ‘자유전문직’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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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소기업 취업 인식 분석

Table 5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6.5%로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 23.5% 보다 월등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이다. 아시아대학은 원하는 직장형

태나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형태에서도 중소기업이 낮게 나타났듯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취업시장의 현황을 깨달아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도전 목표의 차이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Table 5. A willingness to wo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구분
있음 없음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속

유럽미주대 124 83.2 25 16.8 149

아시아대 159 71.3 64 28.7 223

사회과학대 55 79.7 14 20.3 69

상경대 68 74.7 23 25.3 91

IT대 24 80.0 6 20.0 30

학년

1학년 85 70.2 36 29.8 121

2학년 67 75.3 22 24.7 89

3학년 86 77.5 25 22.5 111

4학년 192 79.7 49 20.3 241

성별
남 163 68.5 75 31.5 238

여 267 82.4 57 17.6 324

계 430 76.5 132 23.5 562

Table 6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주된 이유로는 ‘현실적

으로 중소기업에 갈 수 밖에 없어서’가 40.9%,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4.2%,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가 20.9%, ‘기타’가 5.1%,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4.9%, 근무지역의 선택이 가능해서’가 4.0%로 나타났

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에서 상경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것은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항목에서 1-2학년이 3-4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갈 수 밖에 없어서’와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란 응답에서 1-2학년 보다 3-4학년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실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업무경험을 쌓은 뒤 대기

업 경력직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로서는 ‘근무

지역이나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가 31.1%, ‘중소기업보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가 19.7%, ‘기타’가 

14.4%, ‘급여가 낮아서’가 13.6%, ‘오래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11.4%,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워서(주위의 낮은 평판)’

가 9.8%로 나타났다. ‘급여가 낮아서’의 응답이 세 번째로 낮고, ‘근무지역이나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의 응답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것은 MZ세대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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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ain reason why you are willing to work for SMEs

구분
현실적 상황 업무경험 다양 근무지역 선택 장기 근무 대기업 이직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

속

유럽미주대 55 44.4 25 20.2 8 6.5 6 4.8 24 19.4 6 4.8 124

아시아대 60 37.7 34 21.4 6 3.8 9 5.7 41 25.8 9 5.7 159

사회과학대 26 47.3 17 30.9 2 3.6 1 1.8 6 10.9 3 5.5 55

상경대 23 33.8 25 36.8 1 1.5 4 5.9 12 17.6 3 4.4 68

IT대 12 50.0 3 12.5 0 0.0 1 4.2 7 29.2 1 4.2 24

학

년

1학년 30 35.3 29 34.1 2 2.4 4 4.7 13 15.3 7 8.2 85

2학년 20 29.9 23 34.3 3 4.5 5 7.5 13 19.4 3 4.5 67

3학년 42 48.8 17 19.8 4 4.7 3 3.5 18 20.9 2 2.3 86

4학년 84 43.8 35 18.2 8 4.2 9 4.7 46 24.0 10 5.2 192

성

별

남 51 31.3 44 27.0 4 2.5 8 4.9 42 25.8 14 8.6 163

여 125 46.8 60 22.5 13 4.9 13 4.9 48 18.0 8 3.0 267

계 176 40.9 104 24.2 17 4.0 21 4.9 90 20.9 22 5.1 430

Table 7. The main reason why you are not willing to work for SMEs

구분
좋은직장 가능 저급여 근무환경 열악 장기근무 불가 낮은 평판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

속

유럽미주대 9 36.0 5 20.0 5 20.0 1 4.0 3 12.0 2 8.0 25

아시아대 11 17.2 7 10.9 19 29.7 12 18.8 6 9.4 9 14.1 64

사회과학대 3 21.4 2 14.3 4 28.6 1 7.1 2 14.3 2 14.3 14

상경대 2 8.7 3 13.0 10 43.5 1 4.3 2 8.7 5 21.7 23

IT대 1 16.7 1 16.7 3 50.0 0 0.0 0 0.0 1 16.7 6

학

년

1학년 10 27.8 3 8.3 12 33.3 6 16.7 3 8.3 2 5.6 36

2학년 6 27.3 2 9.1 7 31.8 1 4.5 2 9.1 4 18.2 22

3학년 0 0.0 5 20.0 12 48.0 2 8.0 5 20.0 1 4.0 25

4학년 10 20.4 8 16.3 10 20.4 6 12.2 3 6.1 12 24.5 49

성

별

남 18 24.0 14 18.7 21 28.0 5 6.7 5 6.7 12 16.0 75

여 8 14.0 4 7.0 20 35.1 10 17.5 8 14.0 7 12.3 57

계 26 19.7 18 13.6 41 31.1 15 11.4 13 9.8 19 14.4 132

그 가운데 유럽미주대학 학생들만은 중소기업 취업 기피 사유로 ‘중소기업보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

타난 것이 이채롭다. 또한 4학년의 경우 기피 사유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남학생의 경우 ‘중소기업보

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와 ‘급여가 낮아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오래 근무할 수 없을 것 같

아서’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워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일반적인 성별 특성과 연결 지을 수 있어 보인다.

최다빈(20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공무원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견기업이 28%, 대기업이 23% 순이며 중소기업은 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12].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 의향의 물음에는 

5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높은 일자리의 취업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취

업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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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소기업 취업 영향요인 분석

Table 8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 유무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이란 문

항에 대해서 ‘근무환경(복지후생 포함)’이 50.4%, ‘급여수준’이 26.3%, ‘적성과 흥미’가 12.5%, ‘고용 안정성’이 5.9%, ‘기업평

판’이 2.8%, ‘기타’ 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별 비율은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 특

이하다.

Table 8.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MEs

구분
급여수준 근무환경 고용 안정성 적성과 흥미 기업평판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

속

유럽미주대 55 36.9 64 43.0 6 4.0 18 12.1 1 0.7 5 3.4 149

아시아대 45 20.2 123 55.2 15 6.7 31 13.9 8 3.6 1 0.4 223

사회과학대 13 18.8 36 52.2 6 8.7 12 17.4 1 1.4 1 1.4 69

상경대 28 30.8 45 49.5 5 5.5 7 7.7 4 4.4 2 2.2 91

IT대 7 23.3 15 50.0 1 3.3 2 6.7 2 6.7 3 10.0 30

학

년

1학년 37 30.6 56 46.3 5 4.1 18 14.9 2 1.7 3 2.5 121

2학년 26 29.2 34 38.2 8 9.0 17 19.1 2 2.2 2 2.2 89

3학년 32 28.8 61 55.0 8 7.2 5 4.5 4 3.6 1 0.9 111

4학년 53 22.0 132 54.8 12 5.0 30 12.4 8 3.3 6 2.5 241

성

별

남 70 29.4 107 45.0 11 4.6 35 14.7 7 2.9 8 3.4 238

여 78 24.1 176 54.3 22 6.8 35 10.8 9 2.8 4 1.2 324

계 148 26.3 283 50.4 33 5.9 70 12.5 16 2.8 12 2.1 562

백필규(2014)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수준(58.2%), 사회의 부정적 시각(15.4%), 낮은 복리후생

(10.9%), 성장비전 부재(10.4%) 등을 꼽았는데[13], 이와 비교하면 대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저조하고, 대학생들은 높아만 보이는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반면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

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에서는 중소기업을 화두로 올리는데 인색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의 중소

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중소기업 인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재임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대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응답자 562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취업하고 싶

은 직장 형태’로는 ‘공무원 ‧ 공기업’, ‘해외취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이었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 형태’로는 ‘중소

기업’, ‘해외취업’, ‘공무원 ‧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5%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 그 이유

로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갈 수 밖에 없어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반면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로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가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근무환경’, ‘급여수준’, ‘적성과 흥미’, 

‘고용 안정성’, ‘기업평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고 직업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교육 및 진로 지도에 있어서 적극

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무조건적인 대기업 위주의 교육과 진로 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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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 여정의 사

회생활 및 인생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마치 뜀틀에서의 구름판처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특정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라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지역의 여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인식조사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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