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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를 검색하면 1920년대 포드 자동차 생산라인 작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창업자 헨리포드(Hen-

ry Ford)가 고안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자동차 대량생산 가능한 대표적인 근대 생산시스템이다. 덕

분에 포드는 대표차종인 모델-T 조립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자동차

의 대중화 시대를 견인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더 파운더(The Founder)는 맥도날드가 레이크록(Ray Kroc)에 의해 거대 프랜차이

즈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50년대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던 햄버거 가게가 인기를 끌었던 비결

은 조리시간이다. 당시 다른 매장들은 햄버거 1개를 만드는 시간이 20~30분 소요되었던 반면, 맥도날드

는 30초만에 만들어 냈다. 이러한 맥도날드의 경쟁력은 레이 크록(Ray Kroc)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

업에 눈독을 들였던 가장 커다란 이유이기도 했다.  

포드자동차 생산라인 영상에서는 일정 속도로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관리

자가 초시계로 측정하고 있다. 더 파운더 영상에서도 햄버거를 만드는 단계별로 특정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리원이 배정되어 정해진 동작으로 담당 작업을 수행한 후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드 자동차와 맥도날드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과학적 관리기법의 활용이

다. 1878년에서 1890년까지 미국 미드베일(Midvale) 철강회사 기계기사였던 프레데릭 윈즐로 테일러

(Frederick Winslow Taylor)는 인간 노동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관리기법인 테일러 시스템을 고안했

다. 특정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 동작 하나하나를 초 단위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해 인간이 마

치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으로 작업하면서 생산성과 작업능률을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당

시 해고 등의 불안감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일부러 작업을 지연시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켰고, 

모든 작업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작업자들에게 새

로운 동기부여도 제공했다. 

1910년 모델-T의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시간 주 하이랜드파크(Highland Park)에 새로운 공장

을 건설한 포드는 프레데릭 테일러(Frederick Taylor)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연구했다. 포드

는 미국 중서부 도축장 라인과 곡물창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어 전략 차종인 모델-T의 생

산라인을 설계했다. 그 결과 모델-T의 생산시간은 12시간에서 93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1914년 

모델-T 생산량은 308,162대로 다른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체 생산량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라, 근

무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해 3교대 근무 개념을 쉽게 구현했다. 반면 노동시간이 줄었음에도 

당시 산업표준 두 배 수준인 하루 5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 

기계가 없던 시절의 인간의 역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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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호환성이 높은 부품들을 설계해 적용한 것도 모델-T의 주요한 성공요인이었지만, 컨베이어시스템과 

결합된 시간연구를 도입해 작업자의 전문성 향상과 낭비제거, 품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포드 생산

방식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수입도 증가시켜 제조 및 생산시스템의 혁명을 불러왔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은 당시 해고 등의 불안감으로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고 작업을 지연시키는 노

동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 하지만 인간을 대체할 정교한 기계가 없던 시절 휴식도 없이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며 일자리를 줄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현재까지도 일부 작업장에서 적용되

고 있는 테일러 시스템은 공장자동화와 로봇 등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1-1 포드의 모델 T 생산라인의 작업자 동작 시간 측정 모습

출처 : 포드 모델-T 생산라인, https://www.youtube.com/watch?v=cTZ3rJHHSik

사진 1-2 ‘더 파운더’의 작업자 동작 시간 측정 모습

출처 : 영화 ‘더 파운더(The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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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노동을 자동화하는 기술들은 산업혁명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생

산성 높은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 로봇은 인간처럼 복지 수준과 급여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파업하지도 쉬지도 않으며,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과거에는 대량생산을 위해 주로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기계를 활용해 신뢰성과 정확성,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미 인류는 산업혁명기에 방직기계의 발명으로 숙련공의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극단적으로 기계를 파괴

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경험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제2의 러다이트 운동에 대

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가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반복 작업을 담당하는 블루컬러와 단순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

는 사무직, 관리직 등 일부 화이트 컬러 업무를 대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독점하리라 생각했던 금융, 법률, 의료, 언론 분야 등 이른바 전문직 업무까지도 대체하고 있기 때

문이다. 

더군다나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등은 

기존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넘는 빅뱅 파괴(Big Bang Disruption) 기술로 기존 산

업의 가치사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혁신이론을 이용한 산업변화 예측(Seeing What’s Next : Using Theories of Innovation to Predict 

Industry Change) 저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은 혁신의 경로를 크게 존속적 혁

신(Sustaining Innovation)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존속적 

혁신은 시장에 더욱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통해 현재의 제품에 만족하지 못

하는 소비자를 만족시켜가는 과정으로 비즈니스 시스템과 기능, 서비스 등을 보다 더 사용자에게 가치 있

는 방향으로 발전 혹은 개선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더 멀리까지 운행이 가능한 항공기, 속도가 더 

빠른 컴퓨터, 충전 후 사용시간이 긴 휴대폰 등이 해당된다.

파괴적 혁신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초기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시장의 기반에 뿌리를 내려 끈

질기게 시장을 잠식해 결국에는 기존의 경쟁자를 물리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즉, 존속적 혁신과는 다르

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을 재편하는 등 시장에서의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저가형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시장의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빅뱅파괴 기술과 인간 역할의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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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기존 고객이 사용하는 실제 가치에 비해서 과도한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이 책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과 서

비스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소비자를 타깃으로 혁신적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파괴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높은 비용이 필요했던 제품과 서비스들을 일반인들

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창출한다.

최근 각종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는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으로 제공해 시장을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버드 경

영대학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교수가 저서인 혁신기업의 딜레마(The Innova-

tor’s Dilemma)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혁신이 존속적 혁신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과 산업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2-1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출처 :  Clayton M. Christensen, The Innovator’s Dilemma, The Revolutionary Book that 
Will Change the Way Your Do Business, Harper Business Essential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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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파괴적 혁신에서 더 나아가 빅뱅 파괴 혁신(Big Bang Disruption)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고 있다. 어떻게 그들은 한순간에 시장을 장악하는가: 빅뱅 파괴자들의 혁신 전략(Big Bang Disrup-

tion: Strategy in the Age of Devastating Innovation) 저자인 엑센추어(Accenture)의 래리 다운즈

(Larry Downes)와 폴 누네스(Paul Nunes)는 빅뱅파괴 혁신을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 이후 등장한 혁

신의 유형으로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단시간 내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대체해

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으로 정의했다. 점차 빨라지는 기술 발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오픈소스

와 공유 문화는 파괴적 혁신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기존 시장을 신속하게 대체하는 것을 가

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빅뱅파괴가 특이점(Singularity), 팽창과 폭발(Explosion & Expansion), 대붕괴(Big Crunch), 

무질서(Entropy)의 4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되어 새로운 빅뱅 아이템이 출현하고(특이점), 제품화되어 산업 전반과 전 사용자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

되어(팽창과 폭발), 기존 제품과 시장을 붕괴시키고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재편하면서(대붕괴), 새로

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공급사슬을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상황(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출현으로 사라진 필름과 필름카메라,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인한 카세트테이프, CD 

플레이어 시장의 붕괴가 그 대표적인 예로 MP3로 시작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는 이미 2014년을 기점으로 

기존 음반시장 점유율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시작된 휴대폰 업체들의 재편과 대표적인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빅뱅파괴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다. 

2009년 출범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2018년 135조를 넘어 미국 자동차 업체 빅3(GM, 포드, 피아크 크라

이슬러)의 기업가치를 합한 것보다 높아졌으며, 미국의 일부 택시회사의 폐업이 시작될 정도로 기존 시장

의 파괴적 혁신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로보택시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

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라이드셰어링이 택시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듯이, 로보택시는 택시뿐만 아

니라 라이드셰어링 산업까지 연속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Larry Downe & Paul Nunes, Big Bang Disruption : Strategy in the Age of Devastating Innovation, 
Penguin Group, New York,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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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빅뱅 파괴 기술에 속한다. 이들은 단순히 시장에서 기존 기술들의 대

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인간 일자리와 직업의 변화, 그리고 인간노동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이

기 때문이다. 

빅뱅파괴 혁신은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전략으로 급진적인 시장의 지배를 원하는 기업과 CEO에게는 유용하다. 그러나 같은 분야

에 빅뱅 파괴 혁신을 준비하는 후발주자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을 대비하기 위한 대

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술경쟁,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의 시장 선점 경쟁 등으로 관련 기술들의 글

로벌 시장 출시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간의 직업과 일하는 방식 변화 대한 우려는 극에 달하고 있

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우리가 인지해야 할 현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완전 자동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

행차 자동화 수준은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0수준(No Automation)은 수동 단계로 운전자가 주변상황 모니터링, 판단, 차량 조작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시스템의 개입은 전혀 없다. 1수준은 운전자 보조(Driver Assistance) 단계로 인간 운전자가 모

든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부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이 차량의 조향, 가속, 감속 등을 담당한다. 2수준은 부

분자율주행(Partial Automation)으로 조향, 가속, 감속은 시스템이 담당하며,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

비해 항상 주행 상황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3수준은 2수준 기능들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모니터링을 시

스템이 담당하는 조건부 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 단계로 운전자가 항상 주행상황을 모니터

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는 자동차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야 한다. 4수준은 고도화된 자동주행(Highly Automated) 단계로 고속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 완전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마지막 5수준은 완전자동화(Full Automation) 단계로 운전을 위한 모든 기능을 시스

템이 수행하는 단계다. 

운전자 역할 관점에서는 3단계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자동차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0수준은 인간이 이동

을 위해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1~2수준은 인간이 자동차 조작을 위한 손과 발의 조작이 필요없는 

상태(Hands/Feet-Free), 3~4 수준은 시각정보를 통해 주변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는 상태

(Eye-Free), 5 수준은 운전을 위해 인간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Mind-Free)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인간의 역할은 점차 탑승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운전이라는 인간의 노동뿐만 아니라, 인지, 판단과 예측기능을 수행하는 

등 안전한 운전을 위한 인간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당연히 운전면허 자체가 필요 없고, 교통사고를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어 보험, 부품, 물류, 정비, 휴게소 등 후방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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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계는 3D(Dangerous, Dirty, Difficult) 업무를 인간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담당했고, 인간은 

4I(Intelligent, Important, Interesting, Instict) 영역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

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시대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로봇의 보급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그동안 인간이 기계들과 상호작용하던 공간

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Human-Machine Interface System)에서 사이버-물리 시스템(Cy-

ber-Physical System)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모든 것이 기계 혹

은 로봇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등으로 연결된 사이버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서식하고 인

간과의 인터페이스 매체로 로봇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로봇은 각종 정보단말과 센서 등 사물인터

넷 디바이스들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림 2-2 자율주행기술 발전 단계

출처 :  Driving Automation Definitio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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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들은 대부분 모든 소프트웨어가 본체에 탑재되어 있으며, 하드웨

어 조작기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인간과 상호작용을 했다. 그러나 로봇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러한 상호

작용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기존 자동차는 각종 센서로부터 차량상태와 운전자 조작에 따

라 차량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와 내비게이션 메모리에 저장된 도로지도 정보를 활용하고 길을 

안내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CD와 USB 메모리에 저장된 곡들만 재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커넥티드카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자동차에 등장

시켰다.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 운전자와 연결된 자동차가 커넥티드카다. 단순히 자동차란 시스템에 저

장된 기능과 데이터만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제어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시트나 실

내 환경 등을 운전자에게 맞게 자동으로 세팅하고, 실시간 지도와 교통정보 업데이트, 음악과 영상 콘텐츠

도 즐길 수 있다. 인터넷, 클라우드와 연결해 사이버 세상과 실제 물리 세상을 연결해 준다. 최근 자동차가 

이동봇, 자율주행 공유자동차를 로보택시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

경영자와 노동자 개인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영자 입장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은 매

우 매력적이다. 인간처럼 심리적 변화도 없고, 동료 혹은 상사와의 갈등도 없다. 일정한 생산성을 유지하며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급여 인상과 복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고, 재교육과 복지도 

필요가 없다.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는다. 새로운 작업이 요구된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교체 혹은 업

그레이드만으로 성능과 기능을 확장하면 된다. 리싱크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산업용 로봇 백스터(Baxter)

의 가격은 2만 5000달러(약 2900만원)로 시간 당 운영비용은 4.32달러(약 4,660원) 밖에 되지 않는

다. 4.32 달러는 미국 연방정부 최저 시급인 7.25달러(약 7,820원)의 60% 수준 임금으로 전일제 노동자

를 평생 고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로봇 투자 회수기간도 2008년 11.8년에서 2015년 1.7

년으로 7년 사이 무려 10년 이상 단축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인간-기계 시스템과 사이버-물리 시스템 비교

출처 :  차두원,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2018 4차 산업혁명 로드쇼 발표자료,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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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M이 구조조정을 발표한 이유

2017년 군산 공장 폐쇄, 디자인과 연구개발 부문을 별도의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라는 법인으로 분리

하는 등으로 끊임없이 한국 철수설 논란이 있었던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은 2018년 10월 자체 인력

감축 프로그램(Voluntary Job reduction Program)을 발표했다. 미국 법인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화이

트컬러 50,000여 명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8,000명에게 ‘BUYOUT’을 제안한 것이다. BUYOUT은 회

사 내부 문제나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때 위로금, 건강보험, 실업 수당 등을 유연하게 제공하

는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이른바 명예퇴직이다. 일반적으로 10~15%에게 BUYOUT을 제공하는 

관례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비율이다. 대신 생산직은 미국자동차노조(United Autoworkers Union)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미 GM은 자율주행차를 전담하는 GM 크루즈의 독립적 운영과 소프트뱅크의 투자, 모빌리티 자회사인 

메이븐 설립 등 미래 비즈니스 조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뿐만 아니라 GM 크루즈 3세대 자율주행

차 200여대를 조립한 미시건주 오리온타운십 조립공장, 라이더, 카메라, 센서 등 자율주행 루프모듈 생

산을 위한 브라운스톤 공장 시설 장비의 업그레이들 위해 1억 달러 투자 계획을 추진하는 등 관련 생산라

인도 준비하고 있다.

GM CEO 메리 바라(Mary Barra)가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기술들을 보유한 인력으로 변혁하는 단계

(steps to transform the workforce to ensure we have the right skill sets for today and the 

future)”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자율주행차, 승차공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추

진력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GM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치다.

자연스럽게 기존의 차량 생산 구조를 변화할 수밖에 없다. 2018년 11월 발표한 구조조정 내용은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2009년 파산 이후 최대 규모다. 북미 공장 5개 폐쇄, 사무직 8,100명, 생산직 6,000명, 임원 

25%를 포함해 14,700명 감원, 임금 15% 삭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가동이 중단되는 조립공장은 디트로이트주(Detroit) 햄트램크(Hamtramck)(시급노동자 1,348

명, 정규직 194명근무) 등 5곳이다. 2019년에는 북미 외 지역 공장 2개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다. 대신 향

후 2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에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가 가져온  

인간 역할 변화3
1  자율주행기술이 몰고온 일자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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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쉐보레 크루즈, 캐딜락 CT6, 뷰익 라크로스 등의 생산도 중단한다. 2017년 GM

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3분의 2는 트럭과 SUV로 세단 판매는 급락하고 있다. 실제로 오

하이오주 로즈다운 공장은 2013년 쉐비 크루즈 24만8천대를 생산했으나, 2017년에는 18만대로 생산물

량이 줄었다. 3교대 근무도 1교대로 생산시스템이 전환했다.

물론 연구개발과 관련 조직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버추얼도구를 사용한 차량 개발 시간과 비용 감축, 

부품 공용화 확대를 통해 2015년 운영하던 14개 핵심 플랫폼과 12개 지역별 플랫폼을 2020년대 초반 5

개 플랫폼으로 줄여 글로벌 판매의 75%를 커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개발을 위한 상품개발 조직의 통

합, 미국 내 폰티악(Pontiac), 밀포드(Milford), 워렌(Warren), 미시건(Michigan)에 있는 글로벌 연구개

발 조직과 브라질, 한국, 인도 등 현지화된 연구개발 조직의 통합도 고려되고 있다.

GM은 2019년 말까지 인력 15% 감축을 포함해 약 60억 달러 규모 비용을 절감할 계획으로 세계금융위

기에 따른 2009년 파산 이후 최대 규모다. 비효율적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투자 늘리겠다는 것은 기

업 구조조정의 원론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실적이 양호한 상황에서 시작한 GM의 구조조정은 자율주행

기술, 차량공유 등 파괴적 혁신이 유도한 세계 자동차 산업과 시장 전환기의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사례다.

1.2. 자율주행트럭이 부상하는 이유

자율주행차는 이동봇, 공유자율주행차는 로보택시 혹은 택시봇으로도 불린다. 이동수단이지만 인간 운전

사가 필요없는 로봇으로 보는 관점으로 불리는 명칭이다. 2040년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차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전망이 현실화되면 수많은 운전기사에게는 커다란 실

직 위협이 될 수 있다. MIT 슬론경영대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 교수는 로봇 예찬론자였다. 

하지만 2010년 구글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성공한 후 로봇에 의한 장밋빛 미래는 사실이 아니며, 로봇 혁

명이 미국 노동시장을 뿌리 째 흔드는 임계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다양

한 자율주행차의 출현으로 인간 운전기사가 사라진다는 예측들이 발표되면서 자율주행차는 인간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 되었고 일자리 포비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경제연구그룹(Goldman Sachs Economics Research)은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일반

적으로 택시기사 일자리가 가장 많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트럭 운전기사가 자율주행기술로 대

체될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몇 년 간은 자율주행기능이 인간 운전

자의 일자리를 서서히 대체하겠지만, 자율주행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2042년에는 월 25,000개, 연간 

300,000여 만 개의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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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에서 트럭 의존도가 높은 미국 트럭업계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운전자 고령화다. 미국 

국민 평균 연령이 42세인데 비해 트럭 운전기사 평균연령은 49세다. 트럭 운전자의 25%는 35세 미만, 

55%는 45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운전기사들이 퇴직하면서 젊은 운전

기사들의 부족 현상까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럭운전은 한 번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몇 일이 걸리는 장

거리 운송이 대부분으로 1년 동안 최대 200일의 객지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nce)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겐 매력적인 업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가 넘어야 트럭운전기사가 되기 위한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 License) 

취득이 가능한데 많은 젊은세대들 21세 이전에 다른 산업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신규인력의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

트럭운전기사 부족 문제는 2012년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트럭협

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추산에 따르면 2017년 트럭업계는 미국 전체 화물의 70% 이상

을 담당하고 매출은7,1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앞으로 10 년 동안 40만 명이 넘는 운전자가 퇴직하지만, 화

물수요는 37% 증가해 화물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선 90만 명의새로운 운전자가 필요하다. 

약 50만 명이 종사하는 장거리 트럭 부문에선 2017년에는 약 51,000명이 부족했다. 운전기사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화물업체들은 높은 임금과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2017년 1마일 당 평균 비용은 2016년 대비 

15%나 상승했다. 화물 트럭 운전기사 평균연봉은 5만 9,000달러지만,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숙련된 운전

기사는 8만 6,0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림 3-1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운전기사 고용 추이 예측

출처 : Stacy Liberatore, Self-Driving Vehicles Are Set to Take 25,000 Jobs a MONTH 
Away from Americans with Truck Drivers being Worst Hit, DailyMail,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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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해 테슬라, 우버, 다임러 등의 업체는 자율주행트럭을 개발하고 있으며, 펠로톤 테

크놀로지(PelotonTechnology)는 군집주행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트럭 자율주행기술 개발

에 뛰어들었다. 

2019년 테슬라가 생산예정인 부분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트럭 세미(semi)는 1회 충전으로 약 800 킬

로미터 주행이 가능하고 약 160만 킬로미터를 보증해, 연간 1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테슬라가 발표

했다. 자율주행트럭 스타트업인 임바크(Embark)는 냉장고를 싣고 택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650마일

(1,046km) 레벨2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 배송에 성공해 그 동안 상업용 자율주행트럭 최장거리 주행기록

인 우버(Uber)가 기록한 120마일(193km)을 경신했다. 이미 프라이트라이너(Freightliner), 볼보 등 트럭

기업들은 이미 차선유지시스템과 정속주행장치 등의 기술을 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 모터스의 자율

주행전기트럭인 세미(semi)는 월마트에서 30대 이상을 선주문하겠다고 나서는 등 물류 및 소매 서비스

에서는 장거리 운행을 위한 비용감소가 중요한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트럭 도입을 환영하는 물류기업과 자율주행기술 개발기업들은 운전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숙련된 운전자가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트럭운전기사라는 직종에 자율주행기술로 스킬 갭(Skill 

Gap)을 채워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 정부와 자율주행기술개발 기업, 트럭운전기사들의 이해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그림 3-2 미국 트럭 운전기사 연령 분포

출처 :  The Future of Trucking: Mixed Fleets, Transfer Hubs, and More Opportunity 
for Truck Drivers, Medium, UberATC,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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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법제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2017년 9월 하원에서 상정된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

률안 의결을 시작으로 연방 차원의 통일 법제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하원은 자율주행차량 활용을 

위해 SELF-DRIVE Act(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를 의결해 상원에 송부했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

할을 규정하고 주정부가 연방 기준에 위배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며, 생산업체는 상용화 전에 문서화된 

사이버 보안 규정과 프라이버시 보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험 기준 및 안전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교통부는 잠재 소비자에게 자율주행차 기능과 한계에 대한 정

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만 파운드(4,535kg) 

이하 모든 새로운 승용차에 대한 뒷좌석 탑승자 정보시스템 장착 의무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대한 최신 

안전기준연구 수행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상원은 SELF-DRIVE Act와 동반 법안인 AV START Act(American Vision for Safer 

Transportation through Advancement of Revolutionary Technologies Act)를 발의해 2017년 

11월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 설계, 구조, 성능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량 관련 등록, 허가, 교육, 보험 등에 대한 주정부의 불합리한 제한에 연방 법률 우위 원칙

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연방 차량 안전 기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성 규정, 자율주행차 생산기업의 시

스템 안전, 데이터 기록, 사이버 보안 등 9개 항목에 대한 안전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자율주행차 권고

사항을 마련해 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 AV 

Act는 자율주행트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

에서 상원의 SELF-DRIVE Act와 차이가 있다.

2018년 9월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가 발표한 자율주행차 정책 3.0(Autonomous Vehicle Policy 3.0)에는 대형트럭과 버스 운행을 감독

하는 미국연방운송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미국 전역의 운송 운영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대중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자율주행차 인프라 요구사항 평가를 

위한 미국 연방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등을 참여시켜 공공운송과 트럭 등 물류 분

야 자율주행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연구 및 데이터 수집, 이해 관계자 참여, 파일럿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했다.

미국 최대 트럭 생산기업인 나비스타(Navistar)는 상원 SELF-DRIVE Act에 대형상용트럭도 적용 대상

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1만 파운드(4,535 kg) 이상 상용트럭에도 SELF-DRIVE 

Act가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전미트럭운전자조합

(teamster) 등은 자율주행트럭과 트럭 군집주행 도입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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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럭기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자율주행트럭의 도입으로 미국 트럭업계가 직면한 운전기사 부족 문

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현재 자율주행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우버의 

ATG(Advanced Technologies Gruop)과 CDL-Holding Truckers의 연구 결과다. 

우버는 트럭업계 진화를 위해 수송허브(Transfer Hubs)와 자율주행트럭과 기존 트럭이 함께 운영되는 

혼류 (Mixed Fleets) 정책을 제안했다. 장거리 트럭운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 운전기사는 화

물을 창고나 공장에서 고속도로 주변 허브까지 운송을 담당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트럭이 운송하

는 모델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2028년 약 100만 대의 자율주행 트럭이 운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트

럭은 낮과 밤에 모두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트럭 두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시뮬레이

션 결과 2018년 자율주행트럭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전국의 트럭운전기사일자리는 766,000개

가 증가했다. 하지만 자율주행트럭을 추가하고 우버가 제안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면 로컬허브를 중심으

로 트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자율주행트럭은 장거리노선 효율성을 높여서 트럭운송 비용을 낮추고 배송 

화물들의 소매가를 낮춰 상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해 트럭 물동량이 증가

하게 된다. 그 결과 장거리 수송에서 로컬 수송으로 약 1백만개의 일자리가 이동하며, 수요증가에 따라 약 

400,000만 개의 새로운 트럭 운전기사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림 3-3 현재 트럭 비즈니스 모델 vs. 자율주행트럭 도입 시 일자리 시뮬레이션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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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 2020 2023 20262018 2021 2024 20272019 2022 2025 2028

기존 트럭 비즈니스 유형

자율주행트럭 도입 시나리오

 장거리 수송 일자리  로컬 수송 일자리

트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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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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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개)

출처 :  The Future of Trucking: Mixed Fleets, Transfer Hubs, and More Opportunity for Truck 
Drivers, Meidum, UberATC,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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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제안하는 수송허브와 혼류 전략과 유사한 개념으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자율주행트럭

과 허브-투-허브(Hub-to-Hub) 운송시스템 개념 도입을 통한 물류 프로세스 개선으로 2030년까지 물

류비용 47%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절감 비용의 80%는 인건비에서 발생한다. 특히 자율주행트럭은 

현재 하루의 3분의 1도 안되는 29%의 시간을 운행하는 트럭 운행시간을 2030년 하루의 78%까지 올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트럭운송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도 자율주행트럭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더라도 일

자리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율주행 본격 활용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내

에 일자리 상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 에너지 연구단체인SAFE(Secur-

ing America’s Future Energy)는 자율주행기술이 트럭 산업의안전성, 인력부족, 효율성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SAFE가 경제학자들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2040년까지 트럭 운전기사 

고용시장은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40년까지 자율주행이  0.06~0.13% 수준의 실업

률을 증가시키며, 트럭운전기사들의 평균연령이 55세가 되는 2050년 중반에는 대부분 트럭운전기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며 점진적인 트럭운전기사들이 유통센터, 차량안내 등 트럭과 연관된 다른 직업으

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방산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025년까지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버스, 택시, 트럭 

운전기사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회사와 렌탈 회사 직원 등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공유자율주행차

가 등장하면 긱 이코노미로 생활하는 우버 드라이버 등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보험회사

인 신시내티 파이낸셜(Cincinnati Financial)은 차량 간 거리를 식별해 운전 속도를 조절하는 센서가 탑

재된 자율주행차가 증가하면 자동차 보험 수요도 급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3대보험회사인 

신시내티 파이낸셜, 머큐리 제너럴(Mercury General), 트래블러스(Travelers)는 2015년 3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를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자율주행차에 

내장된 사고 예방장치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급감하게 되면, 적지 않은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인 사고로 

이익을 창출해온 보험업계의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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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와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LKQ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사고가 줄어들면 수리용 부품의 수요가 감소하여 부품업계와 수리, 정비 업계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전기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

연기관처럼 연료를 채울 필요가 없어 주요소에 방문하는 빈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미국의 

주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과 음료 제조 회사들, 특히 미국내 판매량의 63%가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몬스터 음료(Monster Beverages) 같은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유

자율주행차 확산이 예상되는 초기 시장에서는 차량중개앱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에 자동차 딜러 시장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림 3-4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변화하는 보험료

출처 :  Uautoinsurance.com Analyst Team, Effects of Robotic Driverless Vehicles on Auto 
Insurance Costs, Robotics Tomorrow, 2014. 7. 17.

 최저 자동차 보험료  운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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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마트 팩토리가 유발한 인간 역할과 일자리 변화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이 스스로 생산, 공정 통제 및 수리, 작업장 안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

어 장비와 부품, 관리 시스템들이 서로 소통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의 유연성과 효율성 향상, 부품 조달 등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에너지 사용량 감소, 

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 제품 가격 인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 향상에도 기여한다. 관련 기

술의 발전, 그리고 로봇의 가격 하락과 투자 회수기간의 단축 등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서 그

동안 주요 자동화 시장이었던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을 넘어 의류, 신발 등 다양한 산업의 공

장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에 있던 공장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글로벌 산업과 경제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트 

4.0(Industries 4.0)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보급

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독일을 대표하는 23개 산업군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인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 했다. 시뮬레이션의 변수는 스마트 팩토리 활용률과 기업 추가이익 성

장률이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케이스는 기업들이 매년 1% 수준의 추가이익 성장을 목표로 50%의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기술을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현장 일자리 61만 개가 스마

트팩토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생산직 12만 개(약 4%)를 포함해 관련 관리 직종인 품질관

리직 2만 개(8%), 설비보전직 1만 개(약 7%), 생산계획 담당 2만 개 등 로봇으로 표준화 할 수 있는 단순반

복 작업을 담당하는 현장 생산직인 블루컬러와 품질관리, 설비관리, 생산계획 등 화이트칼라 관리 직종들

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5년 이후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IT분야에서 21만 개,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 분

야에서 75만 개가 생기는 등 약 9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즉, 96만 개의 일자

리가 생겨나고 6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3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5만 개

의 일자리는 현재 독일 주요 23개 산업군 종사자 700만 명의 약 5%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규모다.

2  스마트 팩토리와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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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가운데 가장 수요가 큰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현장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과

학자로 약 7만 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을 위한 IT 솔루션 아키텍트와 로봇과 인간의 효율

적 역할 분담 및 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로봇 역

할을 발견하고 설계하는 로봇 코디네이터로 총 약 4만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림 3-5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른 2015~2025년 독일 일자리의 변화

출처 :  Markus Lorenz, Michael Rüßmann, Rainer Strack, Knud Lasse Lueth, and Moritz Bolle, Man 
and Machine 4.0-How Will Technology Transform the Industrial Workforce through 2025?,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9.

(단위 : 천 개)

 감소한 일자리 수  증가한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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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전통적으로 부품과 재료 업체, 서비스 및 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고용의 허브 역할을 해왔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동적 공급 네트워크의 외부 지원과 서비스 조직으로 둘러싸인 스마트 제조 허브, 즉 에코 

시스템으로의 진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 록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CEO 키스 노스부시(Keith Nosbusch)도 공장 자동화

가 진행되면서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마찬가지로 생산현장 직접 고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 직종이 아

닌 스마트 팩토리의 공급,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간접 고용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제

조업이지만 제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자리가 늘어나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 산업생태계가 생겨난다

는 의미다.

출처 :  Markus Lorenz, Michael Rüßmann, Rainer Strack, Knud Lasse Lueth, and Moritz Bolle, Man 
and Machine 4.0-How Will Technology Transform the Industrial Workforce through 2025?,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9.

1. 항공우주, 국방
2. 의류, 신발,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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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공금속제품
7. 가구 및 목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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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 제품
10. 플라스틱, 고무 제품
11. 프린팅과 출판
12. 기타 개별 산업들
13. 시멘트와 유리
14. 화학, 석유화학
15. 전력
16. 식음료

17. 금속
18. 광산업
19. 석유 및 가스
20. 제약과 생명공학
21. 펄프와 제지
22. 직물
23. 물과 폐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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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더스트리 4.0 도입에 따른 독일 23개 산업 내 10개 직종 일자리 수 변화(2015~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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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직접노동자(Direct Worker)는 줄어들지만, 생산현장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공급, 지원,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생산현장 외부에서 일하는 간접

노동자(Indirect Worker)의 고용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생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미국제조업 평균 

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는 1.58이다. 노동자 100명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직접노동자지만, 

외부 서플라이 체인에 노동자 58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제조업계에서는 간접일자리가 직

접일자리를 넘어섰으며, 2020년 즈음에는 평균 고용승수 3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같은 하이테크 생산지역 고용승수는 3.5에 근접하는 등 생산현장이 더 스마트해지고 진화할수록 고용승

수는 유의하게 증가해 간접노동자 일자리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른 미국 일자리의 변화

출처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U.S. Lags as an Exporter of Manufactured Goods, 
2011. 2.

 공장 내 일자리  제조업에 의존하는 간접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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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라 당연히 현장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의 작업방식과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 과거

에는 작업자 스스로 기계를 검사하고 문제 원인을 밝히고 부품 등을 주문해 문제를 해결했으나, 더이상 작

업자가 아닌 스마트 팩토리가 문제점을 밝히고 대응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만큼 

스페어 타임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의 직무를 담당하던 작업자도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어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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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통적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문제해결 과정과 작업자 일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이사장인 로버트 앳

킨슨(Robert Atkinson)은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기계

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자동화의 일차적 영향 이외에 이차적인 상품 가격의 하락 및 노동자 임금 상승에 따

른 사회 전체적인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의 증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수익

성 역시 증가해 고용의 양적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멀린 스틸(Marlin Steel) CEO 드

류 그린블랫(Drew Greenblatt)에 따르면 자동화 도입 이후 생산성 증가로 회사가 파산 위기를 면할 수 

있었으며, 생산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을 추가 고용하여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출처 :  Markus Lorenz, Michael Rüßmann, Rainer Strack, Knud Lasse Lueth, and Moritz Bolle, Man and 
Machine 4.0-How Will Technology Transform the Industrial Workforce through 2025?,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9.

 부가가치 작업  회의 혹은 관리업무  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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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간과 로봇의 공진화를 위한 협동로봇의 등장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협동로봇(Collab-

orative Robot)이다. 코봇(Cobot)이라고도 불리며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기 위한 협

동운용(Collaborative Operation) 조건을 만족시키는 로봇으로 정의할 수 있다. 헙력운용이란 정의된 

작업장 내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하기 위해 설계된 로봇의 작업을 의미한다.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

이 아닌 인간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로봇과 인간의 협력 모델을 의

미한다.

협동로봇은 로봇이 작동하는 동안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 로봇의 작업영역에 인

간 작업자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산업용 로봇과 차이가 있다. 즉 협동로봇은 차세대 로봇 시스템

이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인간과 공존할 뿐 아니라, 작업 혹은 임무 기획 및 수행 시 파트너로서 공생

(Symbiotic)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 3-1 전통적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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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은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로봇과 인간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로봇의 안전성을 높였을 뿐만 아

니라, 공정 재배치와 유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로봇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사항도 있다. 

협동로봇은 동작 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작업영역에 작업자가 없을 경우에만 일반 산

업용 로봇 처럼 작동하는 Safety-Related Monitoring Stop, 작업자가 직접 로봇 이동을 조작하는 인

터페이스를 의미하는 Hand-Guiding Operation,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로봇과 작업자 사이 거리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장애물이 감지되면 로봇 작동 속도가 감소하는 Speed & Separation Monitor-

ing, 일정 크기의 동력 혹은 힘이 감지되면 즉각 동작을 멈춰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Power & 

Force Limiting이다.

표 협동로봇 종류와 적용 분야

출처 :  Alex Shikany, Collaborative Robots-End User Industry Insight, Robotic Industries Association, 
2014. 10. 1.

동작 특징 작업유형

Safety Rated 
Monitored Stop

• 정지 모션이 보장

• 전원은 항상 켜져 있으며, 장애물이 
사라지면 추가 조작없이 동작이 재개

• 정지조건 위반시 보호 정지 조치

• 재공품(Work-In-Process) 검사

• 속도 및 분리 모니터링  (Standstill 
Function)

Hand-Guiding 
Operation

• 작업자가 도착하면 로봇은 정지 
(안전 모니터링 정지)

• 작업자는 로봇 작동을 위한 
디바이스를 파악하고 동작을 활성화

• 로봇은 작업자 명령에 따라 작동

• 작업자가 협동작업공간을 벗어나면 
비협력작업이 재개

• 로보틱 리프트 지원(Robotic Lift 
Assist)

• 제한된 혹은 소규모 배치(batch) 생산

• 그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Speed & 
Separation 
Monitoring

• 로봇과 작업자의 분리거리 모니터링 
(스캐너, 비전시스템, 근접센서 등)

• 로봇의 작동 속도는 작업자의 
분리거리와 연관

• 로봇과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 
정지

• 동시작업(Simultaneous Taks)
• 작업자 직접 인터페이스 
(Direct Operator Inferface)

Power & Force 
Limiting

• 로봇의 힘이 제한적

• 로봇에 핀치포인트, 날카로운 모서리 
등작업자 위해 요인 제거

• 작업자와의 접촉이 감지되면 로봇은 
규정에 따라 반응 

• 가변적 어플리케이션

• 작업자가 자주 로봇과 접해야 하는 
상황

• 머신 텐딩

• 로딩/언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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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동로봇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협동로봇은 산업용로봇과 비교해  보다 설

치와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단순 조립, 이송(Pick & Place), 머신텐딩(Machine Tending), 품질테스

트 등의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활용 산업도 우주, 자동차, 금속가공, 전기전자, 플라스틱 사출, 식품, 

의약품, 의료, 단순 조립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2016년 3월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産業競爭力懇談會)는 ‘인공지능·로봇·사람의 공진화에 의한 산업력 

향상 실현(AI·ロボット·人の 共進化による産業力向上の実)’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간담회는 

산관학정책 자문기관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부 시

책이나 민간 역할을 검토하고 전략을 제언하는 조직이다. 

보고서 발간 목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야기된 제조와 서비스 분야

의 노동력 확보 등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해결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대

책의 일환이다.

출처 :  정용복, 협동로봇의 현황과 전망, Global Smart Factory Conference 발표자료, 2017. 12.

그림 3-9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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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에서 공진화란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람이 각

각 최적화되고 진화함으로써 시스템 전체 품질이 개선되고 발전하는 사이클을 의미한다. 인간은 심신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행동양식이 변화하여 새로운 목적의식을 얻고 활동 기회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에게 활력을 주어 인공지능과 로봇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사람을 중심으로 산

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다. 

공진화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인간의 심신 상태, 행동과 다양한 상황 등을 수집해 학습하고 그 지

식들을 이용해 인간이나 로봇에 전달할 지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축

적하고 분석하여 인간이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가설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인

공지능은 사이버-물리 시스템에서 데이터와 지식의 보관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들의 분석과 최적화

를 위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스템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분석, 제어, 계획 최적화 등의 소

프트웨어 플랫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로봇의 역할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터페이스 매개체

로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수행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과 인간에게 피드백하는 것이다.

출처 :  Mike Beaupre, Collaborative Robot Technology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obotics Workshop, 2016.

그림 3-10 협동로봇 진화에 따른 휴먼-로봇 상호작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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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할은 크게 3가지다. 최적화된 인공지능과 로봇의 사용자,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작업지시 등 목

표를 부여하는 관리자, 로봇과 인공지능 개발자 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지속적으

로 공진화가 계속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목표나 새로운 가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

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

최적화 → 학습 → 업그레이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스템  진화단계를 세분화해 공진화 단

계는 크게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11 인간, 로봇과 인공지능 공진화 시나리오

출처 :  AI·ロボット·人の 共進化による産業力向上の実現, 産業競争力懇談会 2015年度 プロジェクト 最終報告, 2016. 3. 3.

STEP 0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사용자)의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STEP 1 시스템 수정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인간(개발자와 관리자)은 시스템을 수정

STEP 2 시스템 업그레이드  인공지능, 로봇, 인간은 변화에 대응한 작동과 행동으로 업그레이드

STEP 3 인공지능과 인간의 학습  인공지능은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람도 새로운 시스템 행동양식을 학습

STEP 4 인간의 진화  인간(사용자)은 최적화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에 따른 행동양식과 

기술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와 목적을 획득하고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출

STEP 5 인공지능의 진화  인간(관리자·개발자)은 요구사항 도출에서 현재 단계까지 

인공지능의 분석을 참고하여 상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튜닝

STEP 4 로봇의 진화  인간(관리자·개발자)은 요구사항에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가설을 

기반으로 로봇 기능을 변경하여 로봇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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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이 수집되면(STEP 0), 인간, 인공지능, 로

봇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은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수정 혹은 업그레이드 하고(STEP 1), 시스템 변화에 

따라 시스템 작동과 인간 행동도 업그레이드된다(STEP 2).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시스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도 새로운 시스템 행동양식을 학습하고 진화한다(STEP 3, 

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은 최적화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행동양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등 진화 

과정을 거친다. 인공지능도 현재 단계까지의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STEP 5), 로

봇도 그간의 요구사항과 인공지능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진화하는 등 시스템 구성요소인 인간, 인공

지능, 로봇이 지속적으로 공진화하는 단계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로서 인간은 시스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주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학습을 수행한다(STEP 2, 3). 개발자와 관리자로서의 인간은 시스템 수정(STEP 1)

을 주로 담당하며, 사용자, 개발자, 관리자 등 3가지 역할 모두 새로운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단계

(STEP 0)에 참여하여 시스템이 인간 중심으로 개발되고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도 2011년 6월 국가 로봇 이니셔티브(National Robotics Initiative)를 출범해 모든 분야에서 로봇

과 공존하는 협동로봇 개발을 위해 매년 300만~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연구의 핵심은 인간의 역

량을 확장하거나 강화하면서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형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출처 :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NRI)-The realization of co-robots acting in

그림 3-12 국가 로봇 이니셔티브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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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차세대 로봇 시스템이 안전하게 인간과 공존할 뿐 아니라, 작업 혹은 임

무 기획 및 수행 시 파트너로의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문화적 다

양성 확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 교육과 학습, 개인과 공공의 안전, 안보 등의 삶과 경제 전반의 개선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 분야는 협동로

봇 개발을 위한 기술공학적 문제와 인간 활동과 관계된 장기적 사회·행태·경제적 문제를 포괄하며, 로보틱

스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협동로봇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앞으로 미래 성장과 혁신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술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작업자 부족과 생산성 저하의 대안, 무엇보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6

년 2,146억 원에서 2022년에 3.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해 국내 시장도 102억 원에서 

1,773억 원 규모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출처 : 이남우, 협동로봇 산업동향, 융합 Weekly Tip, 융합연구정책센터, 2018. 4. 16. 

그림 3-13 협동로봇의 글로벌, 국내 시장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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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소사이어티 5.0(Society 5.0)라고 정의했다. 수렵, 농경, 산업, 정보화 사회를 잇

는 시대로 “연령, 성별, 장소, 언어 등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 만족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일본을 소사이어티 5.0 플랫폼으로 만들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부각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

ber-Physical System)을 구성하는 관련 기술들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이 추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선행주자인 독일이나 미국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율주행, 물류, 

의류, 간병 등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횡단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국제경쟁을 주도하는데 목표

를 두고 있다. 특히 IT와 로봇의 전사회적 활용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계획 기간인 5년간 GDP의 1%에 해

당하는 약 26조 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의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빅데

이터 분석, 인공지능, 저전력 고속 대용량 처리 디바이스, 네트워크, 실제 물리적 세상(Physical World)의 

로봇과 액츄에이터, 센서, 광학,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증강현실을 이용한 휴먼 인터페이스, 햅틱 기술, 재

료, 나노기술 등을 선정하고 향후 핵심 강점 기술과 플랫폼 기술로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소사이어

티 5.0은 단순히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일 뿐 아니라, 일본의 새로운 성장동력 아이템으로도 육성

되고 있다.

그림 3-14 일본 소사이어티 5.0 플랫폼

출처 :  Yuko Harayama Executive Member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STI), 600 Trillion Yen GDP Target STI Policies for Moving Toward,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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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기직업들을 살펴보자.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시절에

는 전차 운전사, 전화교환원, 라디오 조립원, 고무, 가발, 섬유 등 공장노동자,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 속도가 빨랐던 시절 사무직을 선호하는 엘리트들은 주로 은행으로 몰렸다. 대기업이 없

던 시절 은행원은 당시 최고의 신랑감이었으며, 여성 공무원도 드문 시절로 우체국, 경찰서 등의 전화교환

원이 인기 신부감이었다. 1970년대에는 소비재 중심의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이 

중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사회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대기업 직원이 선호직업 1위였다. 

1980년대 들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어린

이들과 젊은 층에 선망의 직업으로 떠올랐고 증권, 금융업이 성장하면서 펀드매니저, 외환딜러 등이 선호

직종으로 부상하고 반도체, 컴퓨터, 광고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로그래머, 벤처사업가 등이 각광을 받았고, 2000년대 들

어 세계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무원,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과 함께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데이터 분

석가, 로봇과 인공지능 개발자, 생명공학, 에너지 전문가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기술 발전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원의 감축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왔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차량 단말기 기술, IC 카드 기술, 단거리 전용 

통신, 단말기 기술이 핵심으로 2000년 6월 설치가 시작되어 2007년 12월 전국 262개 모든 영업소에 개

통되어 이미 많은 톨게이트 징수원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무인수납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1,000대 미만의 차량이 통과하는 곳에 주로 설치하며, 운전자가 스스로 통행권을 수납 

시스템에 넣고 현금, 신용카드, 선후불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사용해보면 매우 불편하지만, 도로

공사는 적자감소 등을 목적으로 2012년 소형 영업소 8개소에 시범 도입한 후, 2014년 10개 영업소에 추

가 도입하는 등 계속 확대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예외 없는 한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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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동화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직업들의 대체 확률

출처 :  박가열, AI-로봇-사람 협업의 시대가 왔다!, 고용정보원, 20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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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2020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 무인 통행료 징수시스템인 스마트톨링시

스템(Smart Tolling System)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핵심기술은 CCD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인식 시스템

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되면 많은 요금징수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

만 계획은 보류되었다. 확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톨링은 사전에 고속도로 영업소, 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

서 가입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개량해 스마트톨링 겸용차로로 활용하

면서 유인수납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요금미납 차량에 

대해서만 고속도로 이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이 모든 차량의 기록을 수집해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불법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감소 우려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납 업무를 하

고 있는 징수원은 6,700여 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을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

라 줄일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과 충돌했고, 유인 징수원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

이 바뀌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톨링 사업에서 우려되는 점이었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무인 지하철도 등장한지 오래다. 신분당선은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 2번째로 무인 중전철 노선을 운영 

중이다. 무인 경전철도 부산 4호선과 부산~김해 구간, 의정부 경전철, 용인 에버라인에 운행 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인운전 시스템은 기관사 없이 모든 운행과 차량 상황이 양방향 무선통신 열차

제어 방식을 기반으로 종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자동 조정되고 제어되는 시스템이다. 고정적으로 지

하철에 탑승하던 기관사와 차장 2인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무인운전, 무역장, 무역무원, 무매표소, 무분

소 형태로 지하철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철도 운영사 입장에서는 인간보다 정확한 운영을 통한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 고장 발생에 따른 운행 지연 최소화, 철도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전자 실

수를 최소화하여 안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일자리 감소와 함께 승객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은행들은 스마트폰 뱅킹,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점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국

내 15개 은행(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제외)의 2015년 말 임직원 수는 11만 6,932명으로 2014년 11만 8,821

명보다 1,889명, 1.4%가 줄었다. 은행원 수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16년에는 110,843명, 2017년 106,511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기술 발달로 은행 창구를 찾는 금융 소비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행

에 따르면 은행 지점에서 직접 입출금, 계좌이체를 하는 소비자 비중은 2013년 말 12.2%에서 2014년 말 

11.3%로 줄었다. 반면 스마트폰 뱅킹 고객 수는 2013년 말 3,700만 명에서 2014년 1분기 4,000만 명, 

2015년 1분기에 5,000만 명을 돌파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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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2018년 6월말 기준 국내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자 수는 1억 4,067만명으로 3월말보다 

1.8% 증가했으며, 일일 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7,348만건으로 전분기보다 9.0% 증가했다. 전체 인

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3.0%, 9.6%를 차지

하고 있다. 

핀테크 확산으로 무인점포를 도입하는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인력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생체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신한, KEB, 하

나, 우리 등 주요 은행들은 자동화기기로 계좌 개설,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5

년 말부터 은행들이 영업 점포망을 재조정하고, 무인점포를 늘리는 등 핀테크발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의 본격적 활용과 비대면 일임 계약 허용도 인력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다. NH투자증권이 QV로보어카운트 Robo Account를 자체 개발했고, KDB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회사인 쿼터백테크놀로지스를 통해 쿼터백 알파와 쿼터백 베타, 쿼

터백 R-1을 각각 출시했으며, 삼성증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인

터넷 활용과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은행원들을 가장 불안한 직업의 하나로 변

화시켰다.

그림 4-2 2025년 첨단산업용 로봇 활용에 따른 노동비용 절감 효과(%)

출처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The Shifting Economics of Global Manufacturing-How a Takeoff 
in Advanced Robotics will Power the Next Productivity Surge,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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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컨설팅그룹이 2015년 2월 발표한 ‘The Shifting Economics of Global Manufacturing-How 

a Takeoff in Advanced Robotics will Power the Next Productivity Surge’ 보고서에서 2025년

까지 로봇에 의해 예상되는 노동비용 감축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높

은 33%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6%의 2배가 넘고, 2위인 일본의 25%와도 무려 8%나 격차가 있

는 수치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21%이지만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47%로 노동비용의 절반이 감축 가

능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인간의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는 나라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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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5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사전인 웹스터 사전에서 로봇은 ‘인간과 유사하게 생긴 기계로 걸음걸이나 말하기와 

같이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계(a machine that looks like a human being and 

performs various complex acts as walking or talking of a human being)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노동을 대치하는 기능을 가진 도구목적의 로봇 정의다. 

물론 실제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많은 로봇들이 주로 생산현장의 기계들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인간과 공존을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 등 소프트웨

어 로봇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정의하면, 로봇은 인간

의 기능을 하나라도 대신하는 모든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일본 미래과학관에 설치된 아나운서 로봇인 코도모로이드(Kodomoroid),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대화

가 가능한 소프트뱅크의 페퍼(Pepper), 윤리적 논란의 대상인 성인용 로봇 등 인간의 형상과 유사한 로봇

들이 많다. 그러나 다양한 생산현장의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시간당 360개의 햄버거를 만드는 버거봇

(Burgerbot), 트레이더가 사라진 뉴욕 증권거래소,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로봇 등 인간의 

형태와 다른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봇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로보틱스 디바이드(Robotics Divide)가 언급되고 있다. 농업경제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의 부와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인이 소유한 재화인 물질

적 격차(Material Divide)라면, 인터넷 등장 이후에는 인터넷 접속과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인 정보 혹은 

디지털 격차(Information or Digital Technology Divide)였으며, 앞으로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기

술과 경제력의 보유하거나, 로봇의 활용 여부가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의 부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로봇과 인공지능을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2016년 1분기 수익결산에서 구글

은 모바일 퍼스트에서 인공지능 퍼스트로의 전환(And overall, I do think in the long run, I think we 

will evolve in computing from a mobile first to an AI first world. And I do think we are at the 

forefront of development)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고, 페이스북 CEO 주커버그는 2016년 글로벌 개발

자 콘퍼런스인 F8 2016에서 인공지능 메신저 플랫폼 챗봇을 공개하는 등 글로벌 업체들도 인공지능과 관

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로보틱스 디바이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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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관점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란 믿음이 높아져 가는 반면 개인에게 로

보틱스 디바이드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타일러 코웬(Tyler Cowen) 교수는 

로봇공학의 발달로 미국 소득계층은 로봇 발전을 주도하는 상위 10%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저임

금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 90%로 양분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넷스케이프(Netscape) 개발자

이자 현재 벤처캐피탈리스트로 활동 중인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은 이러한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컴퓨터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직업군과 컴퓨터에게 업무를 지시를 받는 직업군으로 양분되

며, 이 가운데 하나의 직업군만 고임금 직업군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소수만 독점

해 로봇이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로

봇 발전에 따른 인간 일자리 파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보틱스 디바

이드가 가져다주는 더 커다란 변화는 경제적 불평등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아직은 로봇의 본격적 발전이 장

밋빛 미래보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본격적으로 직장과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등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우

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인공지능은 시스템이 목적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발전시키며, 로봇

은 목적과 환경에 최적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신체적·정신적·지적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일명 디지털 아테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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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산량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테슬라 모델3 생산문제를 살펴보자. 테슬라 모터스 시가총액은 북미 최

대 완성차 업체인 GM의 절반 수준이지만, 직원 수는 30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국 프레몬트(Fremont) 공

장에는 160여 대 로봇들이 자동차를 조립했고, 작업자 3,000여 명은 주로 운전대와 배터리, 차량 내 디스

플레이 설치 등 세부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시가총액은 북미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의 절반이지

만 직원 수는 30분의 1에 불과해 대표 차종인 Model S와 함께 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테슬라 모터스의 미래가 걸린 차기 주력 차종 Model 3 양산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6

년 3월 Model 3는 인터넷을 통해 무려 32만 5,000대 사전 예약에 성공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8

년 1분기까지 매주 5,000대 양산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실패해 생산 지연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

기 시작했다. 결국 2018년 2월 주가는 25% 이상 떨어졌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테슬라 신용등급을 B2

에서 B3로 한 단계 낮추고 전망도 안정에서 부정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생산지연 이유는 무엇일까? Model 3에 새로운 기능을 무리하게 포함시키도 했지

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복잡하고 과도한 생산라인 자동화다. 번스타인 리서치(Bernstein Research)

에 따르면 테슬라 모터스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는 주로 인간이 담당하는 최종조립 작업에도 로봇을 투

입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도 2018년 4월 CBS 굿모닝과의 인터뷰에

서 Model 3 생산라인의 자동화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조립라인 작업자 수가 너무 적어 생산 속도가 떨어

졌다고 시인했다. 2017년 공장자동화 장비 업체인 퍼빅스(Perbix)를 인수하며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으

로 테슬러 경쟁력은 자동차가 아니며 공장일 것이다(The competitive strength of Tesla long-term 

is not going to be the car, it’s going to be the factory)”라고 언급하며 자동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

였던 것과는 상반된다. 그는 Model 3 라인에 설치되는 로봇들을 1906년 진수된 영국 전함으로 당시 최

고의 전력을 보유했던 에일리언 드레스노트(Alien Dreadnought)와 비교하며, “속도는 최고의 무기다

(Speed is the ultimate weapon)”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결국 테슬라는 축구장 크기 2배의 텐트로 만든 생산공장을 설치해 2018년 6월 1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

다. 하지만 첨단 자동화 시설로 구성된 기존 공장과는 달리 사람이 직접 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Model 3 생산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너무 늦은 도입도 문제지만, 너무 빠른 도입에 따른 과도한 투자로 빠른 이익 회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집중에 실패할 수도 있다. 업종 특성과 도입 목표에 최적화된 로봇과 인간의 협력적 공

존 모델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로봇도입과 인력감축이 생산성 향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비즈니스 목표 충족을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로봇과 인간이 작업 수행 시 파트너로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테슬라 사례로 살펴본 인간과 기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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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 울산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적응하지 못한 작업자가 퇴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른바 스마트 스트레스다. 지나친 로봇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운영 로직 설계는 인간 노동자의 스

트레스 증가로 생산성과 사기저하로 이어져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도입 목적과 환경

에 적합한 수준으로 로봇과 사람이 함께 협력적으로 최적화된 공존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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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직업 종류와 일하는 방식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특히 인간의 기능을 보조 혹은 

대체하는 자동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변화의 폭이 좌우된다. 당연히 인간의 직업은 새로운 생성, 통합

과 분화, 소멸 주기를 가진 유기체다.

다국적 컨설팅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중국,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지에서 10,000

여 명을 대상으로 향후 5~10년 후 일하는 방법을 바꾸게 될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기술의 발전이었다. 

3  휴먼웨어의 중요성, 개인 트랜스포메이션 능력을 갖춰야

2016년 1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혁명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의 영향으로 향후 5년 동안 주요 선진국에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여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결국 약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무직 및 관리직은 

향후 5년 내에 475만9천 개,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는 160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컴퓨터와 

수학 분야에서는 40만 5천 개, 마케팅과 금융 분야는 49만 2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

석하는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5-1 향후 5~10년 후 일하는 방법을 바꾸게 할 원인

출처 :  The Future of Work A Journey to 2022, PwC, 2014.

기술의 발전

자원부족과 기후 변화

세계 경제 패권의 이동

인구통계학적 변화

빠른 도시화

기타 

모르겠음 

53%

39%

36%

33%

2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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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문조사나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직업의 변화는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과 

역할 분담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직업과 일하는 방법은 기술발

전과 함께 새롭게 생성되고, 통합, 분화, 소멸 주기를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원활한 인간과 기

술의 공생을 위해서는 상호 간 원활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각종 센

서와 로봇, 인공지능 등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체하고 있지만, 인간은 그들의 발전 속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인간과 기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휴먼웨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휴먼웨어는 시스템 

개발 및 공급사가 인력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던 용어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

발하는 개발자, 관리자, 작업자 등도 시스템 개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구성요소로서 인간의 효과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인간도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위에서 살펴본 독일 스마트 팩토리 사례와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는 분명히 증가한다. 하지만 새롭

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경력자에게 추가적인 학습을 통한 새로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과 

관련 지식, 경험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중요성에 비해 휴먼웨어의 배려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적다. 기술이 급변하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위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개인 발전을 위한 배려에는 매우 인색하다. 사내교육과 외부 대학 

등을 이용한 교육도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실시할 여력이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오늘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꿈꾸기 어렵다. 우리나라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양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추진하는 부업과 겸직제도 허용을 통해 새

로운 기술 기반 창업 촉진, 전직과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 특히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 등을 위한 정책들과 같은 질적인 근로개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학

습의지는 OECD 국가 중 꼴찌, 고용 유연성은 세계 139개 가운데 83위가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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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국가별 성인학습 의지

그림 5-3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카테고리 지표 순위

출처 :  임언, 박혜석, 추지윤, 한국 성인의 학습전략 국제비교 및 역량과의 
관계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7권 1호, 2014. 4.

출처 :  Bhanu Baweja, Paul Donovan, Mark Haefele, Lutfey Siddiqi, Simon Smile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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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혁신적 기술은 현재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

운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자신의 적성을 무시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유망하다는 직업을 쫓기에는 적지 않

은 리스크가 따른다.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입사 1년 내 퇴사율은 무려 27.7%로 계속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4명 가운데 1명이 입사 1년 내에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49.1%로 가장 

높고, 복리후생과 근무지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따랐다. 물론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300인 이

상 대기업은 9.4%로 중소기업보다는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

르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의 46.7%,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의 46.9%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고 취업만을 위한 진로 선정은 대학

공부의 부실과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낮아져 적지 않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하나의 직업으로는 더 이상 인생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다. 다양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컨설팅 업체 AT 커니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환경 변화 동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재 비즈니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을 추진하는 기업활동으로 정의했

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경쟁력 향상 혹은 새로운 분야, 원하는 분야로의 진입을 위해 빠른 지식과 

경험 습득을 통한 개인의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능력(Personal Transformation Ablity)이 그 어느 때

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5-4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출처 :  차두원, 최고의 스펙은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능력, sba 신직업리포트,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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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한 기술 실업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하는 자는 지배자가 되고, 효과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한 자는 승리자가 되며, 기술을 소유도 활용도 못 하

는 자는 낙오자가 된다. 인터넷에 폰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화려하게 디자인된 문서, 유투브 모든 동영

상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 비교·분석해서 잘못된 정보인지 확

인하고, 발표자료나 문서에 작성할 때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습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는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유용한 수단은 가장 생생한 정보를 얻고 눈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

련 행사나 현장,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탄탄한 전공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정보와 지

식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학습과 정보 능력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개인의 격차를 좌우한다. 아쉽게도 이러한 영역은 우리나

라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스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기업이나 어디선가 소개되면 어김없이 관련 학과 수능 경쟁력은 치솟는다. 문제는 판화같이 

찍어낸 많은 인력들을 소화할 시장과 기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정년이 사라진 시대에 해당 직업과 기술

을 위한 스펙이 언제까지 필요할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의 스펙 변경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펙은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능력이고, 디지털 네이티브

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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