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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술 혁신의 일자리 미치는 영향 경제 및 경영학계 

전통 깊은 주제 

-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은  “노동력 사용을 경제화하는 

도구의 발명에 기인(Keynes, 1933, p. 3)” 

지난 한 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의 발전과 

스마트 자동화(Automation)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 기존 일자리 대체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 집중 

Ⅰ. 서론 



최근 기술 변화(컴퓨터 자본)에 따른 직능(과업) 내용: 

경험적 설명(Autor, Levy & Murnane, 2003) 

  - 대체(노동 투입 감소): 명백한 규칙 따르는 수동 및 인지 과업  

  - 보완(노동 투입 증가):  비정형 인지(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과업 

  - 미국 직업(명)사전(DOT), 센서스(1960, 1970) 및 Current 

Population Survey(1980, 1990, 1998) 활용  

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라, 정교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 노동력 잉여 발생 

(Brynjolfsson & McAfee, 2011) 

Ⅰ. 서론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 내 직업 구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연구 다수나, 고용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양적으로 연구 최근 Frey와 

Osborne(2013) 선구적 

- 데이터마이닝, 계산통계학, 인공 지능, 기

계 학습(Machine Learning)  발전 기초하여  

전산화에 대한 직업별 취약성 검토함 

다보스로부터의 메시지,  

기술혁신과 일자리의 영향, 

미래직업지도 관련 최근 연구 결과  및 

정책 시사점 제언 

Ⅰ. 서론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World Economic Forum 2016 



- 우리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목전에 서 있음   

- 크기, 범위 및 복잡성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 전환기임 

-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나 공공과 민간 부문 , 학계 및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체제 모든 이해 관계자가 개입된 통합적, 종합적 대응 필요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대응 방안 

개관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대응 방안 

4차 산업혁명은?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대응 방안(Schwab, 2015) 

3차 산업 혁명의 연장 아닌 새로운 혁명의 특징 세 가지  

체계적 영향 

(Systems 
Impact)  

광범위 

(Broad 
Scope) 

급속  

(Exponential  
Velocity)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대응 방안 

정보 접근, 처리 저장 능력과 혁명적 기술 발전으로 무한 가능 

정보 처리 

(Processing Power) 

지식 접근 

(Access to  Knowledge) 

 

저장 능력 

(Storage Capacity) 

AI, ML, & 
Quantum 

Computing 

Robotics,  

3D-Printing 

IOT, 

Energy 

Storage 

 
NT, BT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 -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직업 반 정도 로봇기술(Robotics)과 

기계학습에서의 발전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신속한 도시화와 인구통계 변화와 같은 메가 트렌드에 의해  

전세계 대졸자의 2/3 이상은 새롭게 부상하는 

노동시장(emerging markets) 출신일 것임” 

◈ WEF 2016:  직업의 미래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 WEF 2016 직업의 미래 보고서: 핵심 결과 요약 

고용 동향 

 - 2015-2020년 사이 5.1M 일자리 순 소멸 

 - 7.1M 일자리 소멸(2/3 화이트 칼라 사무직) VS 2M 일자리 창출(컴퓨터, 

수학, 건축 및 공학 관련 분야) 

WEF(2016), 직군 별 순 고용 전망(단위 천명), Future of Jobs Survey, WEF. 



Ⅱ. Davos로부터의 메시지 

◈ ◈ WEF 2016 직업의 미래 보고서: 핵심 결과 요약 

산업별 고용전망 및 직업능력 안정성 

 - 낙관적 전망 직능 안정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산업, 전문 

서비스산업,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산업,  

WEF(2016), 산업별 고용전망 및 직업능력 안정성, Future of Jobs Survey, WEF. 



Ⅲ. 기술혁신과 일자리 영향 개관 



기술에 의한 실업 및 일자리 변화의 관심은 

단지 최근 현상이 아니라 기술혁신 발전사와 

괘를 같이함 

경제 발전은 창의적인 사고의 부재라기보다 

기술적 고착  조장하는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 

의해 좌우됨(Schumpeter, 1962) 

- William Lee(1589)의 스타킹 직조기 발명 

특허 요청에 대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거부 

Ⅲ. 기술혁신과 일자리 영향 개관 

1. 기술혁신과 일자리 문제의 역사성 



대륙에서 여전히 건재했던 장인 길드가 영국에서는 

1688년 산업 혁명기 즈음 쇠락 

의회 우위(Parliamentary supremacy)에 힘입어, 

1769년에 기계를 파괴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 통과 

1811 ~ 1816년 러다이트(Luddite) 폭동은 의회의 

기모기(gig mill) 사용 제한 【법안 1551】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의 기술대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함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2. 영국의 산업혁명 



증기기관 도입과 더불어 제조 과정 기계화로 공장 

시스템이 장인 공방을 대체하고 속도를 높이면서, 

업무 단순화 통해  숙련(skill) 대체 

장인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던 작업 미세하게 분해

상대적으로  덜 숙련된 다수의  기계조작원 필요 

- 쟁기 생산에서, 장인 2명이 해머, 모루(anvils), 정, 

손도끼, 도끼, 나무망치 등 사용 인당 118시간 소요, 

반면 기계화된 쟁기 공장에서 97개 과업을 52명 고

용하여 단지 인당 3.75 시간이 걸려 생산함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3. 19세기 : 탈 숙련(de-skilling): 장인=> 기계+단순조작원 



타자기 1860년대 발명되었지만 20세기 초 녹음기, 

계산기, 등사기, 컴퓨터 전신 천공기(keypunch)와 

더불어 기계화 속에 사무 환경 도입 

사무기기는 정보 처리 업무 비용 낮추고, 교육 받은 

사무직 수요 증가 시켰으나, 인력 과잉으로 사무직 

임금 프리미엄 사라짐 

- 1960s GM산업로봇,  1970s 항공예약셀프서비스,      

1980~90년대 바코드 스캐너, ATM 

- 1980s 이후 급증한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컴퓨터

와 정보기술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의견 일치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4. 20세기 : 교육과 기술의 경쟁과 상보 



비정형(non-routine) 업무를 (빅)데이터, 기계학습, 

AI 에 기초하여 정교하게 정의된 문제로 전환 

- 자료에 기초한  계량화 알고리즘으로 필체 인식 

-  종양의사(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IBM WATSON 사용 진단 

- 법률분야 정교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법률사무원, 

계약 및 특허 변호사 다수 업무 대체 

센싱 기술 개선이 일자리에 영향 미침  

- 오류 및 이상탐지 알고리즘 기계학습 통해 장비 

결함 검사하는 폐쇄회로(CCTV) 조작원과             

집중 치료 환자 모니터링 의료 보좌진 업무 대체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5. 21세기 : 스마트 자동화의 확산(1)  



섬세한 판단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도 전산화에 의한 

취약성 고조되고 있음 

- 금융업에서도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 

담당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 정의된 

기사 신속하게 작성 배포 

소프트웨어개발자 업무도 조만간 전산화될 수 있

는데, 인공지능 발전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소프트

웨어 오류(bugs)도 자동적으로 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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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세기 : 스마트 자동화의 확산(2)  



Autor, Levy & Murnane(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4), pp. 1279-1333.  

정형(routine) 대 비정형, 분석 및 상호작용 대 매뉴얼  

과업 투입 경향 변화, 1960~1998 

6. 기술변화에 따른 직능(과업)구조 변화(Autor, Levy, & Murnane, 2003)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7. 미국 직업 전산화 확률(Frey & Osborne, 2013)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7. 미국 직업 전산화 확률(Frey & Osbor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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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직업 전산화 확률(Frey & Osbor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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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기반 대 직업-기반 자동화 가능성 비교(Arntz 등, 2016) 

Arntz, Gregory, & Zierahn(201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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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ECD 국가별 자동화 고위험 대 중위험 비교(Arntz 등, 2016) 

Arntz, Gregory, & Zierahn(201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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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직업 자동화 직무대체 확률(박가열 외, 2016) 

- Frey & Osborne(2013) 모델 활용(9개 변수 중 8개 대응)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4digit),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2001~2015 재직자 조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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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직업 자동화 직무대체 확률(박가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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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직업 자동화 직무대체 확률(박가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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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학 

KAIST 1 4.8 4.8 

UNIST 1 4.8 4.8 

서강대 4 19 19 

서울대 2 9.5 9.5 

성균관대 1 4.8 4.8 

연세대 1 4.8 4.8 

소계 10 47.7 47.7 

산업체 
㈜뷰노 1 4.8 4.8 

엑스브레인 1 4.8 4.8 

연구기관 ETRI 9 42.9 42.9 

합계 21 100 100 

나. 인공지능 로봇전문가 기관별 전문가* 응답 현황 

가. 조사 기간 : 2016. 6. 21 ~ 9. 8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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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도구 : KNOW 업무수행능력 설문도구 응용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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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6년 20년 25년 30년 35년 45년 

C1  읽고 이해하기 2.24  2.76  3.71  4.71  5.05  5.95  

C2  듣고 이해하기 1.86  2.86  4.00  4.62  4.81  5.95  

C3  글쓰기 2.00  2.95  3.81  5.14  5.57  6.10  

C4  말하기 2.38  3.67  4.43  4.90  5.24  6.00  

C5  수리력 2.86  4.00  5.00  5.43  5.67  6.43  

C6  논리적 분석 2.81  3.19  4.05  4.81  5.52  6.10  

C7  창의력 2.24  2.71  3.05  3.33  3.76  5.00  

C8  범주화 2.90  4.57  5.29  5.62  5.71  5.90  

C9  기억력 4.86  5.62  6.14  6.33  6.43  6.48  

C10 공간 지각력 3.81  5.00  5.52  6.10  6.14  6.38  

C11 추리력 2.86  4.05  4.48  5.24  5.71  6.10  

C12 학습전략 2.05  2.71  3.43  4.29  4.52  5.33  

C13 선택적 집중력 4.25  5.05  5.45  6.10  6.20  6.45  

C14 모니터링 2.29  3.19  4.24  5.24  5.62  5.95  

라. 조사결과: 시기별 직업능력 대체 수준(1/4)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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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6년 20년 25년 30년 35년 45년 

C15  사람 파악 2.15  2.85  3.65  4.05  4.70  5.50  

C16  행동 조정 2.95  3.62  4.00  4.48  4.86  5.48  

C17  설득 2.67  3.06  3.56  4.39  4.72  5.56  

C18  협상 2.47  2.95  3.42  4.16  4.58  5.68  

C19  가르치기 2.43  3.76  4.48  5.19  5.67  6.14  

C20  서비스지향 3.35  4.35  5.10  5.55  6.00  6.55  

C21  문제해결 3.19  3.71  4.48  5.24  5.76  6.05  

C22  판단과 의사결정 3.43  3.95  5.00  5.67  5.81  6.24  

C23  시간관리 3.05  4.00  4.81  5.19  5.29  5.57  

C24  재정관리 2.90  3.81  4.81  5.29  5.62  6.05  

C25  물적자원 관리 2.52  3.43  4.10  4.62  5.14  5.62  

C26  인적자원 관리 2.71  3.43  3.86  4.48  5.05  5.62  

라. 조사결과: 시기별 직업능력 대체 수준(2/4)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라. 조사결과: 시기별 직업능력 대체 수준(3/4) 

구분 16년 20년 25년 30년 35년 45년 

C27 기술 분석 2.45  3.20  3.80  4.80  5.30  6.20  

C28 기술 설계 2.65  3.50  4.05  4.85  5.25  6.10  

C29 장비선정 1.90  3.15  4.10  4.70  5.20  5.60  

C30 설치 3.10  3.90  4.62  5.24  5.52  5.76  

C31 전산 2.60  3.05  3.95  4.90  5.10  5.43  

C32 품질관리분석 2.57  3.14  3.71  4.38  4.95  5.62  

C33 조작 및 통제 2.57  3.29  4.43  5.19  5.57  5.81  

C34 장비의 유지 1.86  2.38  3.20  4.24  4.95  5.62  

C35 고장의 발견·수리 1.52  1.95  2.95  4.10  4.90  5.76  

C36 작동 점검 3.67  4.33  4.86  5.29  5.38  5.62  

C37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 
3.05  3.50  4.00  4.70  5.05  5.35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라. 조사결과: 시기별 직업능력 대체 수준(4/4) 

구분 16년 20년 25년 30년 35년 45년 

C38 정교한 동작 2.14  2.52  3.29  4.19  4.62  5.57  

C39 움직임 통제 2.52  3.48  4.05  4.76  5.52  6.05  

C40 반응시간과 속도 3.14  4.24  4.81  5.48  5.81  6.05  

C41 신체적 강인성 3.10  4.14  5.14  5.86  6.14  6.19  

C42 유연성 및 균형 1.90  2.52  3.24  4.48  5.19  5.71  

C43 시력 4.29  5.24  5.76  6.14  6.29  6.33  

C44 청력 3.38  4.48  5.00  5.57  5.90  6.33  

전체  2.92  3.80  4.47  5.21  5.64  6.03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Ⅲ. 기술혁신의 일자리 영향 개관 

순위 직업  2020 2025 2030 2035 2045 

1 주방보조원 0.148 0.456 0.811 0.926 1 

2 금속가공기계조작원 0.114 0.339 0.786 0.929 1 

3 청소원 0.152 0.422 0.776 0.888 1 

4 세탁원 및 다림질원 0.044 0.258 0.737 0.865 0.984 

5 주유원 0.126 0.27 0.734 0.862 0.982 

6 매표원 및 복권판매원 0.1 0.289 0.698 0.89 0.983 

7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0.173 0.407 0.697 0.904 1 

8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0.082 0.331 0.683 0.852 0.982 
9 수금원 0.073 0.22 0.679 0.835 0.981 

10 기타 자동차 운전원 0.084 0.255 0.678 0.843 0.983 

11 낙농업 관련 종사원 0.134 0.319 0.673 0.869 1 

12 경량철골공 0.077 0.341 0.672 0.907 1 

13 펄프 및 종이 생산직(기계조작) 0.079 0.309 0.667 0.862 0.982 

14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0.071 0.192 0.666 0.812 0.981 
15 간병인 0.094 0.195 0.662 0.756 1 

라. 조사결과: 2030년 기준 직업능력 대체 비율 상위 15개 직업 

10. 인공지능로봇 직능대체 가능성(박가열 외, 2016) 



Ⅲ. 인공지능 로봇기술 직업능력 대체 

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가능성: 의사  

구분 대체 가능한 영역 대체 불가능한 영역 

기술 

전문가 

 진단과 관련된 일 

 빅 데이터 활용 업무 

 정신과 상담 등 관계 중심 

진료  

의사  

 새로운 수술방법이나 치료법

에 대한 정보 제공 

 데이터에 근거한 수술 성공률 

제공 

 감성 기반의 의료 서비스  

 성공확률로만 판단할 수 없

는 수술 결정 여부  

 중요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  

11. 미래직업세계 연구(Ⅱ) (박가열 외, 2016) 



Ⅲ. 인공지능 로봇기술 직업능력 대체 

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가능성: 판사  

구분 대체 가능한 영역 대체 불가능한 영역 

기술 

전문가 

 기존 판례 분석 및 추천  

 논리 방향 체크  

 증거 수집  

 최종 판단 

 재산이 많이 걸려 있거나 특이한 

케이스 업무  

 객관적 사실관계보다 논박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  

판사 

 사무직원들이 보조하는 송달, 

속기업무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

소장, 소장, 판결문 초안 작성  

 증거 조사 후 사실 확정 

 법률 해석 

 여러 선택지 중 하나 선택하는 일 

 판례가 없는 사건 처리  

11. 미래직업세계 연구 (Ⅱ)(박가열 외, 2016) 



Ⅲ. 인공지능 로봇기술 직업능력 대체 

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가능성: 교사  

구분 대체 가능한 영역 대체 불가능한 영역 

기술 

전문가 
 지식제공 전달  

 인성 발달, 도덕, 규범교육  

 일대일 맞춤형 교육  

교사  

 지식제공 전달 

 입시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진

학지도  

 감정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

야 하는 객관적 상담 영역 

 학생 복지, 인간관계, 상담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  

 선택에 책임져야하는 영역  

11. 미래직업세계 연구 (Ⅱ)(박가열 외, 2016) 



Ⅲ. 인공지능 로봇기술 직업능력 대체 

라.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가능성: 공무원  

구분 대체 가능한 영역 대체 불가능한 영역 

기술 

전문가 

 단순 행정 처리 

 사무직  

 이해관계 조정 

 정책개발 등 창의적 영역  

공무원 

 민원관리 및 답변 

 반복적 업무 

 정책 만들기에 있어 사례 

수집, 통계 영역 

 예산처리  

 창의적 영역 제외한 대부분 

업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정책 

창조  

 데이터가 부족한 영역 

11. 미래직업세계 연구 (Ⅱ)(박가열 외, 2016) 



Ⅲ. 인공지능 로봇기술 직업능력 대체 

마.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가능성: 예술가(가수)  

구분 대체 가능한 영역 대체 불가능한 영역 

기술 

전문가 

 기존의 작풍 활용한 작품 

창작  

 표절 여부 검토  

 수학적 비례가 중요한 예

술(화음 등)  

 새로운 작풍 창조 

 작품 둘러싼 부가적 가치  

 발레 같은 신체예술 영역 

예술가  

 기획, 마케팅 등 판매 관련 

부분 

 상업적 성공 여부 판단 

 감성적 영역  

 자의식에 기반 한 활동  

11. 미래직업세계 연구 (Ⅱ)(박가열 외, 2016) 



Ⅴ. 출현가능 미래 직업 



1. 고령 사회(Aged Society) 관련 직업 예시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데이터 전문 간호사  

인공장기조직개발자 

골근격증강기연구원 

말벗도우미 



2. 자동화된 스마트 디지털 관련 직업 예시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신경마케터 

기억대리인 

사전범죄분석가 

만물인터넷개발자 



3. 아시아의 부상 관련 직업 예시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국제인재채용대리인 문화갈등해결원 



4. 바이오 분야 미래직업 

미래  

워크숍 

전문가  

설문조사 

미래직업  

시사점 도출 

생명공학 
연구원 

인문사회연구자 
바이오 전공자 2030 청년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4. 바이오 분야 미래직업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4. 바이오 분야 미래직업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4. 바이오 분야 미래직업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5.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 



Ⅴ. 출현가능 미래직업 

6. 지능정보시대 미래 직업(조원영, 2016) 



Ⅵ. 결론 및 제언 



미래 노동시장 전략 

단기 관점 

- 직무대체 위협 직종 정밀 분석 및 전

직지원 대비 

- 인력수급전망 지능정보기술 파급 효

과 반영 

- 가상(증강)현실 고용서비스 직업능

력개발 플랫폼 구축 

장기 관점 

- 지능정보 플랫폼 경제 기반  노동 

법제 개정  

- 창의성 협업 중심 교육 체계 개선 

-  기술혁신 성과 사회적 공유 

Ⅴ. 결론 및 제언 

◈  향후 직업의 미래 “구성” 방향(1) 



Ⅵ. 결론 및 제언 
                

“바람직한 미래 구성 위해  

청년세대 미래직업 개척 역량 강화 지원” 

- 저 출산 고령 사회 대비   
   => 안정된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공유 체제 구축 
   => 여성인적자원 활용 위한 일과 삶의 균형 법제 및 조직문화 활성화 

- 스마트 자동화 사회 대비 
   => 청(소)년 정보기술 문해력(Literacy) 제고 교육 체제 구축 
   => 전산화 일자리 대체 직종 분석 및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아시아 부상 대비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통한 동북아 주도적 역할 강화 
   => 아시아 중산층 요구수렴 헬스 케어 및 문화콘텐트 인력 양성 

◈ 향후 직업의 미래 “구성” 전략(2) 



◈ 향후 직업의 미래 “구성” 방향(3) 

명실상부 정책제도 * 연구개발 *교육확산 융합적 무한 협업 

연구개발 교육확산 

정책제도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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