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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 특히 디지털 경제화가 초래할 일과 고용관계
의 변화에 쏠리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미 진행형이지만, 앞
으로 전개될 변화의 폭과 속도, 내용, 나아가 사람들의 일과 삶에 미칠 효
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
조되고 있다. 사실 기대보다 거대한 인간 일자리 대체로 이어질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거대한 불안이 지배적이다.
이에 기술의 새로운 전개와 일의 변화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진과 한국사회학회 연구자들이 이 막연함에
도전하고자 뜻을 모았다. 기술담론의 주도성을 극복하고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변동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보
고서가 기획되었다. 급격한 기술변동에 결부된 일과 고용관계의 이론적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경험을 보다 실증적
으로 탐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 다가오는 일의 미래
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망하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
용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복원하고자 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예측은
무성하지만 실제 다양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성찰하는 기획이기도 했다.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현 시기에 진단해야 할 기술과 일에 대한 개념
적, 인식적 쟁점들을 먼저 다루었다. 기술변화와 노동개념의 변화, 기술변
화와 고용의 변화,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기술변화와 젠더화된 노
동의 이슈, 그리고 기술변화의 노동함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그 구

체적인 내용이다. 제2부는 1부의 이론적 문제의식과 쟁점을 구체적인 산
업현장으로 옮겨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보건의료산업, 은행서비스
산업, 대중음악산업, 그리고 택배산업 등 그간 제조업에 치중된 분석의
중심을 고용의 7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옮겨 양적, 질
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 산업에 내재된 경제체제와 노동체제의 맥락에
서 전개되고 있는 기술변동과 일․고용체제의 재구조화를 분석적으로 기
술했다. 이 한번의 연구로 모든 변화의 지형을 파악해 낼 수는 없지만 본
보고서의 각 장은 적어도 파괴적 디지털화의 잠재성이나 디지털화의 고
용관계 및 노동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가 산업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 직업, 그리고 직무와 작업조직의 특성을 고
려하는, 그리고 이제까지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통한 노동포용적
디지털화를 디자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했다는 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이 어려운 과제에 이론적․실증적 단서를 찾아내고 한걸음 나아간 진
지하고도 실천적인 문제제기에 기여하고자 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
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가 우리 사회의 변동의 한가운
데 놓인 노동이슈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데 간학문적 노력을 모았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많은 연구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김 승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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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용적 디지털화의 프레임이 결여된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경제의 디지털화의 양상에 대한 점
검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인식적 틀을 다
지고 재구축하는 시도, 특히 기술변동,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이 일
자리 질서 전반, 나아가 사회질서 전반을 재구성해 내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금의 현상에 접근한다. 이런 인식하에 본
연구진은 1부에서는 디지털화가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노동세계의
여러 이론적 쟁점에 개입하고자 했고, 2부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의
진행속도나 과정이 산업과 직업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
하여 디지털 기술혁신이 노동과 고용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산업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노동 개념 : 지속, 변화, 긴장
이 장은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평생직장의 소멸, 노동
의 유연화, 네트워크화와 영역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에 부
응하는 새로운 대응,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다. 현재 기술환경과 노동상황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기존의 개념
과 방식, 제도적인 틀의 적실성, 타당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인식, 관행, 제도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
룬다.
나아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
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일/노동 개념의 재구성이 절실한 과제다.

ⅱ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기존의 노동개념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
고 부분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논의가 없지 않지만 산업화 시대에 형
성된 개념과 담론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개념지체가 해결되어야
할 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민과 노동자,
시민성과 노동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적
시민권’이 여러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새
로운 시민권, 시민적 존재양식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노동윤리, 일의
함의를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디지털 환경과 세
계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일하는 자로서의 노동자 의식과 자율적 주
체로서의 시민적 자의식, 그리고 여가와 즐거움을 원하는 유희적 존
재성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토론,
상상,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법 및 제도의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지털화가 새로운 일의 환경, 노동의 질적 전환
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관련 법제 및 노동정치 체제 전반
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쟁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낯익은 것들이지만, 그 전형적 쟁점화에 묻혀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노동하는 주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노동의 정상성에 기초하여 확립된 지금의 개념
으로는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하고, 현재의 법규가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 사업장 등의 개념
을 재구성해야 한다.

2. 디지털 기술변동과 여성노동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일자리의 변화와 젠더
격차 및 불평등의 양상에 대하여 이론적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일자리와 업무의 변화, 작업조직의 특성, 업무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같은 연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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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기술변동에 따른 유연노동의 체계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
제, 여성노동의 미래와 가능성 혹은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탐구해보
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 기술변동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증감, 업무 방식, 고용관계 등 노동 전반의 변
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젠더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불안한 미래로 예견되고 있다. AI, 디지털화와 로봇 기술변동이 산업
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판매직, 사무, 행
정직이나 재무 담당 업무에 위협이 될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사무노
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 감축의 직접적 영향에 있으며,
일자리 회복의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성별 격
차 역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좁혀지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여성들은 과소 대표되어 있으며, 기울어진 운
동장에서 밀려나거나 떠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미
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를 넘어 성별 격차
를 축소하고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시작되고 있다. 그
러나 여러 정책적 노력에 더하여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시급한 일은
여성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적 환경을 정부, 기업, 젠더 문화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다. 다가오
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
는 기술을 둘러싼 차별적 젠더 문화와 ‘자유롭지 못한 시간’과 연령의
문제인 것으로 심층면접의 결과는 나타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일자리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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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핵심인지, 현실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
과 달리 감각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야 할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기술진보가 직업세계와 고용에 가져올
변화의 요체는 무엇이고 그에 대응하는 접근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일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대
체하는 일자리는 직접 목격하면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별
기술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
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생겨날 일자리보다 없어질 일자리가 많다든
지 혹은 일자리가 더 생겨날 가능성보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통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실제 일어
나는 현상은 그와 다르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근의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차원의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미칠 영향
은 과연 과거의 기술진보와 다를까. 적어도 일자리의 양이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한 한, 실현될 결과가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현저
하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핵심은 아니다. 새롭게 전
개되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
고, 악화된 소득분배를 감안하여 사회이동성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
공하며,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 걸맞게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제
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도전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4.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사관계
이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노사관계
차원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전략을 벤치
마킹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정책과제
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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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지털 기술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견되는 노사
관계 차원의 주요 쟁점으로는 기존 인력에 대한 기술 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
장 여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
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불안정 노
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디
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
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개선 등을 설명한다.
위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 또는 노사 간의 교섭이 제대로 이
뤄지지 못할 경우 적잖은 노사갈등 비용을 치르게 됨과 동시에 디지
털 혁신에 따른 미래 위협에 사전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노동문
제와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국가적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독일의 모범적 사례에서 잘 보여주듯
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노조의 정책 ‘형성’ 전략이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이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특고 및
간접고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현실화되는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판도 변화에 대응하
여 일할 공간과 시간 및 작업방식 등에 대한 노동자 주권을 제도적
으로 명확히 세우기 위한 정책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5. 4차 산업혁명과 시민의 노동 인식
현재 개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파악
하는 일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이 장은 한국인의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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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불안감의 실체를 기존 조사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
써 급격한 기술변동과 관련된 정책들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특히 공
유경제와 같은 대안적 형태의 경제체제를 추구해야 하고 맞춤교육정
보 제공이나 인재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바람이 분
석을 통해 확실히 드러난 점은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도 나
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와 시장이 일반 시민에게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라고만 재촉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거나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동
시에 마련해야 함을 말해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산업구조의 변화
가 구체화될수록 불안감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변
화해갈 것이다. 즉 로봇과 인간 간의 갈등이 아닌 로봇을 가진 자와
로봇을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 따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 우선 필요
해 보이는 사안들로 기본소득과 로봇세를 제안하고, 외국인 노동자
의 실업 문제 및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로봇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정책적 대응
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산업별 사례연구 : 보건의료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 장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와 진단장비 도입, 정보기술(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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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기술진보가 노동이 구체적으로
조직되는 방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축적된 현
재를 읽고 노동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진보가 의
료서비스의 성격과 제공방식에 미칠 영향, 의료서비스 노동의 특성
과 기술진보에 따른 변화, 기술적 지식 활용 방안, 의료기록 등 데이
터 활용 방안이라는 네 가지 쟁점을 던지고 병원 사례조사를 통해
이에 답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신기술(기기)이 개발되고 있고 조금씩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전산화 등에 따라 단순기능인력이 기술로 대체되기도 하였고
(일자리 대체),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기도 하였다(일자리 창출). 또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적응 등에 추가적인 노동시간
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인간과 기술의 협업).
하지만 현장 사례조사 결과, 현재 시점에서 병원 현업에서 근무하
는 노동자들이 기술진보에 따른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신기술․신장비 도입에 따른 일자리 효과는 긍정/부정이 섞여
있으나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신기술 도입이 자신의 노동과정을 효율
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업무량 증가와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면담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체
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신기술의 도
입이 해당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증대
시키며 노동과정을 변화시키는 측면도 크다고 하였다. 즉, 병원별,
직종별 기술 도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노동시간이 길어졌다거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거나, 혹은 특정 직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거
나, 하는 정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
와 노동의 문제는 인간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을 얼마나 더 잘 활용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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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진영은 기술진보의 시대, 인간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노동
의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과 노동이 어떻게 협업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또한 좋은 일자리 구축과정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지 등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할 필요가 있다.

7. 산업별 사례연구 :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 장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확산에 따른 금융업 서비스 및 인력의
탈경계화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금융업의 디
지털 기술 채용과 그에 따른 산업 내 고용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 특히 은행업을 중심으로 핀테크의 도입 배경과 양상, 그리고 고
용관계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핀테크를 앞세운 은행업 기술체계의 변화는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요약된다. 첫째, 핀테크 확산의 원인이 기술 고도화 그 자
체에 있는가, 둘째, 정말 문제는 너무 강한 규제인가이다. 이 연구에
서는 핀테크 확산의 원인을 기술 고도화 그 자체가 아닌 2008년 금
융위기가 초래한 금융업의 지각변동에서 찾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모든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주장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규제 그 자체보다 핀테크 기
업의 역량이 있는가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은행업 기술변화가 고용과 작업조직에 던지는 함의를 고
찰한다. 은행업에서는 비대면 채널의 증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
러닝 기반 금융서비스 도입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채널본부나 디지털 태스크포스팀 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구성하고 IT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채용 변화 속에 있는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산업은 최근 노동
력 감소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의 전체 고용추이
대비 성별 고용추세는 금융업의 고용규모를 주도하는 주요인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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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님을 보여주며, 은행별 지점 현황과 각 은행의 인력구조 역시
기술변화가 인력구조 변화의 일차적인 영향요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첨단기기는 현재로서는 일선 영업점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 점진적인 기술진보의 연장선상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의 불평등 효과를 살펴본다. 기술변화와 함께
인간의 투입은 고객기반 분석 및 구축과 상품 개발, 그리고 기술적
장치의 구축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에서는 지식기
반 노동력의 편중, 즉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BTC)의 전망이 여타
의 산업에 비해 강하게 적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는 향후 아웃
소싱 후선업무센터의 단순인력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상품 개발과
플랫폼 디자인에 직접 관여하는 고도의 서비스 인력 간 불평등 심화
를 낳을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숙련의 범용성과 P2P의 확산,
업종 간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의 공유/융합, 탈경계가 더 본격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장기고용에 기반한 내부노동시
장 쇠퇴의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동력 활용의
더욱 강한 유연화와 빈번한 노동이동을 함의하는데, 숙련과 미숙련
노동을 조직하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장의 결과
(labor market outcomes)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확산되고 이를 뒷받침하
는 인터넷 은행 등 대안금융기업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등장하면서
노동조합 내에 기술변화의 결과에 대한 우려와 개입의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금융산업노조 집행부는 노조 내에 4차 산
업혁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17년 임단협에서 노사공동 태스크
포스 구성을 공식적으로 발의할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기술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조직 내에서 공감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디지털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금융
노동조합의 전략과 정책도 아직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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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략과 활동,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험대로 작동할 전망이다.

8. 산업별 사례연구 : 음악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 장에서는 디지털 기술변동으로 어떻게 음악산업의 전통적인 가
치사슬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치사슬이 출현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를 주축으로 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플랫폼이 권
력과 자원의 집중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게 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음악산업 디지털화의 속도와 패턴의 차이가 가치사슬에 참여
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디지털
가상 가치사슬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 교섭력의 차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과정의 상이함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대기업 이동통신사 계
열의 음원 유통 및 음원서비스 플랫폼들과 미디어 대기업이 핵심 플
레이어가 되어 시장을 과점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음원서비스 플랫폼사들이 인터
넷과 모바일 환경 내에서 구성된 가상 가치사슬 내로 새롭게 진입했
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치사슬 구조 내에서 핵심적 플레이어로
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한류의 영
향으로 급성장한 대형 기획사들도 음악시장 내에서 주요 권력집단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멀티레이블화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과점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CJ E&M의 엠넷은 음원 유통시장에서 음
원유통과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
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실제 뮤지션과 아티스트에
게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니치마켓에 국한된 새로운
기회, 유입에 비해 극히 적은 주류 음악시장의 수요, 음반산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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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른 제작사, 기획사의 리스크 회피성향 등으로 디지털화는 인
디 뮤지션들의 대안음악의 공간을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 1인 레이블과 인디레이블들의 생산과 유통의 장은
매우 주변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의 효과는 행위자들의 교섭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기획
사와 달리 소수의 스타와 다수의 불안정 뮤지션들로 분절화된 노동
시장에서 뮤지션들의 교섭력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다수의 뮤지
션들은 열악한 처우,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계약조건 속에서 소득 불안
정성, 이해대변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은 대다수
아티스트들의 창작환경을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precarious) 상태로
만든다. 그런데 본 연구는 디지털화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안정성
(precarity)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 배경에는 디
지털 음원시장에서 음악 콘텐츠의 교환가치 하락과 음원수익 분배구
조의 불공정성이 자리잡고 있다.

9. 디지털 시대 서울지역 젊은 대중예술 노동자의 노동 및
고용여건 변화조사
이 장에서는 서울지역의 청년 음악인(주로 대중음악)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해 노동과정과 고용, 그리고 고용관계상에 어떤 변
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중예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와 음악 콘텐츠를 소비
하는 음악이용자에 대한 <디지털화와 음악시장의 변화에 대한 음악
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음악소비 방식의 확
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와 관련해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음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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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는 음악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베이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먼저 음악인들은 디지털
화가 본인의 작업과정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의 작업과정과
관련해서는 임금/소득수준, 작업 기회확보의 안정성, 작업환경 만족
도, 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 작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긍정
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구조에 대한 영향에 대
해서도 예술작품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다수의 창작기회가 확장되
었고 소수 기획자/제작사에 대한 의존보다는 독립적인 작품생산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또한 예술문화업계로의 진입장벽이 낮
아졌으며 유통경로가 다양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작업조건 및 산업구조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창작활동
만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
답자 중 20, 30대의 젊은 음악인들의 80% 이상이 창작활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음
악인들이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품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창작활동 외 경제활
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수입은 높은 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익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음악 이외의 노동을 이
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전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인들은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음악인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원에
대한 수익분배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서베이에 참여한 음악
인 중 65.2%가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
인 대상 정책 프로그램이 경제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점을 미루어 보아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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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0. 산업별 사례연구 : 택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 장에서는 한국의 택배산업을 사례로 앞서 살펴본 기술적인 차
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동화 흐름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향후 한
국 사회에서 노동과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 흐름은
어떠한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택배산업에서 최종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은 고용계약을 한 임금노동자에서 수수료 지급계약의 개인
사업자, 즉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로서 고용지위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택배기사들의 고용지위 변화는 택배업무의 상대적인 단순함에
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택배업무는 기술적으로는 숙련이 필요하
지 않으나, 공간적으로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
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택배업무의 특성은 기술적인 미숙련 업무이며, 최종업
무 수행결과를 쉽게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을 통해서
임금노동자로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서 노동과정을 통제하며 업
무를 맡겨야 할 필요성이 낮다. 그 결과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자연스
럽게 개인사업자로서 활용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특수고용 노동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수수료 지급방식의 노동력 대
가의 지급은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
동하고 있다. 특히 택배시장의 초기 팽창기에 진입장벽은 낮고, 누구
나 네트워크만 구축하면 택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 간 과
당 경쟁 상황에서는 택배서비스의 차별화 시도를 특별히 하기 힘든
택배업무 특성상 택배배송단가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대응은 배송단가 인상 요구 이외에는 노동시
간을 갈수록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를 다시 택배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배송단가 인하/택배수수
료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요인은 택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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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나 터미널 확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이외에 인건비 절감을 위
한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택배산
업의 성장과 운송단가의 인하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국 택배산
업에서 택배물품 처리과정에서 로봇을 통한 공정 자동화와 같이 설
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낮은 운송단가의 장점을 활용해서 택배기
사에게 더 많은 택배배송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로
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택배산업은 해외와 달리 집하에서 최종 배송까지 전 단계가
보통 24시간 이내, 길어도 48시간 이내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단시간
내 신속하게 배송처리를 완료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한국 택
배산업의 특징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데 일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단시간 동안 신속하게 배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라
리 직접 인력을 활용해서 비정형화된 물량들을 상황대처 방식으로
집하 - 분류 - 배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택배산업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로봇시스템의 도입
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 한국형 노동4.0의 필요성과 과제 : 독일 노동4.0의
수용을 통한 ‘노동포용적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모색
노동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움직임이
이제 막 대두하는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고 포괄적이며 주목
할 만한 정책은 독일의 노동(Arbeiten)4.0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신드롬과 공포 마케팅이 횡행하는 한국에서
독일의 기술담론의 사회화 방식은 매우 큰 교훈을 지니며, 그것을 벤
치마킹하면서 현 시기 한국에서 한국적 문제의 해결과 과제의 수행
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때 세 가지가 주안점일 수 있는바, 그것은 (1) 노동4.0을 왜 그리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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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등이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독일의 노동4.0의 정의와 태동맥락, 내용 면
에서의 5대 원칙과 8대 정책 방안, 형성방식을 짚은 후 한국형 노동
4.0의 형성과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노동4.0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형 노동4.0은 독일의 노동4.0의 내용을 그
대로 답습하는 식이어서는 안 되나, 그 합리적 핵심을 창의적으로 우
리의 맥락 위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독일 노동4.0이 담은 합리적 핵
심은 노동의 탈경계화와 파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거기에서
노동3.0까지 축적해 왔던 장치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구성해 새롭게 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의 경우 일단 독일이 노동1.0에서부터 3.0까지 이미 형성
해 놓고 있는 제도적 자원을 압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들어가야 한다. 즉, 한국에서 노동4.0
을 규정하려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노동1.0부터 3.0까지의 과제는 어
떠한 양상인가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둘째, 한국형 노동4.0을 기획하면서 일단 노동존중사회의 원리와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섯 가지 내용적 원칙이 디
지털화된 노동세계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질서를 고민할 때, 노
조할 권리의 보편적 보장,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실업, 노후,
질병, 산업재해의 공포로부터 상당한 해방), 그리고 공동결정과 초기
업수준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기회의 보편적 보장과 같은 현대적
노사관계의 원리를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더
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회확대 및 격차축소 지향적인 원리까지 더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코포라티즘의 대표
국가로서 사회합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세계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양상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화
의 도전 앞에서 정부, 기업, 노동조합 모두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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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약한 편이다. 이제 디지털화를 향
한 전환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광범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한국형 노동4.0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
요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를 새로 구축하게 될 사회적 대
화기구의 핵심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12. 맺음말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혁신 담론이 산업과 기술
변화의 측면에 매몰된 채 인간의 노동하는 일상과 그들의 사회경제
적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관심과 연결되지 못
하고 있다는 자각으로 준비된 시론과 탐색 연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디지털 경제화가 노동세계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이 일자리의 양에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첫
째,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잠식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의 경험, 그리고 최근까지 진행된 디지털화와 일자
리의 상관관계는 고용량(의 변화)에 대한 기술 자체의 결정력이 크
지 않다는 것을 역설한다. 둘째,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을 구성
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술에 의해 실제 변화하는 것은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직무의 결합방식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 노사가 머리를 맞댈 일은 일자리 축소 그 자
체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아니라 작업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학력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 아니라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를 확보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결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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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급격한 기술변동의 영향력이 생활 곳곳에 전면화되고 있다. 경제의 디
지털화(digit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현상은 한국에서는 주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iustrial revolution)’이라는 표현이 시민권을 얻으
며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원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 그리고 인간의
패배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성을 사회적으로 인
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현재 4차 산업혁명
은 한편에서는 장밋빛 환상을,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공포를 동반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급진적인 변화를 상정하
1) 필자는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와 뉘앙스의 차이를 인지
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양자를 엄밀하게 구별하지는 않는다. 개념의 엄밀성이
본고의 핵심 관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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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정적 담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관찰된다. 그와 정반대의 극단적 경향으로 경제의 디지털화 자체가 실
체가 없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하는 근본주의적 비판도 존재한
다. 정부를 바라보자면,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혁신동
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적인 논의를 전개하려 하고 이를 위해 국가중심의
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려 하나, 실상은 과거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시대의 국가주도의 산업전략 수립과 시행관행을 답습하는 듯한 한
계가 엿보이는 대응도 있다.
이 모든 인식이 보여주는 한계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4차 산업혁
명의 사회 전반의 파급력, 특히 노동조건과 고용질서의 획기적 변화에 대
한 대응을 단순히 기술변화와 비즈니스 기회로서만이 아니라, 노동과 복
지체제 전체의 변화와 연계지어 답을 찾으려는 적극적 시도가 부족한 것
이다.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것을 단지 특정 부문에서의 조건 변화 정도로 파편화시켜 이해하는 데 그
치면, 결국 그것을 새로운 사회기획을 향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적극적인
사회 재구조화의 계기로 삼을 기회를 놓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현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일종의 ‘패러다임의 충돌(conflicts
of paradigms)’이라고 칭할 수 있을 갈등의 소지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현재 시기가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롭게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
(혹은 임금주도성장) 등 대안적 경제정책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
다.2)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마치 이러한 ‘포용화’의 시도를 무화시키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중소자동차부품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자 신규고용 기회를
차단하고 로봇이나 자동화기기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 수 있다.
2) 주지하듯이 한국에서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자리 질서와 노사관계 측면에서 이
른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변화의 트렌드와도 부합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난 시기 과도
하게 급격화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걷어내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사실상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도 2016～17년 약
반년간 진행된 이른바 ‘촛불혁명’의 정의로운 사회통합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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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려는 이른바 ‘포
용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화와 결부되어 활성화될 전망인 플랫폼(platform) 노동의 경우, 급
속도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면서 팽창해 가고 있지만, 실제로 종
래의 ‘특수고용’에 대한 무규제 혹은 미규제 상태를 디지털화가 매개하며
더욱 악화 내지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이미 상당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디지털화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처방과 선택적
친화력을 지니며 포용화나 노동존중사회의 기획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3)
이러한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와 그것을 매개로 한 분배질서 및
이해대변의 방식 그리고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의 배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수립이 결여된 가운데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일 수 있
다.4) 이는 결국 일자리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고용체제(employment regime)’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의하는 과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도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4
차 산업혁명을 놓고 단순히 기술과 비즈니스 기회를 먼저 생각하고 일자
리나 고용체제의 문제를 그다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실의
일자리 문제와 고용체제 불균형성의 문제를 우선해결 과제로 삼고 이를
경제 고도화의 기회로 삼을 여지는 없는가? 처음부터 인간적인 4차 산업
혁명, 포용적 디지털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과연 사후적으
로 그러한 궁극적 가치를 기술변동에 내재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3) 2017년 말 집권 반년을 경과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포용성장만 이야기하다가 혁신
성장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의 유기적
결합에 대한 정치한(elaborate)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4) 2017년 말 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 가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과연 그것이 향후 계속해서 팽창할 ‘디지털 특고’와 그 불안
정성 및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한국의 노조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특성이 강한데 초유연화된 디지털 환경
에서의 특수고용의 조건과 기업을 단위로 한 노조간 정합성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의 마련은 단기간에 획기적이기 어렵다(김근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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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디지털화의 프레임
(frame)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경제의 디
지털화의 담론과 양상에 대해 점검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한국의 고
용체제가 드러내온 전반적인 특징이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
물려 현실 산업에 도입되는 양상,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차적으로 고용
체제 변화를 재구조화하는 양상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은 향후 노동존중사회의 정책기조 속에서 추후 포용적 디
지털화나 인간적 4차 산업혁명 등을 내거는 정책이 도입될 것을 가정하
며,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게 하는 자연
적 실험(experimental situation)에서 ‘그 이전’ 상황에 해당하는 기술작업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고용정책이나 노동정책 차
원에서의 ‘포용화’가 급속한 기술변동의 문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그리고
미온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노동포용 정책의 취
지를 무색하게 하는 변화들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폭로(debunking)’
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이 작업은 엄청난 호들갑 속에서 마치 전반적 일자
리 소멸을 예측하는 듯한 과격한 인식들이 정작 현실의 이해당사자들로
부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기존의 고용 모델이 흡수한 변화가 새
로운 질서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모색되는 양상에 대한 진단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현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인식적 틀거리를
다지고 재구축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변동, 디지털화, 4차 산업
혁명이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질서 전반, 아니
나아가서 사회질서 전반을 재구성해내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서 지금의 현상에 접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래의 기술변동이 노동,
고용, 노사관계, 젠더 관계, 그리고 국가 - 시민사회 관계 등과 어떠한 방
식으로 연계되는 것인지 보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고찰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이 역시 향후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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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합한 공공정책적 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해가는 데에 있어 필요
한 인식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인식 기반(epistemic fundament)’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개요

1. 연구질문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목적하에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4차 산업혁명 혹은 경제의 디지털화와 포용적인 고용체제의 구축
은 양립 가능한가?
둘째,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타당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수단이 결여된 현재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화와 그로 인
한 고용체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반면교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
가? 산업별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화가 해당 산업 노동시장의 성과나
기존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현재의 급속한 기술변동이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질서, 포
용적 고용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적 투입이 고려될 수 있는가?

2. 연구대상과 방법
위와 같은 연구질문을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이론적, 인식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 개념적, 인식적 연구
개념적 인식적 연구 부분에서는 우선 기술과 노동에 대한 간학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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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고민을 담아 보려 했고, 이어서 기술과 고용, 기술과 노사관계 등
전통적인 노동사회학과 산업사회학에서의 기술변동 이슈를 재검토해 보
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관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젠더 관계 및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기술변동의 이슈가 노동과 관련하여 연
계 맺는 방식의 특수한 양태를 조망해 보고자 했다.
나. 경험적 연구
경험연구 부분은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략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산업 연구에 주력하였다. 여기에는 첫
째 기술변화와 관련된 노동분야의 연구 관심과 분석이 그간 주로 제조업
에 치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에서 제기하는 개념적, 인식적 연구에 구체성을 부여하자
는 의도가 있다. 둘째,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고용관계의 제도화 정도가
높은 부문과 고용과 비고용 혹은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해 제도
화 정도가 낮은 부문에서 각기 디지털화가 갖는 함의를 탐구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창의, 문화 부문의 산업적 침투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
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서비스 부문 디지털화의 다양한 전개와 고용관
계의 확대 및 경계 허물어짐의 현상을 더 본격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험연구는 추후 제조업에 대한 상대적 진단과 산업
간 비교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서비스 산업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체제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영
역이며, 인간노동과 새로운 기술의 결합이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장이며,
그를 통해 크고 작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다양하게 명멸하는 장이
다. 기존에 한국의 서비스업 노사관계의 발전양태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는바, 서비스업 내적인 조건의 차이에 따른 쟁점들과 변
동양상을 가름함에 있어서도 서비스 산업에 집중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은행, 대중음악 그리고 택배산
업 등 우리 생활에 밀착해 있는 4개 업종부문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와 고
용체제의 변화를 가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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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고서 개관

보고서는 크게 3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에서는 현 시기에 진단해야 할 기술변화와 노동체제 전반에 대한
개념적, 인식적 쟁점들에 대해서 먼저 다룬다. 즉 포디즘과 뉴딜의 시대
정립되었던 제반 노동과 고용관계의 개념과 정책적 접근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념화의 필요성, 디지털화와 여성노동, 일자리, 노사관계, 시민사
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개념적, 이론적 수준에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기술변화와 노동의 개념 변화를 개관한다. 이
장은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평생직장의 소멸, 노동의 유연화,
네트워크화와 영역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응,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현재 기술환
경과 노동상황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 발견되는 개념과 방식, 제도적인 틀
의 적실성, 타당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인식, 관행, 제도
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노동 개념의 재구성, 시민과 노동자,
시민성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관련법 및 제도의 조정에 대한 문
제를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다소 소외되었던 주제인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일
자리의 변화와 젠더 격차 및 불평등의 양상에 대하여 이론적 논점을 중심
으로 정리한다. 더불어 면접을 통해 여성일자리와 업무의 변화, 작업조직
의 특성, 업무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룬다. 젠더의 관점에서 현
재의 기술변화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불안한 미래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
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를 넘어 성별 격차를 축소하고 평등을 성취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그 함의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 AI와 로봇화 등 기술격변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널리 토론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다룬다. 이 장에서 저자는 로봇과 인
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
의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새로운 상황이 제기하는 본질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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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기술에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감안하여 사회이동성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와 달라
진 환경에 걸맞게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노사관계 차원
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전략을 벤치마킹함으
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특히,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노조의 정책 ‘형성’ 전략이 노사갈등을 최
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
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6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민적 수용성, 그리고 기술변화가 노동
에 지니는 함의에 대한 시민인식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불안감의 실체를 기존 조사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려 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적 정의가 정립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구체화될수록 불안감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제2부에서는 주요 서비스 산업, 특히 생활 밀착 부문에 집중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기술변동이
어떤 방식으로 고용체제를 재구조화해내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제1부에서
제기한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연구대상은 보건
의료산업, 은행서비스산업, 대중음악산업, 그리고 택배산업이다.
제7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기술진보가 노동이 구체적으로 조직
되는 방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기술진보가 의
료서비스의 성격과 제공방식에 미칠 영향, 의료서비스 노동의 특성과 기
술진보에 따른 변화, 기술적 지식 활용 방안, 의료기록 등 데이터 활용 방
안이라는 네 가지 쟁점을 통해 정리해 본다. 한편 금융 부문 기술변동에
서 핀테크 기업의 확산에 따른 금융업 서비스 및 인력의 탈경계화는 금융
업 변화의 핵심 이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제8
장에서는 주로 기존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 채용과 그에 따른 산업 내 고
용관계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우선 은행업 기술변화가 고용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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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직에 던지는 함의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불평등 효과를
살펴본다. 은행산업에서 새로 채용되는 기술이 숙련과 미숙련 노동을 조
직하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장의 결과(labor market
outcomes)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9장에서는 음악산업의 전
통적인 가치사슬이 디지털 기술변동으로 해체되고 새로운 가치사슬이 출
현하는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를 주축으로 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플랫폼이 권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강자로 떠오르게 되는 변화를 조명한다. 이 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가 음악산업 디지털화의 속도
와 패턴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장은 이 역학관계의 전개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플랫폼과 음악산업 뮤지션과 아티스트에게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성(precarity)을 대비시킨다. 디지털화가 음악인들
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질적 접근(9장)에 이어 제10장에서는 음악노동자
에 대한 디지털화의 노동 및 고용여건 변화를 양적으로 기술한다. 서울지
역의 청년 음악인(주로 대중음악)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해 노동과
정과 고용, 그리고 고용관계상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설문조
사를 통해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앞 장에서 언급한 불안정성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숙련 및 예술성의 심화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예술인들의 사회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2부 산업
별 마지막 사례로 한국의 택배산업을 살핀다. 이 장에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택배산업 내 다단계화 및 종사자들의 개인사업자화와 연계된 배송단
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역별 허브나 터미널 확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이외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로봇시스템의 도입이 제한적
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이 장은 다른 장들과 유사하게 기
술 그 자체의 모티브보다 그간의 고용체제와 사회적 관계가 기술변화를
제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위에 제기한 여러 이론적 쟁점과 산업연구를 통한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노동포용적 기술변화와 정책적 개입이라는
화두를 다룬다. 제12장은 우선 독일 노동4.0의 정의와 태동맥락, 5대 원칙
과 8대 정책 방안, 형성방식을 짚은 후 한국형 노동4.0의 형성과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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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독일 노동4.0이 담고 있는 합리적 핵심을 고려하면서, 노동존중 사
회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격차를 축소하는 사회합의적 과정으로서 한국형
노동4.0의 모색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디지털 경제화가 노동세계에 가
져올 변화의 핵심이 고용량에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연구진은 고용관계와 이해관계 당사자 및 정책가들의 당면한 과
제는 일자리 축소 그 자체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와 고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보다는 작업조직 혁신을 통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
해 일할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더욱 심화되고 있는 유연화와 고용
경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복지체제의 재편 등 노동포용적인 기술변화를 추동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제1부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동 및
고용관계의 변화 : 개념적,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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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노동 개념 : 지속, 변화, 긴장

제1절 주제의 해묵음과 쟁점의 새로움

노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이자 이를 넘어 인간존재
를 완성시키는 활동으로 간주되어왔다. 노동이 상품화하고 일이 조직 및
기술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근대 이후에는 사회갈등과 정치이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부각되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삶의 양식과 가치구조는 꽤 달라지고 있지만 취업난과 고용불안
정의 조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정 대타협을 추구하는 노력들은 이
전부터 겪어온 낯익은 사안들이다. 하지만 해묵은 주제를 바라보는 문제
의식은 매우 새롭고 전과는 다른 쟁점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새로움은
노동이 배치되고 조직화되는 사회적 조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유래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평생직장의
소멸, 노동의 유연화, 네트워크화와 영역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
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응,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
고 있다.5)
5) 최근 ILO, EU, OECD 등에서 간행되고 있는 일련의 보고서들은 “The Future of
Work”을 21세기 최대의 쟁점으로 다룬다. 특히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Gig
Economy, Industry 4.0 등으로 표현되는 전례 없는 기술사회의 충격에 주목하고
있다. Eurofound(2016), “Developments in Working Life in Europe: Euro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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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상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쟁점과 크게 다
르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선은 강고하고 정규직 취업을 최대
목표로 삼는 청년층의 절박함을 보면,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과 고
용안정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가 여전히 중요해 보
인다. 그렇지만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미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구조
적 영향력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서는 오래된 과제도 해결되기가 어렵
다. 다시 말해 쟁점의 새로움, 혁신성을 민감하게 수용할 때에야 비로소
해묵은 주제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로 표현되는 디지털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조건하에
서 이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전망을 모두 염두에 두고 ‘최적의 대응’ 방
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독일이 산업4.0과 대응하는 노동4.0
의제를 중시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 역시 시대적 변화와 국내적 조건을 함
께 고려한 진지한 대응논리 구축이 절실하다.
그런데 해묵은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지 활동과
평가의 도구가 되는 개념이 적합한지 살펴보는 것이 긴요하다. 개념은 가
변적인 현실을 정의하고 정형화하며 이론적으로 문제화하고 판단을 내리
는 데 필수적인 인식론적 기초다. 그것은 오랜 지식활동의 결과물로서 일
정하게 구조화되고 특정한 이론과 세계관의 틀 속에 자리매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새로움을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새로운 이해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ILO 역시 현시점에서 “적합한 개
념”을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6) 현실을 개념이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인식의 부적합성을 “개념지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일과 노동의 영역에서 그러한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를 새롭게 포착하기 위한 개념적 노력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Annual Review”; ILO(2017b),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등 참조.
6) “It is a matter of urgency to have well-defined concepts so that the platform
economy can be regulated and the laws adequately enforced.” ILO(2017a), “The
Future of Work We Want : A Global Dialogue,”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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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변화와 개념지체

개념은 시대의 변화와 성격을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개념의 출현과 확산, 그 변용을 이해하는 개념사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
동과 정치경제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도 유용하다.7) 개념은 그 자체가 변
화의 동학을 가지는바, 특정한 현상에 대한 집합적 인지, 평가, 해석이 이
루어지는 과정과 깊이 연동되어 활용된다. 개념의 형성과 사회현실의 변
화 간에는 연결성 못지 않게 시차도 존재한다. 때로는 개념이 현실에 앞서
수용되고 공유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거나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현실의 변화를 채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현상에 결박된 개념지
체의 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 또 현실의 어떤 모습을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승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결과 주요한 역사적 개념들
은 유토피아적인 미래전망을 추동하기도 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코젤렉은 개념의 이러한 특징을 과거
로부터 축적되어온 지나간 시간과 미래로 열린 기대지평으로 설명했다.
노동 개념은 근대로의 전환을 설명하려 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역사적 기본개념의 하나로 간주된다.8)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욕구를 충
족시키는 노동과 사회관계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활동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함의를 포함
했다. 근대 이전에는 노동이 주로 수고, 고생, 고통의 의미와 연결되는 경
우가 많았고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이 비로소 인간의 자기실현, 기
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
서 노동 개념사는 주로 근대 이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을 인간존
7) 개념사의 고전적인 시각은 Koselleck(2002), The Practice of Conceptual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및 멜빈 릭터(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송승
철․김용수 옮김, 소화 참조.
8) 노동의 개념사는 서구의 개념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다. 베르너 콘체
(2014), 코젤렉 개념사 사전 10 : 노동과 노동자, 이진모 옮김, 푸른역사; Anthony
(1977), The Ideology of Work, Tavistock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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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중요한 속성으로 의미부여하는 것 자체가 근대를 특징짓는 문화적
지표로 간주되기도 했다.9) 한말 이래 전반적인 근대화 과정과 더불어 노
동 개념은 생존, 자아실현, 책임과 의무 등과 깊이 연관되는 방식으로 한
국 사회에 자리잡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핵심요소
가 되었다.10) 식민지 시기 이래 노동문제, 노동자, 노동계급, 노동해방 등
의 어휘는 좌파와 급진, 민중적 지향성과 친화력이 높은 말로 이해되었고
분단상황 하에서 종종 기피되는 어휘가 되기도 했다.11) 힘들었던 한국의
초기 노동운동사는 노동 개념의 정상성, 보편성,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확
인하려는 인정투쟁의 과정이기도 했다.12)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는 사
회발전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원리와 공존할 수 있음을 승인받는 것, 한마디로 근대적 노동개념의
공유과정이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과제였다. 실제로 1987년 이후 노동과
노동문제, 노동정치라는 말에 대한 거리감은 크게 줄었고 노동, 고용, 일,
직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후 취업난, 실직, 고용유
연성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노동과 노동조건은 더욱 개인 및 가족의 안정
적 삶과 불가분의 것으로 되었고 노동정책은 국가적 어젠다의 핵심적 사
안으로 자리잡았다.13)
사회정치적 개념은 현실에서 억압될수록 유토피아적 지향을 지니게 된
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어휘, 해방이라는 말이 가졌던 시대적
함의를 떠올려보면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의 민주화와 고도소비
사회로의 전환, 외부의 탈냉전과 세계화 등에 힘입어 노동이란 말에 덧붙
여졌던 유토피아적 지향이나 미래전망적 아우라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
만, ‘근로’라는 중성적 표현과는 달리 ‘노동’이라는 개념에는 근대 이래의
9) 개념사의 근대중심적 편향이 노동과 관련된 어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경일(2016), 노동, 소화, p.30.
10) 박명규(2009), 국민, 인민,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11) 김윤희(2015), ｢근대 노동 개념의 위계성｣, 사림 제52호.
12) 구해근(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김원(2005), 여공 1970,
이매진 참조.
13) 정부 수립 후 사회부의 노동국에서 시작하여 1963년 노동청이 되었다가 1981년
노동부로 독립하여 2010년 현재의 고용노동부로 변화해온 정부조직 변화 자체도
노동 영역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의 변화과정을 잘 드러내준다.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노동 개념: 지속, 변화, 긴장 17

가치함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
하는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비정규직이 전면화, 일상화하며 부가
가치의 창출방식이 탈공장화하는 현실에서 ‘노동’으로 불리던 인간의 활
동이 어떻게 재조명되고 재인식되어야 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개념을 찾지 못해 많은 말들
을 덧붙여야 하는 상황도 보고 있다. 고착화된 기존 개념의 고수가 또 다
른 개념지체, 또는 개념왜곡 현상을 강화시킬 개연성도 없지 않다. 최근
소개된 몇몇 논저와 사회적 담론 속에서 이런 쟁점이 다루어지고 있는 방
식을 통해 개념지체의 가능성, 새로운 개념화의 시도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노동에서 일로? : 구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등으로 불리는 최근의 변화를 논의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기술이 인간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심사와 유사하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말과 일이
라는 말이 구별되고 그 의미가 새롭게 분화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런 단어의 선택이 목적의식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
마일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어의 사회적 사용과 공감의 효과라는 점에
서 주목할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된다. 반면 일은 “무
엇을 이루려고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다. 양자는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점에
서 유사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이 부각된다. 즉 노동은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함’이 명시되어 있는 데 비해 일은 ‘무엇을 이루려고’
라고 되어 있어서 좀더 포괄적이고 불특정적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노동
은 일의 일종이면서 특히 ‘생계유지’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지니는 유형의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노동 개념사를 정리한 콘체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언어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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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와 work에 대응되는 두 어휘가 대비되어 사용되면서 이중적 의미가
존재했다고 한다.14) 같은 맥락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영어에서 labor
라는 단어가 work이라는 의미와 pain이라는 두 의미를 함축한다고 했
다.15) 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면 labor는 practical work, especially
when it involves hard physical effort/to do hard work/workers who do
the practical work with their hands로 설명되어 있다. 또 work은 an
activity such as a job, that a person use a physical or mental effort to
do usually for money/something created as a result of effort, especially
a painting, book or piece of music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labor와 work
개념의 의미차가 한국어의 노동/일 개념과 정확하게 대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의미의 분화가 확인되는 점은 흥미롭다.16) 이런 의미에
서 최근 labor 대신 work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흐름과 한국어 용례에
서 노동 대신 일이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추론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최근 ILO는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출
범시켰는데 그 주제가 ‘The Future of Work’이다. OECD 역시 최근 ‘The
Future of Work Initiative’를 출범시켰고 McKinsey&Company가 시작한
Global Initiative 역시 ‘Technology, Jobs and the Future of Work’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work이란 어휘가 시대적인 화두로 자
리잡은 모양새다.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등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
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과제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전
통적으로 강조되어오던 labor 개념 대신 work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이
유는 무엇일까? 내용적으로는 노동시장, 노동정책, 직업안정성 등을 언급
하면서도 총체적으로 ‘labor의 미래’가 아닌 ‘work의 미래’를 내걸고 있는
것은 미래형 과제를 다루는 데 ‘Work’이란 어휘가 보다 적실함을 반영하
14) 베르너 콘체(2014), 앞의 책 및 김경일(2016), 앞의 책, pp.53～55. 모든 사례에서
labor는 work과 달리 고통과 번뇌, 수고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15) Williams(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pp.176～177.
16) 노동 개념의 적합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Coenen and Hortulanus(2001),
“The Concept of Labour in a European Perspective,” TRANSFER 1/01; Jaques
de Bandt(1999), “The Concept of Labour and Competence Requirements in a
Service Economy,” The Service Industrial Journal 19(1)(Jan.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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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닐까? 최근 job과 career를 구별하는 논의에서도 유사한 분위
기가 느껴진다. 즉 기계생산 산업화 단계와 부응한 job이라는 어휘가 조
직화된 기업이나 공장에서 정기적인 출퇴근의 형식으로 정형화된 직장의
의미를 내포하는 데 반해 career는 가변적인 직장, 유연한 노동형태, 업무
방식의 유동성, 일생을 거쳐 이동하고 변화하는 삶의 어떤 궤적을 포함하
고자 한다. 최근 ILO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개인과 사회에 일이란 무
엇인가를 논의하는 방식 자체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는데 이런 새로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찾기의 노력으
로 이해됨직하다.17)
물론 노동과 일, labor와 work이란 어휘는 많은 경우 혼용되거나 동의
어처럼 사용된다. 기술혁명이 일자리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을 일
찍이 언급했던 리프킨의 책 The End of Work은 ‘노동의 종말’로 번역
되었다. 던롭의 책 Why the Future is Workless 역시 ‘노동없는 미래’
로 번역되었다. Shadow Work이라는 제목의 크레이그 램버트의 책은
‘그림자 노동의 역습’으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일’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데이비드 프레인의 책 The Refusal of Work은
‘일하지 않을 권리’로 번역되었고 ‘노동없는 미래’로 번역된 던롭의 책에
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일’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각 장의 제
목도 ‘일의 과거’, ‘일의 현재’, ‘일의 변화’로 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논의
에서도 ‘일자리 위원회’라는 이름에서 보듯 일이라는 말이 노동이나 직업
이라는 어휘를 대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글전용세대의 어휘감각을
반영한 편집상의 선택, 즉 단순한 감각적 변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글 속에서 두 어휘는 큰 의미차이 없이 편의적으로 혼용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이라는 말이
갖고 있던 어의론적 맥락과 일이라는 말이 갖는 개념화의 내용에는 중대
한 차이가 있고 의식하든 안하든 용어의 구별, 선호하는 단어의 변화에는
이런 감각, 감수성, 느낌과 태도의 변화가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행위로 정의되는 데 반해 일
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17) ILO(2017a), “The Future of Work We Want : A Global Dialogue,”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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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된다(출처 : 표준국어대사전)는 의
미의 포용관계에서 일이 노동보다 포괄적이다. 즉 일의 하나이긴 하지만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 노동시장의 정상적 고용관계
로부터 벗어난 여러 활동들이 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양육, 이웃과의 대화, 취미생활 등은 오랫동안 노동으로 개념화되지
않았고 학술활동, 정치활동, 예술활동 역시 노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학생, 주부, 봉사자와 같이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들도 많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일컬어지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은 노동의 성별분업구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
서도 잘 나타난다. 페미니스트들은 노동의 제도적인 특성은 성별 분업구
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성이 수행하는 많은 ‘일’이 ‘노동’으로 평
가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18) 여성이 주로 전담해온 가사, 육아, 배
려 등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보상체계로부터 벗어나 있음으
로써 제대로 된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Hochschild
(2011)가 감정과 관련한 활동을 ‘감정적 일’과 ‘감정 노동’으로 구분하고
감정적 일은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류했던 것
도 마찬가지 함의를 갖는다. 노동이 보상과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 자리잡
으면서 일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활동으로 부차화,
폄하되고 있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비판은 일차적으로 젠더의 차별을 극복하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
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성별분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지체계
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노동이라는 말 대신 일이란 말
을 중시하게 되는 것은 임금노동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체, 노동시
장 안팎을 포괄하는 활동 전반을 문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드러내
는 한 징후적 변화로 간주됨직하다.

2. 생존형 필연성과 삶의 자율성
일과 노동, 노동과 일의 차이는 단지 인상적인 어감이나 표현의 문제가
18) 강이수 외(2015), 여성과 일 :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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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연관된 어휘군이 공유하는 어떤 관점, 해석틀, 세계관의 차이에까
지 이르는 중요한 의미차를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일/노
동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노동이 임금을 전제로 하는 직장생활로 이해
되는 데 반해 일은 생계와는 무관한 자율적인 인간활동을 포괄하는 것으
로 사용되면서 두 의미가 분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labor와 work이
라는 어휘의 차이에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은 한나 아렌트였다. 그녀는

인간의 조건에서 노동(labor)과 일(work)과 행위(action)를 구별하면서
인간의 삶, 활동적인 실존의 현실을 분석한다.19) 노동은 인간신체의 생
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이고 일은 비자연적인 인공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말하며, 행위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
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아렌트의 해석이었다. 그에 의
하면 labor는 생존에 필요한 활동이지만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는, 자유롭
지 못한 활동영역이었고 끝이 날 수 없는 수고이며 지속되는 고통이었
다. 반면 work은 도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로서 아이디어 구상, 재
료의 확보, 제작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work은
뚜렷한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시작과 끝이 구별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action은 언어와 정치의 영역에서 인간들이 스
스로를 타 집단과 구별하면서 공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서구의 사상사적 전통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간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져야 했던 노동은, ‘필연성에 종속되는’ 노예적인 것이라
고 간주되었다. 당연히 자유 시민들의 미적, 정치적 활동은 노동과는 질적
으로 구별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근대
이후의 노동개념은 여러 맥락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되었
고 인간존재의 필수적인 근간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노동이 공공의 쟁점이
되고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것이 근대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가져온 변화였다고 아렌트는 이해한다. 산업사회에서 기계제 생산, 대규모
19) 한나 아렌트(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한국어 역서에서는 work을 ‘작업’으로
번역하고 있고 김경일 역시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작업으로,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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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조직, 시장체계 등에 부응하면서 발전한 ‘작업’ 역시 노동과 함께 근대
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생계를 위한 경제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이다.
시장을 중시했던 아담 스미스와 노동가치를 강조한 칼 마르크스가 결과적
으로는 같은 노동중심의 패러다임을 공유했던 것,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이념적 대결로 진행된 19, 20세기의 세계사가 똑같이 노동중심 패러다
임을 공유하였다는 이들이 모두 근대성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아렌트가 말한 일과 행위는 생존의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는 시민
적인 영역, 주체적인 인간활동의 장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도
화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다. 생활세계의 식민화
는 이러한 자율적인 삶의 영역이 노동의 필연성 속에 포섭되는 변화이
기도 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희구하는 시각,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활동을 중시하는 유토피아적 사고가 노동의
상품화, 소외, 부품화를 비판하는 시각 속에, 또 부분적으로는 ‘게으름’
을 상찬하는 문화적 저항 속에서 부분적으로 존속해왔다.20)
최근 노동과 일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따르
는 개념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앙드레 고르는
자유시간이 더 많고 자율적인 삶의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자신을 위한
자율적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임금이나 노동조건 중심으로
인간의 노동을 파악하는 것을 거부한다. 고르의 논지를 적극 수용하는 데
이비드 프레인은 일 개념을 보다 혁신적인 개념으로 활용한다. 그는 “반
복되는 힘겨운 일상을 감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잡일, 고역,
부담 같은 단어와 엮여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동과는 전혀 다
른 “창조적 활동형태로서의 일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21) 그는 앙드레 고
르의 논지를 빌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생산 시간을 계약을 통해
교환하는 행위”인 경제적 일과 구별되는 자율적 활동을 확대시키자고 주
장한다. 즉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자기
주도적 활동”으로서 “활동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니며 … 수행하는 당
사자가 정의하는 진, 선, 미를 추구한다.”22)
20) 김경일(2016), 앞의 책, 3장 참조.
21) 팀 던롭(2016), 노동없는 미래, 김형수 옮김, 비즈니스맵,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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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LO 역시 노동 개념의 재구성, “잘 정의된 (노동) 개념”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면서 비정상적 노동, 플랫폼 경제와 같은 변화를 주목하
고 있다. 던롭은 아렌트의 저술에 근거하여 일과 노동의 구별을 4차 산업
혁명의 흐름과 연결시켜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노동은
‘한 인간으로서 삶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활동은 모두 필요에 의해 강요되며 삶을 지속하기 위해 반
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지겨운 것으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예상
태와 흡사하다. 반면에 일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활동이다. 일은 노동
처럼 자연 속에서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다. 일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며, 시민 즉 자유인이 온전한 시민
권과 인간적인 성취를 추구하려고 행해지는 활동이다. 일은 또 공적인 활
동이라는 점에서 노동과는 다르다”고 적고 있다(pp.28～29). 이와 유사한
생각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일상의 영역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일에
대한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노동, 임금, 상품의 차
원과 결부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적 활동, 자율적 행위를 강조하려는 경
향이 강화되고 있다. 임금과는 무관하게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일, ‘사
람손이 필요한 곳’, ‘남이 하지 않는 궂은 일’ 등 다양한 일을 주목하자고
주장한다. 고령화로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노인층에게 생존의
이유를 제공해줄 것도 이러한 일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
서 공유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논의는 사회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일/노동 개념의 전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23)
“마음 관리해야죠, 가족들 돌봐야죠, 사회가 양심적으로 가게 뭔가 나도
일조해야죠, … 요즘 또 사회 제대로 돌아가라고 페북 들어가서 좋아요나
공유 좀 해야죠, 뉴스에 대해서 악플도 좀 달아야죠, 이거 사회나랏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 아닌가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엄청나
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

22) 팀 던롭(2016), 앞의 책, p.33.
23) http://blog.daum.net/sunbreez/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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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시간과 언어투쟁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충격이 주로 일자리 감소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것은 기술혁명에 뒷받침되어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고도의 생
산력 증대가 가능해지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조업 부문에서
보편화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유통부문의 자동화, 고도전문지식의 영
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등은 앞으로 인류가
전에 보지 못한 생산력 증대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것이 미
칠 사회정치적 충격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고전
적 비유를 든다면 생산력의 변화가 야기하는 생산관계의 긴장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재편성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임금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한 고용감축을 능사로 여기는 우파의 논리나 노동현장을 넘어서 풍
요롭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려는 새로운 욕구를 무시하는 좌파나 모두 충
실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생산성을 고도화함으로써 생겨나는 노동단축, 절감되는 시간을 사회적
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국에
서는 한때 ‘잉여’라는 말과 ‘삼포, 오포’ 등의 말이 유행했고 최근에는 ‘취
준생’, ‘희망고문’ 등의 말이 널리 회자된다. 젊은 세대는 정규직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고 수년을 낭비한다. 객관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새
롭게 배출되는 신규 세대를 모두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 예
상되는 조건에서 ‘정규직화’를 내건 정책의 적실성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명의 노동감축효과를 무시하라고 요구
할 수도 없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혁신의 계기로 삼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생산성 향상효과, 그
로부터 초래되는 노동시간 감축효과를 사회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이고 개방적인 “시간을 둘러싼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24)
앙드레 고르에 의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필수노동의 총량은 줄어들 수
있어도 그 결과로 얻는 시간의 해방이 저절로 모두를 위한 해방이 되는

24) 팀 던롭(2016), 앞의 책,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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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절감을 이용하여 임금에 묶이지 않은 자
유롭고 자기계발적인 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
정한 역시 데이터 경제가 사유화함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이 약화되고 오
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계했다.
데이비드 프레인은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이론을 활용하여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묻는 관행적 질문이 왜 ‘불명예스러움’을 드러내는 상황을
창출하는지를 언급하였다. 실직자 또는 괜찮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에 대해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짓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털어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심사를 경험하게 된다. 프레인은 이
런 상황에서 삶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
라 스스로 관리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떳
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형
태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자신을 ‘자격미달자’ 또는 ‘제구실 못하는 사
람’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건강한 내면을 갖출 것을 권유한다. 그는 현실
이 주는 어려움에 대하여 ‘도피에서 자율로’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절실
하다고 보았다. 그는 일중심 패러다임이 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싸움은
‘언어를 두고 벌이는 투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특별한 준비와 무장을
강조한다.25) 다시 말해 노동의 형태로 영위되지 않는 삶을 긍정하고 다양
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창조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 윤리의 낡은 속성을 폭로하는 방
식으로 토론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비노동 활동 나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 경제적 합리성에 도전해야 한다.
유급 고용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활동을 아우르는 의미로 일 개념을
재창조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가치 있는 활동도 하지 않는다
는 이분법적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

25) 데이비드 프레인(2017), 일하지 않을 권리, 정상미 옮김, 동녘,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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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일과 노동의 구별은, 일과 노동을 동일시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
인 성찰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일과 노동이 일체화된 생활양식이 특정
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구성된 것이고 결코 인간실존의 불변의 원칙, 절대
적 법칙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일이 노동과 동일시되고 노동
의 정상적인 형태가 제도화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임을 강조
한 글들은 그동안도 적지 않았다. 최근의 논의는 그러한 일 중심 패러다
임이 미래사회와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찰에 좀 더 관심
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1. 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성찰
노동이 공적인 활동이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과정은 가정의 일, 여성의
삶, 소수자의 생존이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온 역사와도 일치한다. 기
업과 공장, 국가와 노동이 중시되던 근대의 흐름은 사적 영역, 가정과 친
교, 봉사와 돌봄의 일들을 사소하고도 부차적인 자리로 밀어내는 과정이
기도 했다. 생산이 중시되고 효용이 강조되며 부가가치창출에 주목하는
문화 속에서 비생산적이고 효용성이 낮은 활동은 무시되기 십상이었다.
마르크스는 생산을 수행하는 노동을 가치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스미스는
분업의 발달과 더불어 분절된 노동행위가 중요한 생산요소라는 점을 강
조했다. 비록 노동의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크게 달
랐지만 생산적 노동을 중시하고 비생산적 노동을 경시한 점은 기본적으
로 같았다.26)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새롭
게 읽혀지고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베버가
강조한 것은 일과 노동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당연시하게 만드는

26) 팀 던롭(2016), 앞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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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문화기제가 어떻게 근대의 출현과 더불어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
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특징에 착목하여 베버는 열심히 일하는 것,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도덕적 강제’를 내면에서 수용
하는 인간형이 출현하는 것이 서구 자본주의의 핵심적 조건이었음을 밝
혀냈다. 베버의 논지에 바탕을 두고 노동은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
의 심성에서도 정상적 삶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
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급여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의 형성이 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과 노동의 개념 차이를 주목하는 최근의 글들은 대체로 일=노동 패
러다임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자동화와 정보화와는 정합
적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빼
앗아 가리라는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의 영역을 벗어나 지속
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일의 영역을 전형적인 일=노동 패러다임이 제대
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인식론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도의 생산력 발달
이 일=노동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해줄 가능
성에 대한 논의도 제한되고 있다. 아렌트는 일찍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했다. 그녀는 인간의 조건
에서 ‘자동화는 몇십년 안에 공장을 텅 비게 만들 것이고 인간을 노동과
필연성에의 구속이라는 가장 자연적이고 오래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논지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노동이 없는 노동
자의 사회를 생각해야 할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의 종말
이란 책을 썼던 제프리도 결국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자동화, 컴퓨터화, 기
술혁신이 시대적 전환을 가져오리라고 언급했다.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
는 앨빈 토플러는 미래쇼크 또는 부의 미래, 제3의 물결 등에서 과
학기술혁명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예시한 바 있다. 던롭은
‘일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은 거의 일종의 정신병적 현
상’이라고까지 언급하는데, 이것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형성이라는 근대
자본주의 특유의 사회구조,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아
렌트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던롭의 다음과 같은 말은 현시
점에서 겪고 있는 변화를 잘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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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만일 기술이 일부 사람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많은 일자
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노동과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동일시하는 노동관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뒤바꿔놓을 모순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데이비드 프레인의 일하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일=노동 중심의 패러
다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이자 반론이라 할 수 있다.27) 그는 노동윤
리에 대응하는 ‘쓸모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장황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으나 책의 목차 제목만을 살펴보아도 대략적인 논지를 알 수 있
다. ‘일하는 괴로움’(2장) 때문에 ‘일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3장)을 갖게 되
었고 ‘일하는 이유’(4장)가 매우 수동적이고 타율적이 되고 말았지만, 최근
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단절점’(5장)을 잘 통과하면 ‘대안적
즐거움’(6장)이 발견될 수 있고 ‘제구실 못하는 사람’(7장)으로 낙인찍혔던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고 ‘도피에서 자율로’(8장) 옮겨 갈 수 있다는 것이
다. 그의 책 제목에 사용된 ‘일하지 않을 권리’는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2.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
최근의 일에 대한 담론은 고전적 노동담론의 주요 관심사에 포괄되지
않던 주변부, 비정규, 임시 영역을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노동
정책,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정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강고하지만 이
를 넘어서 제도로부터 소외된 영역,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일들에 대
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주된 동기는 물론 양극화 과정에서 지
위가 약화되고 생계가 위협을 받는 하층집단에 대한 관심, 기술혁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문
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목받지 못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기

27) 데이비드 프레인(2017),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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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지 않는 노동이라고 묶어 정리한 한 책에서는 ‘아가씨, 아줌마로 불
리우면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지위, 권리, 인권을 부정당한 사람들, 돌봄
노동이라는 이름하에 불안정성과 고약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
들, 어떤 몸부림을 쳐도 좀처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하청공장, 예
술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삶을 다루고 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노동의 배신이란 책에서 ‘일을 해도, 아니 일을 할수록 가난해지는 사
람들’, 즉 워킹푸어의 체험들을 추적해서 기록하고 있다. 식당 웨이트리
스, 호텔 청소부, 가정집 청소부, 매장 판매직원 등 최저임금수준의 급여
로 살아가기 어려운 일들을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가정과 사
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부차화되었던 일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주변적 노동의 포용과 배려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변화 자체를 혁신적
인 전환의 주요한 흐름으로 간주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흔히 ‘비정규’라고 불리는 유형의 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인
유형이 되리라는 과감한 논의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가이자 사회비평가인 이반 일리치는 1981년에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노동형태라고 생각
하지 못한 다양한 일거리들이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이반 일리치는 엄밀하게 말한
다면 그림자 노동은 임금 노동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오늘날 경제활동 전
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조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림자 경제의 출현에서 내가 중시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시장으로부터 가계의 독립을 지키는 데 기여하지도 않는 노역 형태가 등장
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비자급자조적 가내 공간에서 주부가 행하는 그림
자 노동이 좋은 예다. 이 새로운 종류의 활동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금취
득자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그림자 노동은 근대
의 임금노동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지만 노동집약적 상품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자면 그림자 노동이 임금 노동보다 훨씬 근본적일 것이다.”

이 개념을 수용하여 그림자 노동의 역습이란 책을 펴낸 크레이그 램
버트는 사회생활의 제도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무대의 옆과 뒤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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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그림자 노동에 일어나고 있는 심오하고 대대적
인 변화와 그것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규정해 나가는 과정”
을 파악하고자 한다.28) 그는 그림자 노동이 급격하게 증대하는 요인으로
네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가 기술과 로봇의 등장이고 두 번째
가 전문지식의 정보화, 세 번째는 정보그물망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며 마
지막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적 기준을 꼽았다. 이 모든 요인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주변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은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제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있기 쉽다. 최근 정규직과 구별되는 영역에 대한 관심
이 학술적, 정책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실존적 삶의 양
태들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일의 문제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조합 정
책이나 정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의 비정규화 현상
은 다음과 같은 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로는 비정규 고용형태가
지배적인 경제부문의 팽창현상을 주로 유통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
스, 운수물류서비스, 파트타임, 호출노동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둘째로는
직접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현저한 증가 현상으로서 임시직,
촉탁직, 간접고용,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셋째로는 비공식
부문의 비정규 노동형태도 꾸준하게 증대하는데 이것은 앞서 ‘그림자 노
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가사노동, 하청노동, 돌봄노동 등의 영역이다.

3. 정상적 노동 개념의 해체?
이런 관심 변화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정상적 노동이란
개념이 약화되는 것이다. 흔히 ‘정규직’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정상적 일자
리, 그와 연결된 노동의 정상성은 대체로 풀타임, 상용, 직접고용, 안정적
임금, 교육훈련, 복지, 노동법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노동형태를 가리킨
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생계의 불안정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노동을 가리킨다. ‘정규직화’를 내건 정치적 슬로건이 대중의

28) 크레이그 램버트(2015), 그림자 노동의 역습, 이현주 옮김,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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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는 최근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정책, 노동법, 노동운동의
중요한 목표로서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정상적 노동이라는 개념은 일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는 근대사회의 생
활세계와 조응한다. 모든 개인은 일정한 양육과 준비기를 거쳐 사회로 진
출하게 되는데 사회진출의 핵심이 ‘직업’을 얻는 일이고 그것은 곧 정규
노동의 담당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소속감을 갖
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음으로써 개인 및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이
런 정상성의 또 다른 측면이다. 개인적으로는 일생을 거쳐 특정한 일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승진의 기회를 가지며 생활수준을 높여갈 꿈
을 가질 수도 있다. 직장은 그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시민적 존
재양식의 바탕으로 여겨진다.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것, 가졌더라도 정규직
이 되지 못하는 임시직, 비정규직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퇴직은 공식적인 사회생활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
이 된다. 자동화와 기계화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급감
하고 노동방식도 점점 더 유연해짐으로써 제도적인 보장효과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조의 결속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통적 전략도 이
들의 노조조직률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노동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4차 산업혁명이 미칠 일자리 감소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염려도 이런 맥
락과 직결되어 있다. 던롭의 다음과 같은 말은 현재의 변화가 노동의 정
상성을 크게 뛰어넘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200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기순환 내의 또 다른 경기 저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이라
고 생각하는 예전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일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온
일(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유급 노동)을 해온 방식이 그 뿌리
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의 창조가 이제는 육체노동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금융, 지식, 기술산
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과 취업의
본질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어 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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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정상성 개념이 약화되는 것은 ‘비정상적’ 노동형태들에 대한 여
러 개념화가 시도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29)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
임시직 등으로 불리는 일의 형태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범주를 새롭게 개
념화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비정규/비정상/주변부 노동을 가
리키는 말들을 꼽아보면 파트타이머, 임시노동, 계약노동, 계절노동, 파견
노동, 원격노동, 호출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하다. 영어로도 다양한 표현
들 - contingent, non-standard, temporary, atypical, flexible, marketmediated, nontraditional, alternative, marginal, precarious, disposal,
secondary가 사용된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방식 대신 유연노동이
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기도
한다. 심상완은 이런 범주에 속하는 노동을 비정규/비전형/비정형의 세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은 제안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은 사회적
권리나 보호로부터 배제된 노동을, 비전형노동은 전형적인 고용관계로부
터 이탈한 노동을, 비정형노동은 고용형태의 고정성이 없거나 미약한 노
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병훈은 이보다 좀 더 분석적으로 더 많은
차원에서 노동의 비정규화가 진행되는 다양한 면모를 포착하고자 시도했
다. 그는 직무특성에 따라 정규적 보완형, 정규직 대체형, 정규직 별개형
을 구분하고 보장체계에 따라 일부보장(정규직 일치), 일부보장(정규직
불일치), 미보장으로 나누었다. 또 고용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선택형, 자
기 합리화된 자발적 선택형, 비자발적 유형을 구분하고 공식성 여부에 따
라 공식형과 비공식형을 나누었다. 직업위세에 따라서는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을 구분했고 시대성과 관련하여 전통적 비정규형과 새로운 비정규
형을 나누었다. 이동가능성에 따라 가교형과 함정형을, 성별에 따라 남성
편중형, 여성편중형, 성중립형 등으로 세분화했다(이병훈 외, 2011: 24).
이런 유형분류는 정성적이고 표준적인 관점의 노동, 고용의 개념으로 포
착되기 어려운 변화가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
는 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병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런 현실을 잘 언급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Kalleberg(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3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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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정상적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 단순한 일은 제도적인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규직의 안정성과 대비되고 있는 것도 각종 법적, 정치적 보호막이 정상/
비정상의 영역구분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비
정규노동이 전체 노동시장의 1/2 정도로 추정되는 현재 시점에서 포드주
의 노동체제에서 적용되었던 고용형태가 보편적으로 지배적인 노동유형 정형 혹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유연화되고 다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형태가 전통적, 통상적, 표준적, 전형
적이라는 인식은 노동형태의 변화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
하는 노동형태가 지배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30)

제4절 전망과 과제

현재 기술환경과 노동상황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한 가지 점에서는 공
감대를 이루는 것 같다. 그것은 기존의 개념과 방식, 제도적인 틀의 적실
성, 타당성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인식, 관행, 제도의 마련
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를 거창하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지적하는 논자들도 있지만 시
각의 전환,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개념지체와 혼란의 정비
우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일/노동 개념의 재구성이 절실한 과제다.
30) 이병훈․윤정향(2001),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노
동연구 7(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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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동개념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논의가 없지 않지만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개
념과 담론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개념지체가 해결되어야 할 지적 과
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화해서 본다면 현재 노동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인 일=노동 패러다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구축을 지향할 것인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러한 견해차는 이론적인 것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고 또 경제적인 이
해충돌이 얽힌 복합적인 것이어서 쉽게 정리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과학
기술과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상을 포착할 적절한 개념과 인지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
는 점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논의들이 정치적 대립이나 이념적인
선호, 이익갈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한 토론과 지적인 전망을 갖추
려면 개념적 재구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
동의 정상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기술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소
과장되어 있으며 노동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논의들은 성급하거나
비현실적이기 쉬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고용과 취업, 노동권
의 보장 등이 여전한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상적 노동관계
의 확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
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권한강화조치로 이해
하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는 노동의 정상성을 여전히 중요한 원리로 수용한다.
법적으로도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한다.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포착한다는 명분으
로 노동의 정상성을 무시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전
문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
서 자본과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으로 강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 중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혁신, 변화를 요구하는 논의의
적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비전형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플랫폼을
배경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활동들, 자기관심을 좇아 독특한 생활방
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심지어 게으름뱅이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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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자’나 ‘부적응자’ 또는 ‘산업예비군’이 아닌, 새로운 삶의 존재형태
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형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의
유형들이 어떤 미래적 전망을 지닐 수 있는지, 기존의 일 중심 패러다임
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시야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의 등장이 우리를 위협할 빅브라더인
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켜줄 빅산타일지를 추상적으로 예단하
기 앞서 이것이 초래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변화를 열린 시야로 평가하
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디지털화에 대한 과잉기대, 장밋빛 선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총체
적 조건의 변화, 일과 부의 창출방식의 전면적 혁신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정책적 논의와는 거리가 있더라
도 개념적 도구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개념화, 담
론적 재구성, 언어싸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해
단순노동, 반복노동, 필수노동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계
형 노동 패러다임을 벗어나 혁신적인 삶, 자기실현적 일을 구상할 수 있
는 대안적 양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열린 토론, 창의적 대응이 가
능한 지적 대응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울리히 벡을
비롯하여 위험사회론, 피로사회론 등 자본주의 문명비판론의 문제의식과
도 상통하는 이론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2. 노동윤리와 시민성의 재구성
쉼 없이 다양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이
강박이 되는 시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강력한 조직에의 귀속, 제도
적으로 보호되는 정상노동, 이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과 법제 등에서 벗
어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자존감과 정체
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경제적 보상과 직결된 노동의 영역과 별도로 모
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는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
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비정규, 비정상, 그림자 노동은 ‘정
규직화’되어야만 하는 비정상적 노동인가? 출퇴근의 시간감각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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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잉여자들, 덕후들, 괴짜들, 예술가들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서 시민과 노동자, 시민성과 노동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헌법적 주
체이지만 경제적인 생활보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오늘날의 시민적 존재는 노동으로부터 면제
되어 있는 비노동층일 수 없다. 하지만 시민적 존재가 노동하는 존재로
동일시되거나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 수고와 고통의 이미지
를 수반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기반과는 별개로 확보되어야 하
는 사회정치적 요소가 시민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계유지에 거의 전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삶을 경제적 이윤으로 파악하는 노동중심의 논리
로는 시민적 덕목을 보장할 수 없다. 시민의 시민됨은 그러한 생계노동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신분적 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
이고 고용관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유연함, 자율성, 독자성에의 욕구
가 불가피하게 포함된다. 이런 시각을 현대 자본주의 질서에 대입하여 본
다면 시민적인 역능성, 존재감은 생계가 보장된 이후의 문제이기도 하다.
삶의 거의 전 시간을 임금소득을 위한 노동에 투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시
민적인 덕성을 발휘할 여유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31) 이런 맥락에서 앤
쏘니 기든스는 산업적 권리를 시민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하는 자들이 생산부문의 작업현장에서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 사용자 측과 책임 있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32) 이러한 ‘산업적 시민권’이
여러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시민권, 시민적 존재양식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노동윤
리, 일의 함의를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디지털화와 기
술혁신의 결과 현재 한국 사회도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휴가의 보장,
일자리 나누기 등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
31)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고찰될 수 있다. 이명현(2010), ｢시민권
과 기본소득 :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사회보장연구 26(4).
32) 최장집(2017),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노동사회 192.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노동 개념: 지속, 변화, 긴장 37

동과 자유로운 활동의 균형 있는 시간 배분이 이루어져야만 시민적인 권
리가 보장될 수 있다. 비생산적이라고 간주되는 활동까지 포함하여 삶의
여러 행위, 활동의 다차원적 의미를 새롭게 수용하는 개념적 재구성이 필
요한 것이다. 또 일을 정규직 중심의 정상 노동과 동일시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생활양식을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적인 압력도 재조정할 필요
가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근면주의적 관점이 지닌 긍정
적 함의를 유지하면서도, 자칫 그것이 정상적 노동형태로부터 벗어난 다
양한 일들, 생활방식들을 폄하하거나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되지 않
도록 의미의 재해석,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막스 베버의 자본
주의 정신에 대한 논의도 노동예찬론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한국
사회의 근면주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근검과 절약, 저축과 경영의 행동양
식을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세속적 성공의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
러한 초기산업화 방식의 노동윤리는 더 이상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 이
미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넘어서, 놀이와 게임이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의
소재가 되고 네트워크가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접
어들었다. 따라서 근대적인 노동윤리의 틀을 넘어서 일과 삶, 노동과 휴
식, 생산과 놀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관점, 혁신적 이해가 불가피
하다. 베버의 논지 역시 노동과 일을 신이 부여한 소명, 가치의 대상으로
본 자들의 역동성과 혁신성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대두된다. 디
지털 환경과 세계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일하는 자로서의 노동자 의식과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자의식, 그리고 여가와 즐거움을 원하는 유희
적 존재성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토론,
상상,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3. 관련법 및 제도의 조정
디지털화가 새로운 일의 환경, 노동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관련 법제 및 노동정치 체제 전반의 변화도 불가피하다.33) 근
33) 이준희(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노동법의 과제｣, KEF Comensation Quartely,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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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 근로제공방식, 장소, 임금산정 및 지불방식, 단결권, 노동조합 위
상, 노사관계, 노동정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견지해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 유연화가 불가피한 것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것 등을 새롭게 파
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비동시적이고 탈중심적으로 제공되는 유연한
노동, 아웃소싱에 의한 생산 및 물류기지 이전,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과제를 찾아내고 조직함으로써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
상 등을 노동의 안정성과 혁신성, 자율성의 맥락과 새롭게 결합시키는 지
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쟁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낯익
은 것들이지만, 그 전형적 쟁점화에 묻혀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개별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뒤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택배기사, 학습지교수,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노동형태는 어떻게 권리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인
지 문제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중심의 관행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각종 비정규직화의 문제, 아웃소싱의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
지, 노동의 개별화, 이질화가 조합의 조직률 하락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황
에서 주변적 노동형태들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등도 큰 쟁점이
다. 근로시간 법규, 임금산정 및 지급방식 관련 법규, 휴가 및 휴게 관련
법규, 사업장 안전보건 및 산재 관련 법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이 모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일의 성격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쟁
점들이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노동하는 주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
로 귀착된다. 노동의 정상성에 기초하여 확립된 지금의 개념으로는 달라
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의 법규
가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 사업장 등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 예
컨대 한 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동시 또는
순차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
제 기술적 독립성이 높아지면서 근로계약관계의 종속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근무장소가 다양화하고 유동화함으로써 사업장의 개념이 크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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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현실, 임금의 결정방식이나 지급형태가 다원화하는 것 등 진행되
고 있는 일의 다양화, 다종화, 유연화 전반을 열린 관점에서 포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임금과 직결되지 않은 다양한 일들에 대한 사회
적 보호나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법체계상에서도 개념적 혼용, 전환, 상충, 미끄러짐을 찾아보기 어
렵지 않다. 헌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사용되
는 개념의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는 ‘근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어휘가 사
용된다.34) 근로자는 ‘직업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
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되어 있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두 유형
으로 분류되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
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규
정되어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 제공과 임금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중심
으로 파악함으로써 해고의 유형이나 조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용
정책기본법은 ‘직업능력개발, 더 많은 취업기회,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
의 일자리창출, 원활한 인력확보, 노동시장 효율성, 인력수급의 균형,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 권리/사업주의 자율적인 고
용관리 존중/구직자의 자발적인 고용관리 존중/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
노동시장 여건, 정책고려 균형/부문 간,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바탕’을 기
본원칙으로 내걸고 있다. 법적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
는 없지만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은 법제가 현실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적 용어가 보다 탄력적이 되고 현실의
다양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계 및 사회 일반
이 함께 해결해가야 할 지적 과제이자 정책적 숙제라 하겠다.

34) ‘근로’라는 말에는 노동이라는 말과는 달리 수고와 고통, 땀흘려 일하는 육체노동
이라는 의미가 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함의 없이
통시대적으로 활용되는 어휘이다. 김경일(2016), 앞의 책, pp.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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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 기술변동과 여성노동

제1절 서 론

이 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
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디지털 기술변동을 경험하
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
람, 사물과 사람이 다수 대 다수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긴밀하게 연
결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 노동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유사하지만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노동시장 내의 격차와 불평등은 축소될 것인지
확대될 것인지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
다(Brynjolfsson & McAfee, 2014; Frey & Osborne, 2013; Autor, 2015).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자리 문제는 로봇의 사
용과 대체에 의한 대규모의 직업 상실이라는 시나리오가 우세하기는 하
지만,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용과 혁신에 있어 커다란 이득이 있을 것
이며, 인간이 육체적으로 단조로운 일을 쉽게 하게 되고 더 많은 여가시
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Grass, Karen & E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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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2016: 7).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예측에도 불구하
고, 이 같은 변화가 여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일자리의 미래 : 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변동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크
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사무행정직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가
장 크다고 예측되며, 이는 여성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군이라는
점에서 여성노동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6). 디지털 기술의 발전, 특히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은 여성의 노동과 젠더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미래 일자리에서 여성이 갖춘 경쟁력 있는 자질은 무엇일까? 디
지털 시대 성별 불평등은 지속, 강화될 것인가? 완화될 것인가? 여성은
이상적인 디지털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발전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4
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구조적 현실과 통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성별 영향과 결과를 탐색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일자리의 변화와 젠더 격차 및 불
평등의 양상에 대하여 이론적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한
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과 IT 산업 여성 재직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일자리와 업무의 변화, 작업조직의 특성, 업무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고, 기술변동에 따른 유연노동의 체계와 여성의 일
-가정 양립 문제, 여성노동의 미래와 가능성 혹은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결론에서는 디지털 성별 격
차의 축소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별 평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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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지털 기술 격차와 젠더의 문제(Digital Gender Divide)

1. 기술과 여성: 낙관론과 비관론/젠더 본질주의와 사회적 구성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성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여성주의
이론가들은 지난 20, 30년간 상반된 논쟁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기술
이 가부장제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기술공포(Technophobia) 입장과 여성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추는 데 기술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술애
호(Technophila) 입장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Wajcman, 2007: 288). 기술
에 대한 초기 페미니스트 논의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술공포 또는 비관론
의 입장이 우세하였다. 서구의 과학기술이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통
제라는 남성적 기획에 깊게 연루되어 있으며, 여성은 가부장적 기술과학
의 피해자라고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Wajcman, 2007).35) 그러나 1990년
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술에 대한 여성들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자
극하기도 하였다. 즉,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제조업 기술과는 달리 근육
보다는 두뇌에, 위계보다는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
과 기술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
이다(Haraway, 1997).
그렇지만 최근 기술과 젠더 관계에 대한 사회구성론적 입장에서는 기
술의 특성을 남성중심적 또는 여성친화적이라고 구분하는 기술 본질론적
규정으로는 기술과 여성의 관계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
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Cockburn, Cynthia & Ormrod, Susan, 1993; 신
경아, 2017). 즉, 기술은 젠더 관계의 자원이자 결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

35) 1970, 1980년대 페미니즘 논의를 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기술 분야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재생산 기술의 발전이 여성 신체
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착취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기술이 작동하는 생산의 기제라는 측면에서 사무노동의 컴퓨터화가 여성의 탈숙
련, 직무 분절, 기술 통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Wajc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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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보다는 여성주의 정치학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 기술사회에서 기술에 개입하지 않고
는 젠더 관계를 변형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
적 관계의 형성과 동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Faulkner,
2001; Wajcman, 2007).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
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은 여성의
노동과 젠더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사실 이 같은 디지
털화가 여성의 고용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
답이 나오지 않았다.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단순반복 인지적 업무가 특징
인 전형적인 여성직업들(행정 및 사무업무, 은행 및 보험업종)이 직접 영향
을 받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과 수요는 증가하나 자동화 가능성이 적은
건강, 교육, 사회복지 분야 직업에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어 여성들
의 일자리 기회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
황이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44; World Economic Forum, 2016: 34).
이에 더해 디지털 전환이 여성의 경력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직
업과 업무조직이 어떻게 변화할지, 개인 관련 서비스의 입지가 어떻게 변
화할지, 그로 인하여 전통적인 남녀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질문의 차원에 머물러 있
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디지털화 과정에서 여성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문제를 경험했는지를 먼저 개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디지털 성별 분리와 격차 : 개념과 현실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화는 대략 1980년대에 시작하여 2000년대 모바일
기기의 시대에 진입하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기술변
동이 일상생활, 가치 창출 프로세스, 노동의 영역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31).
1980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해 도나 해러워이는 디지털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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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갖는 긍정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기계,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
실에서 진행된 디지털 기술과 여성의 관계는 아직 다층적인 성별 격차의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과 국제기구에서는 현재의 디
지털 기술 상황은 새로운 디지털 성별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Barcena, Prado, Montano, & Perez, 2013).
디지털 성별 격차에 대한 국제기구의 한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제1
차 디지털 격차와 제2차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여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성별 격차의 차원을 크게 세 층위로 구분해서 살
펴보고 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로 디지털 기술에 성별로 얼마나 동
등한 접근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기술의 문제로 여
성이 얼마나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ICT 크리에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부문에서 여성이 얼마나 ICT 리더와 기업
가가 될 수 있는가의 차원이다. 즉 접근성→기술 창출→리더로서의 가능
성이라는 차원에서 성별 동등성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Barcena, Prado, Montano, & Perez, 2013: 16).
제1차 디지털 성별 격차는 주로 접근성의 문제로 인터넷 접근은 정보
사회에 배제되느냐 포섭되느냐의 문제였다.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여전히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인터넷의 포괄범위
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들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인터넷 사용방식과 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기술적 스킬이 덜 요구되는 활동만 하고 있다.36)
제2차 디지털 성별 격차는 바로 기술 차원의 문제로 기술사용의 밀도
(intencity)와 다양성(diversity)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새로운 디지
36) The Digital Gender Divide Is An Economic Problem For Everyone, GE reports,
Mar 8, 2017 by Cheryl Miller Van Dyck. 이 글에서는 디지털 시대라지만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아직 무관하게 살고 있으며, 세계 71억 인구 중 온라인에 있는
인구는 남성 18%, 여성은 16%라고 한다. 즉, 온라인에 있는 여성이 2억 명 적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성별 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여성에게 평등한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제3장 디지털 기술변동과 여성노동 45

털 장비와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술과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의 문제로 접근성이 아닌 사용방식과 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부문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Barcena,
Prado, Montano, & Perez, 2013: 17).
실제로 ICT 분야에서는 기술적 지식을 갖춘 여성이라고 해도 경력 단
절과 단절 이후 재진입이 어려워 L자형 취업유형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학계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 부문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새는 파이프(the leaky
pipeline)’로 지칭하는 이유도 이것이다(Blickenstaff, Jacob Clark, 2005).
영국 IT 기업에 대한 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이 부문에서 여성들이 증가
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ICT 부문을 떠나고, 사라지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Griffiths and Moore, 2010). 여성들은 소외된 작업 환
경, 장시간 노동과 작업 부담, 적대감, 연령차별, 재배치 등의 문제로 인해
ICT 부문에 진입했다가도 지속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인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기술전문직에 대한 연구도 역시 ICT 전문직에서 여성들은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으며, 쇠퇴하고 있고, 직무위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부문은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분야라고 분석
하고 있다(Best, K., M. Heidingsfeider & M. Schraudner, 2017). 이 외에도
많은 기술산업과 부문에 대한 연구들도 유사한 결론을 내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디지털 기술변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아직도 성공적으로 정착하
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격차와 성별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제3절 노동4.0 시대의 도래와 여성노동

1.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2016년 세계 경제포럼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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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양새다. AI와 로봇
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까지도 대체 가능한 수준이
며, 이 같은 기술발전에 기인한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크
게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지만 일자리 감축속도가
일자리 창출속도에 비해 빠를 것이며, 기술혁신의 속도가 교육을 통한 기
술 습득 능력에 비해 빠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물론 디지털 낙관론자들은 기술혁신은 항상 있었던 것이며, 4차 산업혁
명으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가를 누리는 접근
성이 커지고, 시간제 직무가 전일제 노동일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
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비관론자들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노동으로 사회이동을 성취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술적 직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될
것이며, 전체적 직무의 수는 감소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7) 프
레이와 오스본은 미국 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 중 47%가 향후 10
～20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며(Frey & Osborne, 2013), 세계경
제포럼의 2016년 보고서 “The Future of Jobs” 역시 2015～20년 세계경
제는 71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파괴적인 노동 변화’가 진행될 것으
로 예견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유럽의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의 예측 보고
서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하고 있어(Grass & Weber, 2016) 대규모의 일
자리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일자리의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환경과 작
업방식, 노동계약 및 노동의 질과 임금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
다. 또한 그 영향은 직군별, 산업별, 성별로 다양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예측은 쉽지 않다.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고용 트렌드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로봇의 도입과 스마트 공장의 확산은 제조업의 노동환경 변
화를 가져올 것이며 저임금 단순 노동직을 중심으로 한 취업 인구의 감소
37) The Graveyard of Employment and the Future of Jobs, Diplomatic Courier,
October 20, 2016 Written by Bailey Pia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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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모바일 인터넷, AI,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이
용한 온디맨드 경제,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으로 단기계약,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과 같은 불안정 노동의 트렌드가 더욱 확산될 것이
다. 또한 긱 경제는 프로젝트 단위의 노동자와 모호한 고용관계에 놓인
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이주희 외, 2015).
셋째,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의 작업 확산으로 네트워
크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연, 원격 근
무가 확대되고, 프로젝트 단위별로 작업하는 프리랜서 마켓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일자리의 양극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술 개발과 알고
리즘에 취약한 행정 사무직과 일부 전문직, 저기술직 일자리는 파괴되고,
기술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 저기술 근
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중간지대가 공동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가
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Schwab, 2016).
그렇다면 이 같은 고용 및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겪게 될
일자리 변화의 주요 문제는 무엇일까?

2. 노동4.0 시대 여성 일자리 : 위협과 기회
World Economic Forum(2016)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2016)의 보고서
는 4차 산업혁명이 여성노동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담고 있기는 하다. 아직 그 전망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의 디지털
기술변동이 여성에게 미칠 위협과 기회 요인을 몇 개의 항목으로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전망을 기반으로 여성 일자리에서 예측되는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여성 일자리의 소멸과 양극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진행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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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한 조사를 보면 2015～20년 세계경제는 710
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예견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00만 개의 일자리 상실과 14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여성은 3백
만 개의 일자리 상실과 5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경험할 것으로 예
상된다(World Economic Forum, 2016: 40). 이 조사에 의하면 4차 산업혁
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직군은 사무․행정직군과 제조․생산직
군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무․행정직군인 것이다(WEF, 2016: 34). 물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
장하게 될 미래 일자리 전략직군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보산업 부문
에서 여성인재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단기간에는 이 같은
기회 요인보다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위협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WEF, 2016: 34).
디지털 기술변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숙련의 보유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급 수준의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의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고급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 양극화 또는 임금 양극
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테크 산
업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기
도 하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후퇴
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는 37%였는데, 최근에는 18%로 하락하고 있다
고 한다(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7).
미래 일자리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44개국 중 95개국에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높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명에서 학습가능성은 중요
한 평균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기업들도 그들이 미래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는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65%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사람을 고
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배울 것인지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WEF Annual Meeting, 2017). 여성의 높은 학력 수준은 미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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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여성의 높은 학력 수준이 기술사회에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여성과학기술 개발인력은 43,402명으로 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19.4%에 불과하다. 또한 남성은 정규직 79.5%, 비정규직 20.5%인
데 비해, 여성들은 정규직 56.5%, 비정규직 43.4%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2017). 과학기술 영역에
서 여성들의 비율은 아직 너무 낮으며, 취업 형태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
황이다.
나. 디지털 기술과 여성 적응의 어려움
영국 ICT 산업에 대한 한 연구는 이 부문이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충원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CT 산
업의 어떤 요인이 여성들을 배출시키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Griffith &
Moore, 2010). 영국의 경우 ICT 부문은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비중은 1997년에 27%에서 2004년
에는 21%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여성들이 ICT 부문을 떠나는 이유는 과
도한 노동 부담과 장시간 노동, 작업장의 남성 중심적 분위기, 연령 장애,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복귀하지 못하
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ICT 부문에 취업한 여성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가족,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을 했다가 다시 일터
로 복귀하는 유형인 잠재적 복귀자(Potential returners)로 이들은 소수이
다. 둘째로는 일터로 복귀하고자 시도하나 제한된 기회와 연령과 같은 장
벽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는 부류, 다른 부문에 취업하거나 조기 은퇴하게
되는 용도폐기(Discarded) 유형이다. 셋째로는 다양한 이유로 일터를 떠
나 복귀하지 못하는 소외자(Alienated) 유형이다. 이에 더해 연구자들이
흥미롭게 발견한 유형은 기술적인 역할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하는 혹은
돌보는 역할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인 재출현(RE-appearing)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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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th & Moore, 2010: 111～112). 즉, 기술 부문 여성취업자들은 떠나
거나 소외되거나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는 기술과 무관한 직무로 복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CT 산업의 여성인력 비중은 하
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ICT 기기산업의 경우 2006년 39.5%에서 2012년
36.0%로 하락하였다(이경선 외, 2014). 이와 같이 과학기술계 여성의 적
응 어려움과 경력단절의 문제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Mavriplis et al., 2010).
과학공학계열 전공 여성의 취업 유형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일반 여성들이 40세 이후 육아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고 난 시기에 재취
업을 하는 M자형 패턴을 보이는 대신 과학공학계열 여성들의 경우 한 번
떨어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회복되지 않고 꾸준하게 떨어지는 L자형 패턴
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김지형․김효민, 2014: 260). 과학기술분야 여성
의 과소대표 현상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퇴직하면
다시 재취업도 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여성노동은 일자리의 상실, 고용구조
의 양극화, 핵심 기술 노동력으로부터의 배제와 소외 등에 직면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노동의 탈경계화와 모호한 고용관계의 확대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변동에 따른 경제와 일자리 변화 중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긱 경제의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고
용시장에서 유연노동 또는 불안정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확대는 정규직을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
는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긱 경제는 필요한 인
력이 잠깐씩 ‘등장’하는 고용형태이며, 플랫폼들은 거래약관이나 평가 제
도를 통하여 정규 자영업자들의 권한을 통제하게 된다(독일 연방노동사
회부, 2016: 53). 이렇게 고용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감이 불규칙하게 들
어오고 사고, 질병, 실업의 상황에 놓이거나 나이가 들고 돌봄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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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에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
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쪽으로 위험성을 전이하게 되는 새로운
불안정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53).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최근 종속적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모호한 고용관
계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증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이주희 외, 2015), 플랫폼 노동의 확대가 이 같은 고용관계를 확산
하는 현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고 대졸자들도 일자
리를 얻어 경력을 쌓을 기회를 갖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지능형
기계를 다루는 인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수 있지만, 고등교육을 받았다
고 해도 안정된 경력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분야 프
리랜서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타일러 코웬, 2017: 98).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탈경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
다. 탈경계화는 업무와 개인생활, 일과 여가, 일터와 집의 경계가 흐려지
는 현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은 한편으로는 일에 대한 더 많은 자기 주도권, 새로운 방
식의 일과 삶의 양립 균형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
지만, 노동세계에 또 다른 문제와 부담을 낳을 수도 있다(독일 연방노동
사회부, 2016: 82).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업무를 더 많이, 더 밀도 있게 하
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조정하는 근무시
간을 다르게 활용함으로써 전통적 성 역할을 더 고착화하게 될 수도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70).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이상적인 노동에
대해 “양질의 노동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반은 안전성과 유연성
을 함께 갖추고, 사회적 균형이 잡힌 새로운 노동”(World Economic
Forum, 2016: 85)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시간 및 장소의 유
연성 원칙은 좋기는 하지만, 초과근무나 주말근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의 탈경계화와 과도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여성들은 디지털 시대 이상적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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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시대 긱 경제, 온디맨드 경제에서 이상적 노동자는 아무런 부담도
없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노동할 수 있으며,
지속적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노동자일 것이다. 여전히 양육과 가사노동
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은 이 이상과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
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라. 생산조직 내에서 여성의 역할 : ‘하이브리드’ 역할의 명암
디지털 기술 시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들이 생산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IT 산업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IT 산업의 확장에 따라 기술적인
숙련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부문으로서 IT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기술 개발 영역과 함께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서비스부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목되
는 것이 ‘하이브리드 역할’이다. IT 산업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역할’, ‘하
이브리드 매니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역할’은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타인과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하이브리드 매니저는 조직의 리더
(visionary)와 기술전문가(specialist), 자원조달자, IT 디렉터(impresario)
를 연결시키며 조직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IT 기
술과 비즈니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경영 전략과 인간적 요소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Woodfield, 2000).
이 같은 하이브리드 직무는 상대적으로 소통적 숙련과 상호작용에 강
점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의 직무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Palmer, 1990). IT 산업에서 하이브리드 노동자가 갖는 중요성의 근
거는 신기술이 갖는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신기술은 아직 존재
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상업적 잠재성을 실현하려면 생산물에
대한 시장도 창조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노동자는 사용자의 욕구와 상
품에 대한 반응을 신속히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시장을 형성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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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 과정을 조직해 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신경아, 2017). 따라
서 하이브리드는 중요하며 여성은 최고의 하이브리드들이라는 주장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Woodfield, 2002). 기술직 남성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데 비해, 사회적 기술을 가진 여성들은 대
상 조직의 관습과 작업 요건, 관행, 관계와 문화를 잘 이해함으로써 생산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신경아, 2017).
그러나 이 같은 하이브리드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직무적 위치에
대해 최근에는 이것이 과연 여성들에게 기회의 영역인가를 되묻는 연구
들이 나오기도 한다. 즉, 하이브리드 직무도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
으며, 여성들은 하이브리드 직무 중에서도 서포터즈 기능과 같은 제한적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Glover & Guerrier, 2010).
Loogma et al.(2004)은 관리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ICT 산업
내의 하이브리드 직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the geek’으로 기술에
만 집중하고, 더 넓은 소통 숙련을 하기 싫어하는 부류, 둘째, the techi는 기
술적 숙련에 일차적 동일시를 하는 것은 긱과 유사하나, 보다 나은 소통 기
술을 갖고 있는 부류이다. 셋째, the flexible specialist는 기술적 숙련과 고
객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부류이고, 넷째, the translator는 프로젝트
관리 역할로 컴퓨터 숙련가와 고객을 연결시키는 역할, 다섯째 the
transgressor는 관리에서 기술까지 포괄하며 오가는 역할을 하는 부류이다
(Loogma et al., 2004: 89). 이들은 이런 역할과 성별화의 관계를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으나,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translator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Whitehouse and Diamond(2005)는 호주 연구를 통해 하이브리드 역할
을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consultants로 기술적 - 사업적
숙련을 결합해 기계화된 체계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 둘째, software
project manager로 사용자의 니즈와 기술발전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요
구되는 역할, 셋째, technical writers로 최종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한 방
식으로 기술적 정보를 제시해 주는 역할로 구분한다. 이 세 가지 역할은
보수와 위계에 있어서 순서대로 차이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고임인 컨설
턴트는 압도적으로 남성이고, 소프트웨어 매니저의 경우에도 여성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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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장 저임의 테크니컬 라이터 직무에 압도
적이라는 것이다.
즉, 하이브리드 직무라고 해도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며,
그 내부에 다양한 층위가 있고 여전히 성별화된 직무로서의 특성을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기술변동 시대에 여성들이 핵심
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제4절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경험 : 불안과 도전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여성 노동 경험의 현실을 가늠해보기 위해 심
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아직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
기술변동의 구체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큰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적은 사례지만 급속한 기술변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보았다. 심층면접 대상자
는 주로 콘텐츠 산업이나 IT 산업 분야 여성취업자로 3D 프린터 전문가,
애니메이션 제작자, 대기업 소속 뉴 미디어 담당자, 출판 편집자, 영상예
술기획활동가 등 다섯 사례로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기술 분야 여성 전문가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있어서 보완적으로 참고하였다. 최근 이공과학계 여성들이 주축
이 되어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페미회로 인터뷰 프로젝트 자료이
다.38) 페미회로의 인터뷰는 2017년 5월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 마이크로
38) <페미회로(영문명 FemiCircuit)>는 2017년 3월 12일 대전에서, 국내 5개 지역거
점 과학기술중심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의 페미니스트
연합모임으로 공식 출범했다. 페미회로는 이공계 내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을 실천하려는 모임이다(페미회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femicircuit). 이 모임에서 2017년 연중 프로젝트로 이
공계 내 여성 과학자, 연구원들과 우리 주변의 페미니스트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
행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는 이공계 전공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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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사례 번호

직업

연령

학력

주요 업무

A

대기업
뉴미디어기획

44세

대졸

- 뉴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

B

애니메이터, 화가,
사운드 아티스트

36세

대졸

-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 애니메이션 제작

C

출판 편집인

45세

대졸

- 출판 편집, 기획 총괄

D

영상예술기획

43세

대학원졸 - 영상제작 및 기획

E

3D 프린팅

26세

대졸

- 3D 피규어 제작
- 3D 체험 및 교육

소프트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IT 개발자, 물리학 박사, IT 개발 프리랜서
등 과학기술계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있어 과학기술계 여성
들이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는 자료이다.

1.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디지털 기술변동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신
의 일자리 증감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차이 인식, 기술적 변화에 의한
수행업무의 변화, 현재 수행업무가 기술변화 때문에 대체되는 정도,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시기 등에 대해 면접을 통해 살펴
보았다.
가. 기술변화의 속도와 일자리 불안감 : 기술변화보다는 여성의 ‘연령’
이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거나, 일자
리와 수행업무에서 직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대답하였다.
주로 창의적이고,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자신의 업무
는 기술변동의 속도가 크지 않고 따라서 현재 업무에서 크게 변화를 체감
어 전체 인터뷰 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사례를 선택해
서 분석자료로 삼았다. 페미회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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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업 수행에서는 기술 활용
과 업무 변화에 따른 불안이 느껴졌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다가올 미래
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클라우딩 시스템, 3D 프린팅,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변화를 따라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업무 처리를 위해
클라우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점점 더 기
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대기업 IT 전문
가인 A씨는 모든 업무는 클라우딩 시스템에 접속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개인 컴퓨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고 표현하였다.
미술을 전공한 아티스트이자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자인 B씨는 ‘아티스
트로서는 기계가 자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하
면서 컴퓨터가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회화나 드로잉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계와 기술
을 모르면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영상예술 감독이자 미디어 아트 기획자인 D씨의 경우에도 기술변화, 특
히 영상예술 장비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 영화, 미디
어 아트의 기술도 모두 상호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 예로 ‘2000년
대는 (영상)공모를 하면 VHS로, 2005년에는 DVD로 바뀌었고, 2009년부터
는 디지털 파일이나 USB로 작품을 보내주더라. 지금은 아예 링크로 다 받
는다’고 하면서 이 같은 디지털 기술변화가 나쁘지는 않지만 기술변화에
따라 비용 부담과 새로운 프로그램 적응이 쉽지는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변화가 자신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는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거나’,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다’, ‘내 일은
창의적인 업무라 큰 영향이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3～5년
사이에 크게 변화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런데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개념화와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이 수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점이 인상적이었다.
A씨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봇이나
AI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일 것이고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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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경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창의력을 갖춘 인간이 지속적
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B씨는 디지털 기술발전
에 따라 인간의 감성, 창의력, 비판력이 요구되는 일도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도 감성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
을 것이라고 보며, 디지털 아트를 해보면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그리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하나의 방식을 상정하면 역으로
인간이 설득될 수도 있으며, 감성이나 창의력도 어느 정도 규격화될 것이
라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출판을 하는 C씨는 전자책이 나온 지 한참 되었지만 아직 크게 확
대되지 않았으며, 출판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이 중요하다
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3D 프린팅 전문가인 E씨는 현재의 기술변화는
하루 단위, 시간 단위로 바뀌고 있어 이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아등바등하
고 있지만, 인간의 창의력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술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어떤 영감이나 번뜩임’ 같은 순간적인 창의성이고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인간의 창의력은 로봇보다 우
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자신들은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자리 불안과 관련하여 이들 여성 참여자들은 기술보다는 연
령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A씨
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기술 개발자인데, 현
재의 기술변화와 관련하여 자신이 불안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연령 문제
라고 답하였다.
“지금 내가 40대 초반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선배가 회사에 거의 없다.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난다. 비즈니스
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겠지만,
나는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니 내 직업군이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을 할 수 있을까,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A씨)

자신이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자체가 20대의 재치 있고 기발한
연령대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있고, 자신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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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활동하
는 B씨도 미디어 기술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기술변화에 대해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런대로 쫓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본
투비 디지털 세대’와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이 일은 결혼하면 하기 힘들다거나 따라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나, ‘싱글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
다. 즉, 여성의 경우 기술 분야에서는 연령이나 결혼에 따라 일자리가 불
안해지고 적응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증감에 대해서는 아직 실감되는 문제는 아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술 활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였다. 특히 20대이면서 3D 프린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E씨는 지금 3D 프린팅 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술에 대한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도 하였다.
나. 업무방식의 변화 : 기계 시스템과 연결된 인간의 노동
기술변화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업무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적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가 기계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으며, 업
무 방식의 변화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업무의 경우 클라우드와 시큐리
티 기술의 도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PC를 들고 다니면서 일하였지만, 지금 개인 PC는 껍데기일 뿐 모든 업무
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상의 큰 서버에 접속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
서버에 접속하면 작업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업
무공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업무만을 본다면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으
며, 작업공간의 이동성과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업무처리 장소의 변
화에 대해서는 ‘예전에 PC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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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였다면, 지금은 회사에서 80%, 밖에서 PC로 10%, 스마트폰(카카오
톡 등의 채팅 앱) 10% 정도이다.’ 이미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술적 조건이
지만 모두 출근해서 일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소통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함께 소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고 하였다.
미술 아티스트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는 B씨는 자신의
업무와 기계와의 연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기계에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이 몇 년 전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에는 어도비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데스크톱
및 모바일 툴/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다. 매달 돈을 내고 사용한다. 클라
우드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내가 하는 작업들이 기계랑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내가 하는 작업이 결국 회화나 드로잉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
인데, 이것을 잘하려면 기계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
다.” (B씨)

아울러 플랫폼의 활용이 아티스트로서 자신이 가진 소수자성이나 지역
성을 획기적으로 뛰어넘게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작업 이전에는 자신의 작품을 기획하여 전시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
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파일만으로 바로 글로벌 시장과 소통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뉴욕의 실험영화제에 출품하여 상영하게 된 경험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묘사하였다.
“디지털 파일이 갖는 힘이 너무 큰 것을 느꼈다. 가능성도 너무 많고. 그래
서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았다. 작가가 작업을 못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작가가 발전하려면 작업을 보여줘야 하는
데.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내 숨통을 틔어 준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나에게 중요하기는 하다. 의미가 크다. 내가 가진 소수자성이나 지
역성을 많이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다.”

영상예술기획을 하고 있는 C씨는 디지털 기술변동에 따라 현재 영상예
술 분야의 기술, 특히 장비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
금은 방송, 영화, 미디어 아트 등의 작업이 모두 통합 시스템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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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디지털로 만들고 있다.
영화도 디지털로 만들고, 방송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디지털로 만든다. 편
집기도 다 컴퓨터이고. 예전에는 프리 프로덕션-프로덕션-포스트 프로덕
션이 방송, 영화, 미디어아트에 따라 달랐다면, 지금은 디지털로 다 통합되
어 있는 시스템이다.”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변화가 더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방송국
에서 일하다가 영화 쪽으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모든 것을 새로 다시 따로
배워야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 같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방송, 영화,
미디어아트가 교류하고, 서로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분야의 전문가들
이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아예 같은 플랫폼을 활용
하기도 하고. 전통 순수 미술에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심한 것 같고, 젊은
층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과 성별 격차의 요인들
가. 기술적응력과 디지털 성별 격차 : 새로운 기술 학습시간의 부족
여성들의 기술 적응력과 앞으로의 기술변동에 따른 성별 격차의 전망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았다. 이유는 다양하
지만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해가는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
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시
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성의 기술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DNA 문
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과학, 기술, 수학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내가 대학
을 다닐 당시에도 여학생 수는 5명 이하였다”고 하면서 여성은 기술 사용
자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자신은 비혼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기혼여성들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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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기술 격차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사용자에 머무를
것 같다. 편리하고 신기한 기술적인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머물
러 있지 않을까? 마치 명품백을 사듯이. 회사 안에서도 나처럼 시간이 많
은 사람은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지만, 주부 매니저는 기술을 따라갈 시간
이 없다. 책도 읽을 시간이 없다. 또 다른 공부와 시간이 필요한데, 남자는
‘엄마’보다 자유롭지 않은가. 나조차도 너무 빨리 변하는 정보를 따라잡느
라 허덕이고 있다.”

B씨의 경우에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 된 사회가 되고 있다
고 하면서, 여성들 대부분은 쫓아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기술과 관련한 남성 카르텔이 너무나 견고하
고,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남성들은 일방적으로 여성은 기술을 모른다는
선입견에서 상대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기술을 배우기가 짜증이 나고 어
렵다고 토로하였다.
“배울 기회가 잘 없다. 특히 기술 관련해서는 남성 강사가 많다. 나는 남자들
이 기술 강의하는 것을 못 듣겠다. 왜냐하면, 옛날에 포토샵 학원에서도 그랬
는데, 여자들은 이런 것(기술적인 것)을 잘 못한다는, 마치 수학을 잘 못한다
는 통념처럼, 선입견을 깔고 말을 하는 남자들을 너무 많이 봤다. 하다못해
인터넷 설치 기사만 집에 와도 나를 바보 취급하더라. 솔직히 그냥 짜증난다.
결국 이것이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느낌이 든다.”

C씨 역시 시간이 자유로운 싱글들은 기술변화에 적응해 가겠지만, 육
아를 하는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해, “싱글 여성은
잘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일단 육아를 하는 여성
들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나 같은 경우도 내 시간을 쓰려면 새
벽 시간밖에 없다.” 아울러 앞으로의 기술 격차는 남녀의 문제보다는 기
혼이냐 싱글이냐를 경계로 확대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시간 이야기를 한 것은 시간이 있어야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그게 허락이 안된다는 것이다. 출발선이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싱글은 가족에 대해 신경을 쓴다거나 먹고 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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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지금 변화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 책이라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4차 산업혁명보다 오늘 저녁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
야 하지?라는 생각이 더 급할 때가 많다. 내일 아침밥으로 뭘 해놓고 나와
야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D씨는 여성의 기술적응력이 느리고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 문화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하였다. 3D 프린터 관련
직무를 하고 있는 E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
능한 상황이 되었지만, 현재는 남성들이 기계나 IT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
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혼이자 기술에 관심을 갖
고 있는 자신이 남성에게 뒤처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혼여성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즉, 디지털 기술 격차는 단지 기술 습득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시간과 같은 문제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 격차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
통적이다.
나.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새는 파이프’
기술 분야 업무를 하게 되면서 여성 직무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
은 업무 환경이 남성 중심적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계속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IT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
고, 특히 40대 이상, 고위직 여성이 거의 없는 것을 ‘새는 파이프(leaky
pipeline)’ 현상이라고 한다.
E씨는 20대 비혼의 기술개발자로 자신의 기술 적응력에 자신감을 갖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작업 문화에 대
해서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있는 팀은 야근이 많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한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일을 하다 보니, 1～2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서 바로 갈 때도 있지만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다음날 늦게 출근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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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서버 관리하는 분들은 새벽에도 불려나오는 일이 많은 편이다.”

기혼여성은 이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여
성의 능력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아서 생
긴 일로 보고 있다.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회사나 조직이 만들어놓아서 그런 것 같다. 개
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많이 개선한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
라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머들은 버그가 생기면 당연히 야근을 해야 하고
(버그) 잡을 때까지 집에 못 가고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만 보더라도 여성 개발
자들이 아이 데리고 회사에 와서 근무하고 정시 퇴근도 하고 얼마든지 자
기의 능력을 잘 쓰면서 아이를 키우고 회사도 잘 다닌다.”

B씨 역시 남성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기술 카르텔에 여성들이 비집
고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남자가 기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통념. 그리고 남성 카르텔도 엄청
나다. 사실 기술 활용 능력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토론 상대가 있
어야 발전한다. 시행착오나 오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여성은 여기서
부터 벽에 부딪힌다. 기술 관련 질문을 하면 정말 병신 취급을 받는다. 그
것도 모르냐고. 남자 애들은 질문에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여자 애들은 나
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모르나 하는 것이 강한 것 같다.”

A씨는 여성의 경우 기술개발자의 삶은 여성에게 불가능하다고 단정적
으로 이야기한다.
“개발자의 삶은 여성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밤샘
작업, 야근이 일상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심하다. 전체적으로 IT 업무
환경과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에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여성이 주로 맡는 업무는 그래픽 디자인, UI, 기획, 마케
팅 분야가 훨씬 많을 것이다. 여자 개발자들이 결혼 후 업무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발자의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회사 내 DB나 서버 관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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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낫다. 코딩을 하는 개발 업무는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어쩌면 프리랜
서는 주어진 일정에만 맞추면 되니까 오히려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워킹맘 대신 누구든 엄마 역할을 대신 할 사
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보상이 많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IT 전문가로 대기업에 근무하다 퇴사하게 된 한 기혼여성은 자신이 직
장에서 퇴사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퇴사과정이 재밌어요. 회사에서는 꽤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는데 첫 해에
는 11시, 12시에 들어갔어요. 이듬해에는 한 시 두 시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에는 서너 시에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남편이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겠나’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해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걸 깨
달았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페미회로 인터뷰, 2017, IT 전문가)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남편을 보니 남편도 동종 직업에 근무하고 있는
데 2, 3일 야근과 밤샘 작업으로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많은데 여전히 남
편은 퇴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조되었다고 하였다. 프리랜서로서
현재의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조직이 없어 영업이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일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확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 분야는 젊은 남자들을 선호한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IT 기술 업무의 경우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잦은 야근, 그리고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자유시간 확보가 필수적인데,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은 이
러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서 이상적인 노동자는 ‘가정과 양육 부담을 갖지 않고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였고, 이때문에 여성들은 부차적인 노동자로 취급받아왔
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환경에서 이
상적인 노동자의 조건은 변해가고 있다. 가정과 양육의 의무에서 자유로
우며, 불규칙한 작업의 요구에 부응해 언제라도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로우
며, 동시에 기술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춘 노동자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적 노동자의 기준과 여성들의 상황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은 직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령이 높아질수
록 현장에서 새어나가게 된다. 유리천장을 만나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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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일자리의 미래 : 하이브리드 역할의 가능성
현재 업무를 하면서 여성으로서 갖는 강점이나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소통과 조율 능력’이라는
답을 하였다. IT나 콘텐츠 산업 분야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개발자, 디
자이너, 기획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소통과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A씨의 회사에는 이런 업무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직군이 있다고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군이 그런 것 같다.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전
략가 등을 모두 묶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모두 각각의 언어를 갖고 있
고 업무에 대해 느끼는 온도도 다르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바로 이것들을
조율해야 한다. 예전처럼 전형적인 남성성으로 대하면 프로젝트 하면서 다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남자여도 여성성이 있으면 프로젝트 조율을 잘하는
것 같다.”

신경아(2017)의 IT 업종 여성 취업자에 대한 심층연구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소통과 조율, 협업 능력이 뛰어나고, 이 같은 능력이 IT 산업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T 쪽은 전문적인 영역 부분이 기획과
개발, UX(User Experiences) 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아키텍트, 그
다음에 검수를 하는 영역, 그렇게 나눠지는데 조금 전문적이죠 사실. IT
인력 쪽 인력들의 특징들이 두 가지 레벨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과 그들을 엮어주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기획인력,
이 둘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요.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획
파트와 개발 파트의 협업이 IT 비즈니스의 성공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
기서 하이브리드 노동자의 역할은 사업기획 쪽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을 받아 그 사업기획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각각 전문적인 개발인력
들을 엮어 실용적인 아웃풋을 만드는 책임을 갖는 사람들, 즉 PM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기획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신경아, 2017).
갈등을 조율하고, 기술 독해력(digital fluency)을 갖춘 능력으로 기술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은 IT 산업 전반에서 개발 영역만큼 중요한 역할

66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하이브리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만 갖춘다면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에 의하면 아직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군은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개별적
인 업무라서 여성들이 이 같은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객관적 환경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제5절 소결 : 디지털 시대 성별 평등을 위한 전략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 기술변동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증감, 업무 방식, 고용관계 등 노동 전반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젠더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불안한
미래로 예견되고 있다.
AI, 디지털화와 로봇 기술변동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도 영
향을 미치게 되며, 판매직, 사무, 행정직이나 재무 담당 업무에 위협이 될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사무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 감축
의 직접적 영향에 있으며, 일자리 회복의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
측된다. 디지털 성별 격차 역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좁혀지기보다는 확
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여성들은 과소 대표되어 있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밀려나거나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의 CEO인 Susan Wojcicki는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뒤 기술산
업의 성별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악
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39) 기술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선진국
의 경우에도 20～30%에 불과한 실정으로,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파고를 넘어 성별 격차를 축소하고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39) Closing the Tech Industry Gender Gap By Susan Wojci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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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작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적 잠재성 실현을 위한 세계 경제포럼의 백서에
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체계의
전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돌봄 경제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
(World Economic Forum, 2017).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기술변동에 대
비하기 위한 아동기 교육, 미래 대비 교육과정(‘future-ready’ curricula)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넓혀가고 있으며, 덴마크
에서는 노조, 정부, 기업이 새로운 노동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Flexcurity’
모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40)
한편 여성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 대표성
을 높여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영국은 2005년부
터 STEMM 분야의 여성 고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Athena
SWAN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연구재단은 여성의 참여와 승
진을 장려하는 기관에 ‘기관혁신상’을 수상하고 상금을 지불하는
ADV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페미회로 아카이브, 2017. 9. 6).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 더해 무엇보다 기본적이고 시급한 일은
여성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환
경을 정부, 기업, 젠더 문화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다. 심층면접에서 나
타난 것처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을 둘러싼 차별적 젠더 문화와 ‘자유롭지 못한
시간’과 연령의 문제인 것이다. 디지털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 평등
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
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40) ‘Flexcurity’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직업 이동과 기술 훈련 등에 대한 사회보장(security) 체계도 확충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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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일자리

제1절 서 론

4차 산업혁명 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
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디지털 기술발전이 선보이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그
것이 일자리에 초래할 변화와 영향에 관한 담론이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일련의 논쟁과 논의를 거치면서 논의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도 했지만, 여전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시대가 끝나게 된다
거나 소득원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전문가들조차
지속하고 있다. 때로는 미래학의 이름으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
으로까지 이어진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을 모색하는
분야별 보고서, 종합보고서가 이미 수십 종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중 상당
수는 바로 일자리에 관한 논의를 빠트리지 않는다.
일자리의 소멸이나 감소 우려가 관심의 초점이 된 데에는 Frey and Osborne
(2013), Brynjolfsson and McAfee(2014), Ford(2015), Kaplan(2015), Schwab
(2016)과 같은 문헌들이 끼친 영향이 크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하여 대다
수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종언이나 일자리의 소멸과 같은 현상은 우리 세
대는 물론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상황과도 거리가 멀다고 본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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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710만 개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긴다는 식의 미래 예
측은 개인이나 정부가 해야 할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 곧 도래할 현실이 될 것처럼 보고, 그에 입각
해서 펼치는 담론들이 영향력을 갖고 지속적 관심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적어도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쯤 수그러들었을 것이다.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총 취업자
수 증가가 1.6%에 그쳤다(연평균 고용증가율이 0.16% 미만). 일본에서는
2.3% 감소했다(연평균 0.23% 감소). 이러한 사실도 그러한 우려를 양산
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었다.
같은 기간 영국 등 유럽에서도 노동시장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미국,
일본보다는 나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고용사정은 미국, 일본, 유럽보
다는 확실히 나았다. 한국은 동 기간 취업자가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의 노동시장 성과가 이렇게 다르다면 기술이 일자
리를 없애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면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용불안을 의심케 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확산되고 소
득불평등이 확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자동화를 통해 숙련수준 고하를 막론
하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현될 미래에 관한
우려라기보다는 실제 전체 일자리 수 감소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
자리 기회와 소득 기회를 둘러싼 현실 불안감의 반영일 수 있다. 특히 제
조업 종사자들의 기술적 실업 가능성이 확대된 현상은 일자리가 없어지
고 있다고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보다 고용
증가율이 둔화하고, 특히 경력개발을 할 만한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상 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거나 극심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든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소득은 예전 같지 않고 생활은 팍팍하
다든가, 뭔가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 빈번하게 눈에 띈다든가 하는
현상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확산시킨 요인일 것이다.
올바른 미래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을 올바로 이해하고 직면한 도전을 잘 식별해야 한다. 과거 수십 년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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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든,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인 최근 5～6년 동안
을 돌아보든, 취업자 수 감소를 겪은 나라는 많지 않다. 고용이 감소한 경
우에도 기술 충격보다는 거시경제 충격과 정책실패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
상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요체일까? 현실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과 달
리 감각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진행 중인 기술진보가 직업세계와 고용에 가져올 변화의 요체는 무
엇이고 그에 대응하는 접근법은 어떠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 여기서
고찰할 주제들이다.

제2절 기술진보가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기술진보가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로는 대체효과이다. 생산 활동이 노동과 기계 두 종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기술이 진보하면 기계 가격이 하락한다.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이 노동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
면 기업은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전보다 노동력 대신 기계를 더 사용
해서 생산 활동을 한다. 전에 노동자가 하던 일을 자동화해서 기계가 대
신하는 현상은 바로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19세기 기계파괴주의자
들이나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는
바로 대체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하는
일군의 노동자가 수동절단기로 하던 절단작업을 새로이 도입한 전동절단
기가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 회사의 생산량이 전과 동일하다면 노동자의
일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둘째 경로는 보완효과이다. 기계가 도입되면 기계와 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보완효과는 기계와 보완적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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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리킨
다. 전동절단기가 도입되면 절단작업은 기계가 대신하지만 기계를 조작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전에 직접 하던 수동절단작업
은 기계가 대체하는 직무인 반면 전동절단기 조작 업무는 전동절단기계
와 보완적인 직무이다. 전동절단기 도입 대수가 늘어날수록 전동절단기
를 조작하는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 병원이 MRI 장비를 도입할 때 MRI
를 조작할 줄 아는 사람과 판독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것도 보완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경로는 생산효과이다. 보완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계가 늘어
날 때 기계와 보완적인 일을 하는 인력 수요(전동절단기가 늘어날 때 전
동절단기를 조작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인력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
을 의미할 뿐 기존에 수동으로 생산하던 방식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될 때
총고용이 예전보다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완효과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생산효과가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전동절단기를
조작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절단할 수 있다. 사업주가 새 기
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인간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
보다 기계를 사용할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였을 것이다. 기계도입으
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생산이 충분히 늘어나면
기존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산이 더욱 증가하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기술진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수요가 충분하면 이처럼 생산량과 함께 고용이 증가한다. 수요가 제한
되어 있어서 주어진 생산량만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성
증가는 흔히 생산증가와 고용증가로 이어진다.
종업원이 전에 수동으로 하던 절단작업을 새로이 도입한 전동절단기계
가 대신했을 때 종업원이 전동절단기를 조작하는 일은 기계와 보완적인
직무인 반면 종업원이 전에 하던 수동절단은 기계가 대체하는 직무이다.
그런데 흔히 사람이 직접 절단하는 경우보다 기계가 절단작업을 하고 사
람은 기계조작 업무만 한다면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절단할 수 있다. 이
처럼 생산성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생산물 가격이 싸진다.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는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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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줄어드는 이유와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는 유용한 개념이어서 구
분할 뿐 이 세 효과가 서로 배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대체, 보완,
생산증가는 한 작업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성은 증
가하는데 수요가 늘지 않거나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충분치 않으면 대체에
의한 고용감소가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고용증가를 압도하여 고용이 감소
한다. 생산물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낮은 상품인 경우 그럴 수 있다.
예컨대 농산품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이다. 자동화로 농산물 생산이 증
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산물 소비는 크게 늘지 않는다. 소득이 증
가할 때에도 농산물 수요보다는 다른 산업 생산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 그러므로 기계화로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화가 경제 전
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전체 농업 고용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꼭 농산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농산물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생산물이라면 농업부문 고용과 유사한 변
화를 보일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부
문 고용이 줄어든 과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체효과와 보완
효과만 있고 생산효과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상품
이나 서비스 판매량 증가를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품이
[그림 4-1]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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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의 질을 올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경
우가 많은데, 경제학적으로 이는 판매량이 증가한 것과 같다. 엑스레이
(X-Ray) 대신 엠알아이(MRI) 장비를 도입하여 높은 진료비를 받거나 수술
자국을 최소화하는 침습로봇을 도입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면 생산량이
고정된 변화보다는 생산량 증가를 수반하는 변화가 훨씬 많고 그만큼 생
산성이 증가할 때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변화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실에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생산
량 변화는 없는데 기계만 도입해서 인력을 줄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쟁력
증가와 생산량 증가가 예견될 때 기계를 도입한다. 매출 정체는 기업의
쇠락 징후와 마찬가지여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기계 투
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매출 증가 없이 해고비용을 감
수하려는 경우도 거의 없다.

2. 경제의 발전과정과 일자리 증가의 역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는 노동자의 업무(tasks)를 전적으로 대
체해서 일자리를 잃게도 하고 보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한다. 기술발
달에 따라 기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기
계로 대체된다. 기계를 이용해서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동
자들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러한 상반된 영향이 작용할 때 전반적인 결과
는 어떻게 나타날까?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생산량
이 늘어나고 양(+)의 성장률로 성장하는 경제라면 전체 일자리 수가 줄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볼 이유들이 존재한다.
생산성 향상은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이다. 혁신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동인이며 경제 성장과 번영
의 근본 동력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이루어지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자체로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저렴해진 그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해 잠재해 있던 욕구를 자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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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척하는 기업가와 기업이 등장한다. 그리
하여 결국 대체효과보다 생산효과가 지배적이 된다. 성장하는 경제는 이
처럼 수요를 창출하는 새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과정에 적응하지 못
한 과거기업은 소멸하는, 즉 본질적으로 생산효과가 지배하는 생태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달사는 바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인
간 욕구를 충족하면서 생산이 증가했던 과정이었다. 20세기 초에 케인즈는
당시 그가 예측할 때를 기준으로 100년 후인 지금쯤에는 사람들이 15시간만
일해도 될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것을 간과했거나 생산
성 증가가 욕구의 현실화 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
다. 케인즈는 유효수요 부족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대책을 제안한 측면에
서는 경제의 심리적 측면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녔지만 노동의 미래를 예
측함에서는 인간 본성과 경제의 진화 과정을 그다지 잘 통찰하지 못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1900년도에 비해 7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당
노동시간은 40% 감소에 그쳤다. 미국인들은 1900년도에 주당 57.3시간을
일했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이 1900년도의 소비수준에 만족하고,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구경거리를 욕심내지 않았다면 주당 7.3시간
[그림 4-2] 미국의 노동생산성과 주당노동시간(1900～2016년)

주 : 노동생산성은 1929년 가격 기준.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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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해도 되었을 것이다. 케인즈는 생산성 향상도 실제 진행되었던 향상
속도보다 1/2 정도에 그치리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100년 후의 후손들
이 그가 살던 당시의 생활수준에 만족하고 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수요가 늘어나 고용증가를 수반할 만큼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서는 농업(기업)처
럼 고용이 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일반적으로 고용이 늘
어난다.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나 한 기업 단위에서는 대
체효과가 우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나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보완효
과와 결합한 생산효과가 지배적이다. 왜 그럴까?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너무 비싸서 충족되지 않았
던 인간 욕구를 새로이 충족하며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은 필연
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 일자리 감소 우려의 역사
기술이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우려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과거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이다. 경제가 높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보였
던 20세기에도 그런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1961년 타임지는
‘자동화가 만들어낸 실직자(The Automation Jobless)’라는 제목으로 기계
화와 사무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자동
화로 인한 실업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기술 자동
화 경제진보 블루리본 위원회(Blue-Ribbon National Commission on
Technology, Automation, and Economic Progress)’를 구성하게 하고, 동
위원회가 향후 기술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다. 동 위원회는 자동화가 고용에 큰 위협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Autor, 2015).
21세기에도 유사한 우려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일련의 공학자들이 기
술적 가능성에 입각해서 인간노동을 종횡무진으로 대체하는 기계의 대두
를 보고하고 있고 Brynjolfsson & McAfee(2014)는 자동화로 노동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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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불안정한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16년 벽두의 세계경제포럼에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디지털 기술 심화로 과거보다 훨씬 광범한
영역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번
에는 사실로 드러날까? 앞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
려면 적어도 다음 둘 중 하나가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 인간 욕구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가 없다.
-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저렴해진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켜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가와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
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술의 심화에 따라 대두된 새로운 일자리 감소 우
려도 과거에 반복된 일자리 감소 우려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사실 기술적 자동화 가능성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
다고 분석한 Frey and Osborne(2013)이 컴퓨터로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이 30% 이하인 ‘저위험군 직업’은 33%, 30～70%인 ‘중위험군 직업’은
19%, 70% 이상인 ‘고위험군’이 47%라고 했지만 자동화가 경제성장을 통
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3절 역사 통계로 살펴본 산업혁명과 일자리 사이의 관계

1. 산업혁명과 고용지표
Schwab(2016)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
의하고 18세기 이후 4차 산업혁명까지 세 차례의 다른 산업혁명을 정의
한 바 있다. 논자마다 1, 2, 3차 산업혁명 시기를 획정하는 데에는 다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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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2차 산업혁
명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3차 산업혁명은 1970～80년대 초, 4차 산업혁
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간주한다.
본 소절에서는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기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일자리 감소나 고용증가율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고용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시기가 기술진보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생겨 결과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그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Schwab(2016)의 구분에 따라 각 산업혁명기를 정하고 장기에 걸쳐 고
용지표를 구할 수 있는 미국 고용지표 시계열에 슈밥이 정의한 산업혁명
기를 그려보면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와 같다. 2, 3, 4차 산업
혁명의 시기로 인용되는 시기에 고용증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연결해봐
도 산업혁명이 고용증가율을 둔화시키거나 고용률을 저하시켰다고 볼 증
거를 찾을 수 없다. 클라우스 슈밥이 정의한 2, 3,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나 실업률 증가를 초래했다고 볼 징후를 찾기 어렵다. 예외적인 시기
를 제외하면 고용증가율은 2% 안팎, 실업률은 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림 4-3] 취업자 수 증가율과 산업혁명(미국)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78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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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실업률과 산업혁명(미국)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789～1957.

[그림 4-5] 고용률과 산업혁명(영국)

자료 : The Bank of England’s collection of historical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고용증가율이나 실업률의 장기 시계열 속에서 고용증가율이 두드러지
게 음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해서 지속된 시기는 미국
의 경우 두 기간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점선 타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두
점선 타원이 위치한 곳은 대공황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
기가 닥쳤던 시기이다. 기술혁명이 충격으로 다가온 시기라기보다 거시
경제 충격이 훨씬 심각하게 고용지표를 상궤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었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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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10만 개가 소멸되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 510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클라우스 슈밥의 예측이 사실
이라고 가정하고 OECD 국가 중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15개
국에 소멸될 일자리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보기로 하자. 한국의 경우 총 일자리 감소는 25.7만 개이다.
연평균 5.1만 개 남짓한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인데 2015～17년간에 연평
균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해마다 24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하지 않는 한 클라우스 슈밥
의 예측은 부질없는 것이 된다. 독일 정부가 2016년 12월 발행한 Arbeit4.0
보고서에 의하면, Industrie4.0으로 고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다고 예측하고 있다.
<표 4-1> OECD 취업자 수 상위 15개국 분포(2014년 기준)
OECD 내 취업자
비중(%)

510만 개 일자리
분포(천 명)

취업자 수(천 명)

1. 미 국

28.8

1,468

146,305

2. 일 본

12.5

637

63,507

3. 멕시코

9.7

496

49,415

4. 독 일

7.8

400

39,879

5. 영 국

6.0

308

30,642

6. 터 키

5.1

260

25,931

7. 프랑스

5.1

259

25,769

8. 한 국

5.0

257

25,599

9. 이탈리아

4.4

224

22,279

10. 캐나다

3.5

179

17,802

11. 스페인

3.4

174

17,344

12. 폴란드

3.1

159

15,862

13. 호주

2.3

116

11,563

14. 네덜란드

1.6

83

8,318

15. 칠 레

1.6

79

7,903

100.0

5,100

508,118

국가

OECD 15국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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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영․이동현(2016)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
실 등의 유망분야에서 2025년까지 국내에서 약 2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 하이테크 관련 법률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영역이 일자
리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26만여 개에 이른다면 다른 영역에서 있을 일
자리 증감을 고려하더라도 아마 결과는 (+)의 고용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설령 클라우스 슈밥의 예측이 실현되더라도 한 가지 유념해 둘 점이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1997～98년 단 한 해 동안 127.6만 명의 취
업자가 감소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6.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
다. 클라우스 슈밥의 예측이 실현될 때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5년간
전체 취업자의 1.0%, 즉 연평균 0.2% 수준이다. 이는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클라우스 슈밥의 예측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실패로 인한 외환위기의 고용감소 효과가 디지털 기술 심화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보다 현저히 큼을 알 수 있다.

2. 기술진보로 일자리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에서 2, 3차 산업혁명기에 기술이 고
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Bryjolfson & McAfee(2014)이나 Schwab(2016)의 우려를 온전히 떨쳐내는 증
거가 되지는 못한다. 과거에는 기술진보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았을지언정 이번 4차 산업혁명기에는 다르다고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2, 3차 산업혁명기와 4차 산업혁명기를 고용지표 시계열 위에 함
께 도시해 보긴 했지만 과거 기술진보가 고용량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
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진보가 일자리 수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
술이 심화한 시기, 예컨대 2011년 이후의 시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디
지털 기술 심화 혹은 자동화가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간주되는 최근의 시기를 좀 더 엄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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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실업률과 산업혁명(영국)

자료 : The Bank of England’s collection of historical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3, 4차 산업혁명기를 염두에 두고 영국의 실업률 장기시계열을 고찰
한 사람은 다른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1980년대와 2010년대 영국의
실업률은 대공황기의 실업률 수준과 고실업 지속 기간에는 미치지 못하
지만 다른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
럼 독특한 영국의 경험은 한두 나라가 아니라 복수의 나라들이 겪은 경험
을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제이론을 실증적 분석으로 뒷받침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고전적인
논쟁 주제가 있는데 이는 이론적 관계가 변수 수준 사이의 관계인지 변수
증가율 사이의 관계인지에 관한 것이다. 성장하는 경제에 관한 경제변수
간의 이론적 관계는 변수 수준 간의 관계가 아닌 증가율 간의 관계라고
볼 때 취업자의 절대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더라도 고용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그 또한 고용량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의 시계열에서 고용증가율이 과거와 다른 징후가 보인다면 4차 산업혁명
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므로 OECD 국가들의 고용성과를 일자리 수와 일자리 수 증가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동화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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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해 보기로 하자.
통계를 고찰하기 전에 기술진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든다고 할 때 그것
이 어떤 의미인지 이론적 견지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성장률을 △y,
취업자 수 증가율을 △n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생산성 증가율은 △y-△
n, 고용의 성장탄력성(이하 ‘고용탄력성’)은 △n/△y로 표기할 수 있다.



△
△  △  △   
△



고용증가율
이는 생산성 증가율= 성장률    = 성장률(1-고용탄력성)
성장률
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변형하면 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고





용탄력성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
△  
  △△

성장률 △y에 변화가 없는데 고용증가율 △n이 감소하면 생산성 증가
율 △y-△n은 증가하고 고용탄력성 △n/△y은 감소한다. 즉 성장률에 변
화가 없는데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줄인다면 생산성 증가율은 증가하고
고용탄력성은 감소할 것이다. 이로부터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줄인다면
생산성 증가율을 높이고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명제는 과거 기술진보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에 의거해 볼 때 고용탄력성은 상
당히 안정적인 파라메터이며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높인
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주장, 기술진보
의 영향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증
가율을 높이는 데 성장률을 높이기보다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용탄력성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실증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2011년 이후 고용관련 지표의 변화
적어도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이 흐른 뒤 시점을 획정한 1, 2, 3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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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관찰하는 시기를
2011년 이후로 한정한다. 시기를 2011년 이후로 한정한 이유는 2008～10
년을 포함하면 세계 금융위기와 그 영향이 지나치게 커서 해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11년 이후 5～6년간 고용이 감소한 국가가 어떤 나라들인지 살
펴보자. OECD 35개국 중 2011년 이후 고용이 감소한 나라는 핀란드, 그
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6개국이다. 이들 6개국은
모두 특별한 기술도입과는 관계없는 거시경제 충격을 최근에 겪었다. 해
당국 내 경제비중이 높은 기업의 현저한 불황, 금융위기의 특별한 영향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므로 이들 6개국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은 기술
진보와 연관 짓기 어렵다.
2011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나라는 어떤지 살펴보자. OECD 35
개국 중 2011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증가한 국가는 아이슬
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9개국으로서 나머지 26개국은 모두 최근 5～6년간 고용증가율이 감
소했다. 고용증가율이 증가한 9개국 중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세 나라는 고용증가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힘
들 정도로(증가 정도 10% 미만) 미미하게 증가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증가하고 고용탄력성은 감소한 나라는 캐나다, 아일
랜드, 뉴질랜드 3개국이 전부이다. 그중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나라는 캐
나다가 유일하다. 고용증가율이 증가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고용증가
율 자체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나라이다. 즉 2011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26개국 중 4차 산업
혁명 기술 확산의 영향으로 고용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 정도이다. 나머지 25개국은 성장률 감소로 인해 고용증가율이 감
소한 것이다(전체 관측기간 중 2011년 이후 성장률이 증가한 나라는 아일
랜드, 뉴질랜드, 터키 세 나라가 전부이다).
이상의 OECD 국가 고용지표 특성 변화로부터 최근의 고용증가율 감소
는 성장률 감소의 영향일지언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영향이라고 보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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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관측기간 중 2011년 이후의 고용관련 지표 특성 변화
고용이 감소한 나라

6개국(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
베니아, 스페인)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나라

26개국(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
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생산성 증가율이 증가하고 고용탄력
3개국(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성은 감소한 나라
고용증가율이 감소한 나라 중 생산
성 증가율이 증가하고 고용탄력성은 1개국(캐나다)
감소한 나라
성장률이 감소한 나라

29개국(아일랜드, 뉴질랜드, 터키를 제외한 나머
지 국가)

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최근의 고용관련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볼
때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초래하는 영향의 요체는 일자리 감소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탄력성은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고용탄
력성 감소 여부는 좀 더 엄밀한 방법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탄
력성 측정을 위한 모형은 총 고용( )과 실질부가가치생산( ) 사이
에 다음과 같은 장기적 관계가 있다는 전제 아래 도출하기로 한다.
ln        ln      

(1)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된 시점을 전후로 고용탄력성이 감소하였는
지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고용과 성장 간 장기관계식의 구조변
동 검정을 시행해 보기로 하자. 먼저 고용과 GDP 간의 장기관계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추정하였다. 여기서   은 장기고용탄력성이다. 회귀분
석결과 얻은   값은 <부표 A-3>에 정리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1년 이후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시기로
정하였으므로,   값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분기점(breakpoint)은
2011년이다. 2011년 전후로 구조변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식을
통해 2011년 이후 실질부가가치생산의 계수가 유의하게 달라졌는지 여부
를 검정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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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      × ln   
 ′     ×    

(2)

식 (2)에서   는 2011년 이후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즉 고용탄
력성은 2010년까지는   ′ , 2011년 이후는 (  ′   )이다. 여기서 2011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감소했다면 더미변수   의 계수인  의 값이 유의하
게 0과 다른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OECD 31개국에 대해 식 (2)의 구
조변동 검정을 해본 결과,  값이 음의 부호를 띠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가는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스페인으로 총 4개국에 불과하다(부표
A-3 참조). 즉 이들 4개국만이 OECD 국가 중 2011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나라들이다.
생산성은 식 (2)에서 확정추세변수  로 측정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은 생산(GDP)이 일정할 때 감소하므로 식 (1)에
서 추세변수의 계수값은 (-)이다. 그러므로 생산성 증가율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세변수의 계수   ′ 가 2011년 이후 유의하게
달라지고 그 절댓값이 더 커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값이 음의
부호를 띠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른지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알아
볼 수 있다. <부표 A-3>으로부터 2011년 이후  값이 음의 부호를 띠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른 나라는 이탈리아와 멕시코 단 두 나라뿐
이다. 이상으로부터 2011년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유의하게 증가함과 동
시에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나라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기술진보와 고용

1. 전통적 공급사슬과 가치사슬 해체
디지털 전환의 심화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사슬을 변화시키고
전통적 가치사슬을 해체하였다. 플랫폼 확산은 창업에 필요한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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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자동화 범위도 현저하게 확대하였다. 단순히 자
동화 범위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자동화의 차원을 바꾸었다. 스스로 학습
하며 진화하는 인공지능은 제조공정에서 스스로 진단하고 교정하며 사람
의 역할을 현저히 줄였다(스마트 팩토리와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Internet of Services)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제조공정에서 인력의 역할
을 줄인 대신 서비스 인터넷 속에서 사람의 역할을 확대했다.
가치사슬 해체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하게 하며 기존의 경쟁 위계를 뒤흔들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기업의 경
쟁우위 패러다임을 변화무쌍하게 바꾸었다.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데
이터 과학에서 찾는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11월 음식배달 1위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
한형제들’에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배달음식점 정보에 관
한 양질의 검색결과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라이프스(Stripes)
는 남성 맞춤 와이셔츠 주문 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남성 체형을 수
십만 본 확보하며 업역을 남성정장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D. E. Shaw & Co.는 일찍이 컴퓨터의 병렬연산처리를 활용한 차익거래
를 통해 투자회사로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D. E. Shaw & Co.에서 일
한 바 있던 제프 베조스는 디지털 기술의 진전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간
파하고 종합 유통회사 아마존을 창업한 후 15년 동안 버는 돈은 모두 빅데
이터를 활용한 영업방식 개선에 투자했다. 지난 10년간 아마존(Amazon)
의 기업가치는 2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씨어스(Sears)는 1/20로, 제이씨
페니(JCPenny)는 1/7로, 타겟(Target)은 1/5로, 노드스트롬(Nordstrom)은
1/3로, 베스트바이(Best Buy)는 1/2로 기업가치가 줄어들었다.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외출 없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물건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부품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여행을 하고 있다. 핸드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 대륙에 있는
최소한 20여 개 업체의 부품이 필요하다. 한 부품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
다른 부품과 조립된다. 그 부품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제3국으로 가서
다른 부품과 조립되기도 한다. 희토류를 채굴해서 정제하는 과정부터 세
계 각지에서 제작한 부품을 베트남이나 중국의 공장에서 조립한 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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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에 전달하는 과정에 운송족적은 38만 6,000km에 달한다고 한다
(Humes, 2016). 이는 지구와 달을 왕복하는 거리이다.
수송비가 저렴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국경을 넘어서 부품이 이동하며
물건이 생산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터넷과 통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
았다면 핸드폰을 핸드폰답게 하는 소프트웨어 부문 모듈은 물론 이 많은
부품이 국경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을 것이다. 애플(Apple)
이 일일 단위 물류관리로 창고도, 공장도 없애고, 재고처리 부담도 없앨
수 없었을 것이다. 자라(Zara)가 재고 없는 의류생산으로 이익을 막대하
게 늘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통신비와 수
송비 하락은 생산과정의 기존 공급사슬과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사슬 특
성을 바꾸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가치사슬 변화는 공장입지의 개념도 바
꾸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와는 달리 신발과 같
은 소비재는 통상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되어 소득이 높은 나
라로 수출되었다. 아디다스(Adidas)는 임금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던 방
식에서 벗어나 2015년 독일 바이에른주 안스바흐에 ‘스피트 팩토리’를 설
립하여 소비지 가까운 곳에서 로봇을 이용해 신발을 생산하여 소비자 맞
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배송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했다. 2018년에는 미
국, 2021년에는 동경에도 로봇을 이용한 생산시설을 둘 예정이다. 산업
동향이 급변하고 제품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맞춰 소비지
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혁명 직후 철도가 깔리고 역이 생기는 곳에 공장과 도시가 번성했
듯, 비즈니스의 기차역이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공급사슬
이 변화하는 양상은 수송비와 통신비 하락보다 더 극적이다. 플랫폼 경제
는 수익을 내는 방법과 가치사슬을 송두리째 바꿔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수없이 탄생시키고 있다. 우버(Uber)의 차량, 에어비앤비(Airbnb)의
숙박시설 공유에서 나아가 외출복, 파티복 등의 의류를 공유하는 스티치
픽스(Stitch Fix)와 같은 서비스 기업이 의상 코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
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포(ofo)와 모바이크(mobike) 같은 자
전거 공유서비스 기업이 성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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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플랫폼 태
스크래빗(TaskRabbit)은 심부름 내용과 함께 지급할 금액을 사이트에 올
리고 지원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를 위탁한다. 신제품 출시일에 매장
앞 줄서기, 장보기와 같은 간단한 심부름을 매개함으로써 유휴 시간을 수
입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디지털 인프라와 모바일 기술로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헨리 포드(Henry Ford)가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일반 소비
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했다면 온디맨드 경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운전기사, 비서,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은 기
존 사업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기도 하고 기존 사업들의 서비스에도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월마트 같은 유통기업은 태스크래빗(TaskRabbit)을 배
달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변화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
업모델로 기존 기업들의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기업들이 출현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기존 기업들이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후지필름이 헬스케어 사업에 특화하고, 올림푸스가 내시경 사업에
진출하며, 삼성이 하만 카둔을 합병하며 자동차 전장사업에 진출하는 것
도 이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제반 변화 과정에
서 업무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노동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화
로 노동 대체가 일어나면 기존에 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어떤 ‘직무’가 대량
소멸할 수 있다. 직무보다는 그 수가 훨씬 적겠지만 일부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파괴나 일자리 소멸로 이어지진 않는다.

2. 기술변화가 직무, 직업, 고용변화로 이어질 필요조건
기술진보가 초래하는 영향의 요체는 일자리 감소가 아니다. 기술진보
가 일자리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진
보가 직무(업무), 직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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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의 일자리는 복수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 직업 또한 복
수의 직무로 정의되며 같은 직업이라도 종사하는 업종, 기업에 따라 업무
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상담사 직업은 학교, 기업, 병
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직무는 유사하게 정의되겠지만 하는 일의 내용
은 다르다. 자동화가 현재 노동자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의 직무
모두를 대체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계로 절단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기계
를 조작하는 직무는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에서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직무는 필요하다.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는 비행기에도 항법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살피고 비상시에는 수동조작을 하는 직무가 필요하다.
Chui et al.(2015)이 미국 802개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자동화에 의
한 대체가능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0개 직업의 2,000개 작업 가운데
45%가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가 조사
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을 채택할 때 업무 전체의 완전 자
동화가 가능한 직업은 5% 미만이지만, 전체 직업의 20%는 그 업무를
70%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 업무의 40%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직업은
50%에 이른다(Bughin et al., 2016). 관점을 달리해 보면 이는 컴퓨터 혹
은 로봇과 협업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업무가 30% 이상인 직업이
80%라는 얘기도 된다.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 자동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직무’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Frey and Osborne(2013)이
말한 것처럼 10～20년 안에 47%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하는 업무의 종류와 양태가 47% 혹은 그 이상 변화하는 형
태를 띨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란 우려, 양질의 일자리마저도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
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허재준, 2017a), 기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대신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과거 은행 창구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고객의 돈을 입출금하면서 세는
것이었다. 미국 은행들에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도입된 후 은행창구들
은 할 일이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1995～2010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현금자동인출기는 10만 대에서 40만 대로 4배 증가하였다.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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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미국 은행의 창구직원이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지만
전체 고용은 약 55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창구직원들은 돈을 세고 입출금
하는 업무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대부분 물려주고 고객들과 상담하는 업무
를 주로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은행에서는 창구직원의 수가 늘어났
다. 현금자동인출기 보급으로 은행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비용이 낮아지
자 지점당 채용인원 수가 늘어난 것도 미국에서 창구직원의 수가 늘어난
한 가지 원인이었다(Bessen, 2015).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콜센터 직원(텔레마케터)의 업무는 자동화 가능
성이 99%라고 진단하지만 상대방과 임기응변으로 상호작용해야 할 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텔레마케터 직업은 지속되고 있다(허재준, 2016). 비록
가사일을 처리하는 로봇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집에 와서
가사 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제공자보다 로봇구입가격 혹은 임대가격
이 비싸면, 사람들은 로봇을 사기보다는 사람에 의존해서 가사 일을 처리
할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수용성이 낮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
로 인해 법제도 등의 변화가 어려우면 역시 자동화는 현실화하지 않는다
(허재준, 2017b). 예컨대 동전을 넣고 의자에 앉으면 로봇이 자동으로 머
리를 다듬어주는 무인미용실보다 비록 가격이 그보다 비쌀지언정 미용사
에게 필요한 단계마다 빗, 가위, 드라이기를 집어주는 로봇이 있는 미용
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면 로봇이 미용사를 대체한 무인 미용실보다
로봇과 미용사가 협업하는 형태의 미용실이 일반화할 것이다.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개발되어 있고 사람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로봇보다는 사람을
원한다면 그 돌봄서비스는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비행기는 자동항법장치로 자동운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수시로 기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ㆍ착륙 시에 개입한다. 그
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더라도 로봇이 돌아다니듯 온전히
무인인 상태로 움직이는 자동차로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동차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시에 수동조작을 할 줄 아는 기사요원이 있어야 안전
이 보장된다는 게 상식인 한 자율주행차 역시 무인 아닌 유인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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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디지털 기술의 심화가 노동시장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

가 일반적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특정 궤도상에서 무인으로 움
직이는 공항의 셔틀기관차처럼 특정 궤도만을 움직이는 자율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한정된 범위에서 도입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기사 직업을 없
애거나 현저히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3. 일자리가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
이처럼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대
체하지는 않으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자동화가 인간이 수행
하는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면, 다양한 직업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때 영향의 구체적 양태는 직종, 업종,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대다수의 직업이나 일자리가 갑자
기 없어지거나 생기는 형태보다는 기존 직업들을 구성하는 직무가 변화
하고 해당 직업과 결부되었던 다른 직업의 직무나 성격이 변화하는 형태
를 띨 것이다. 즉 디지털 기술의 심화는 각 일자리의 직무를 구성했던 전
통적 작업을 분리하고 재조정함으로써 직업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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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기술진보와 다르지 않다.
기술이 어떤 일자리의 직무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일부와는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술과 보완되는 업무가 있다면 기술이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보완관계에 있는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허재
준, 2017b). 해당 일자리의 생산성이 올라갈 때 동종 일자리 중 어느만큼
이 없어질지 여부는 기업의 생산효과에 달려 있다. 한 경제 안에는 생산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아 고용을 줄이는 기업도 있고 생산효과가 커서 고
용을 늘리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한 기업단위에서는 기술이 고용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
에 나타나는 종합 효과는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가한
생산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예견하는 기업, 그 시장을 겨냥
하는 새로운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일국 내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줄어드는지 여부, 즉 고용이 파괴
되는지 여부는 자동화 기술에 달려 있다기보다 이러한 변화ㆍ생성ㆍ소멸
과정이 원활하도록 경제주체와 제도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생산효과가 큰 기업과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통적 공
정자동화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자동화의 차원이 변화했지만, 경제 전반
일자리에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 기술진보의 영향과 마찬가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촉발한 세계 금
융위기는 경제주체의 비이성적 행동이나 거시경제 충격에 정책실패가 결
합하면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에 비하면 아무리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 심화의 영향은 그렇게
파국적이지 않으며 점진적이다.
직무가 대체된다고 해도 그만큼 일하는 사람의 수나 노동시간이 줄어드
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에는 적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이 창출되는 수요로 인해 더 많은 생산
량을 생산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노동수요도 늘어난다. 인간의 욕
구가 무한한 탓에 생산성이 향상되어 가격이 싸지면 새로운 수요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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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가가 등장하고 잠재해 있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허
재준, 2017a).

4. 직업이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
인공지능 발달과 자동화로 특정 직무가 대체된다면 그런 직무로만 이
루어진 직업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 안에 기계와 협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도 포함하고 있다
(허재준, 2017b). 새로운 기술이 특정 직업의 직무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그 직업을 구성하는 다른 직무가 새로운 기술과 보완관계에 있다면 그 직
무의 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들은 비록 종사자 수가 줄
어들 수는 있을지언정 흔히들 얘기하는 바와는 달리 그 직업 자체가 사라
지기는 어렵다. 해당 직업에서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지 않은 직무의 생산
성이 올라가고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면 해당 직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설사 해당 직업의 일자
리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온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 종국에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소멸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교사의 직무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식 전달자로서의 직무가 커다란 비중
을 차지했다. 그런데 인터넷이 확산되고 자연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인터넷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수백
명의 교사가 가르쳐줄 지식에 단박에 접근할 수 있다), 손 안에 수퍼컴퓨
터를 휴대하고 다니는 세상이 됨에 따라(쿼드코어를 장착한 요즘의 스마
트폰은 15년 전 대덕의 과학기술원 건물 한 층을 차지하고 있던 수퍼컴과
맞먹는 연산속도를 갖고 있다), 지식전달자로서 교사의 중요성은 현저하
게 줄어들었다. 회식자리에서 사실에 관한 사소한 이견이 있는 경우 요즘
은 논쟁을 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손 안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확인하고 있는 시대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관한 기억이라
면 손 안의 컴퓨터나 음성인식 스피커에 물어보면 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다. 지식전달자로서 교사의 기능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사
직업은 없어질까? 교사 직업은 아마도 구조화된 틀 속에서 지식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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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상담 역할, 질문을 해주는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
으로 지속될 것이다. 학생이 배워야 할 사안은 기억만을 필요로 하는 단
순 지식 외에도 많다. 그중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할 일 역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베테랑 변호사를 위해 판례를 찾아주고 정리하던 일부터 경력을 시작
하던 수습변호사의 업무를 인공지능 컴퓨터 로스(Ross)가 대신한다고 해
서 변호사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수습변호사는 판례를 효과적으
로 찾아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협업하는 일부터 그 경력을 시작할 것이
기 때문이다. 선임 베테랑 변호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직접 사용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기를 다루는 일은 젊은 수습변호사가 더 능란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의 소멸에 관해 다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존슨앤존슨사(社)의 SEDASYS는 내시경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종양을 발견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예 마취까지 진행하는
장비이다. 마취전문의 없이 바로 수술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마취
전문의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현재는 병원에서 추방된 상태이다.
SEDASYS가 병원으로 명예귀환을 하면 일단 마취의사 수요가 줄어들고
마취의사의 보수가 오르는 일도 제약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진단기기가
마취의사를 겸하게 될 때까지는 마취의사를 병원에서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다음 단계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은 마취의사 업무가 진단
기계를 조작하고 판독하는 의사나 일반 수술의사의 업무가 되거나, 마취
의사가 진단기계를 사용하여 진단과 마취 업무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마취전문의 직업의 소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마취전문의 직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주된 직무가 마취전문이 아니어서 더 이상 마취
전문의로 불리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
로 마취전문의라는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출현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마취전문의라고 불릴 수도 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설명할 수 있고 정형화할 수 있는 업무(explicit and
routine task)로 이루어진 직업이다. 하지만 정형화된 업무로 정의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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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직업의 직무가 변화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적응
과정이 모두 개인에만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필요 없어진 직
무 대신 다른 직무를 맡기며 개인이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없어지는 직무만큼 새 직무가 정의됨으로써 없어
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10년 만에 전 세계에 1,200만 명의 앱 개발자가
생겨났다. 이들 앱 개발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두 쫓아내고
전혀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핸드폰 소
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모바일
인터페이스 확산으로 기존의 퍼스널 컴퓨터 웹을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
어야 했던 웹 개발자 등이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앱 개발 관련 업무를 하
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앱 개발자라는 새로운 직업 명칭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정의된 것이다. 그가 하는 업무의 변화가 그 직업 명칭의
변화를 가져온 이런 경우가 새로운 직업 탄생의 일반적 과정이다. 이는
마취전문의의 미래에 관해 예상한 시나리오 중 후자의 경우와 일치한다.
특정 직업의 직무가 바뀌고 자동화를 보완하는 업무를 새롭게 직무로
삼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진보하고 자동화 가능
성이 증가하더라도 특정 직업의 자동화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
을 수도 있다. 직무의 일부가 자동화될 때 인간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
라 자동화되지 않는 일이나 자동화와 보완적인 일을 자신의 직무로 삼기
때문이다(허재준, 2017b). 이러한 적응과정은 민활한 조직에 속한 개인일
수록 빠르게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동화와 보완적인 일을 얼마나 자신의
업무로 정의하느냐에 의존해서 그 개인의 업무가 자동화할 확률은 현저
히 달라질 것이다.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내가 하는 일의 자동화
가능성은 오히려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O*Net이
제공하는 직업별 자동화 가능성을 보면 2006～16년간에 거의 변화가 없
거나 오히려 감소한 직업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술
진보와 함께 해당 직업의 직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허재준, 2017b).
20～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컴퓨터 등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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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0～30년 전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사
전을 비교해 보면 사라진 직업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허재준, 2017a).
또한 직업사전의 항목이 과거보다 늘어나기는 할망정 줄어든 적은 없었
다. 기술진보의 결과 사라진 직업보다 새로 생겨난 직업이 더 많았기 때
문이다.

5. 직업과 일자리의 미래
디지털 기술 이용 가능성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에 대
응하기 위한 자산과 대응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크다. 이용 가능성이 국가
간 차이보다는 개인 간 차이가 클 수는 있지만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부여, 자산, 적응능력이
다르다. 그러므로 일자리의 양이나 질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기업 혹은 정부)의 적응력이고 제도
이다. 일자리의 양이나 질은 이러한 직무와 업무 변화 과정에서 정부, 기
업, 개인, 제도가 어떻게 적응력을 발휘하며 변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된다.
향후 디지털 기술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변화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모든 직업의 직무가 변화할 것이다. 어떤 직
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직업은 직무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는 직업도 드물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직
업이 사라지는 동안 그 이상의 직업이 생길 것이다. 특정 직업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다른 직업의 일자리
가 늘어날 것이다(허재준, 2017b).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화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되었던 직업군들에서조차도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현저히 빠른 속
도로 직무가 변화할 것이다. 종국에는 과거 200여 년의 산업혁명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없어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 직업들의 직무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허재준,
2017b). 또한 그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빠른 적응을 통해 기회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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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신체적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적응해 내는 사람보다는 적응을 잘하
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적응해야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늘어날
수 있다(그 여부와 정도는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어떻게 적응과정에 대
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중후장대형 제조업 기
업에서 단순 직무에 종사하면서도 높은 기업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다가 전
업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기술적 실업상태를 겪는 사람들일 것이다.

제5절 디지털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1. 고용안정성 저하
장기간에 걸친 통계를 고찰할 때 실업률이 경기에 따라서 변동하였지
만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고용률이
장기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20세기 내내 고용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기술진보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용이한 여건을
만들었고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세기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럼에도 왜 이런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고용안정성 저하이다. 비록 일자
리 수는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고용불안이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지난 15～20년간 OECD 35개국 중 28개국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중
이 증가했다.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한 나라도 32개국 중 20개국에 달한다
(부표 A-4 참조).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임시직 증가현상과 함께라면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는 지
표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는 징후는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전형적인 근로자들은 과거의
노동법 규제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보
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TaskRabbit과 같은 플랫폼에서 주문형(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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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전통적 고용관계의 감소와 고용형태 다양화

자료 : 남성일(2016).

demand)으로 노무거래를 하는 독립노동자(종속성을 갖고 일하는 1인 자
영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만큼 받아야 할
까, 1시간을 일하기 위해 10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프리랜서형의 독립노
동자 중에는 과거의 규범에도 호소할 수 없고, 새로운 규범은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

2. 일자리 양극화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에서는 중간직능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직능
일자리와 저직능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정형
화(routinize)하기 쉬운 직무로 이루어진 일자리 중 자동화 비용이 노동자
사용비용보다 저렴한 직무로 이루어진 일자리가 감소한 것인데 그 영향
은 주로 중간직능 일자리에 집중되었다.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코드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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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소득분배와 사회상향이동성

주 : 왼쪽 그림은 이동성 지표(IGE 추정치)와 세후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
수 간의 관계, 오른쪽 그림은 미국의 741개 지역노동시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계산한 산포도.
자료 : Corak(2013); Chetty et al.(2014); Berger and Frey(2017)에서 재인용.

<표 4-3>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상대임금 추이(비농전산업 임금평균=100)

10～99인 사업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비중(%)

1995

2000

2005

2010

2015

89.2

88.7

88.5

85.3

83.1

117.2

125.8

125.7

132.8

147.9

30.6

23.7

24.3

24.9

22.0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는 업무(explicit and codifiable task)는 점차 컴퓨터와 로봇이 대체하였
다. Autor, Levy, and Murnane(2003)은 이를 정형화된 업무(routine
tasks)라고 불렀다. 사무종사자, 기능원, 장치조작원과 같은 중간직능 노
동자가 과거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이 신속히 확산되
었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에서 중간직능 일자리가 줄어든 배경에는
이처럼 중간직능 노동자들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하게 발
달한 사실이 있다.
특정 업무에서는 오프쇼어링으로 외국노동이 국내노동자를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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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기술도 신속히 확산되었다. 과거에는 저직능 일자리로 이루어
진 생산시설이 오프쇼어링에 주로 의존하게 된 이후 기술발달로 중간직
능 일자리까지 오프쇼어링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은행의 콜센터
가 미국 내의 직원뿐만 아니라 인도의 직원을 가동시킴으로써 24시간 서
비스를 한다든지, 미국 투자은행 파트너가 뉴욕에서 케이프타운으로 날
아가는 동안 인도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은행 파트너의 발표자료를 만들
어 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는 바로 기술진보로 통신비용과 수송비용
저렴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모듈화와 표준화, 발표자료를 만드는 표준
프로그램의 확산 등이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자동화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설
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We know more than we
can tell).” 폴라니의 역설로 알려진 이 사실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즉 암묵지를 필요로 하는 노동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감각능력, 물리적 유연성, 판단과 창의성, 언어능력은 인간진화의 산물
이어서 인간은 손쉽게 하지만 컴퓨터가 손쉽게 하는 영역은 아니다. 높은
수준의 추론, 판단과 창의성, 감각 능력은 여러 논리의 조합을 필요로 한
다. 그리하여 여전히 자동화에 의한 대체보다는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
았던 보고 듣고 말하는 로봇의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2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능력과 요즘 나오는 음성인식 능력, 인공지능 스피
커가 듣고 말하는 능력, 네이버나 구글 번역기의 번역 품질, 사진을 묘사
하는 능력 등을 보면 경천동지할 만큼 놀랍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신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다른 한편에 있는 요리, 청소, 보수 등의 육체노동도 노동의 성격은 다
르지만 자동화 가능성에서는 추상적 노동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직업군의 작업은 시각, 청각, 언어적 인지능력과 상호작용, 육체활동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육체노동에 필요한 물리적 유연성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익힌 암묵지로 쉽게 하지만 로봇은 이를 잘하지 못하고 매우 어
려움을 겪는다. 이들 직업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이 필요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코드화할 수 없는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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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기초해서 수행하는 업무도 많다.
일자리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배치해서 자동화 확률과 함께 산포도로
도시해 보면 임금이 낮은 일자리일수록 자동화 확률이 높다(그렇다고 임
금이 낮은 일자리가 자동화 확률이 높은 일자리는 아니다). 기술적 가능
성에 경제성, 수용성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실제로 자동화가 진행
될 것이므로 실제로 저임금 노동일수록 가장 먼저 자동화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일수록 기술적 견지에서는 자동화될 가능
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자동화 추이가 진행되는 과
정에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였다.
일자리 양극화는 숙련 축적과 경력개발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할
일자리를 그만큼 축소시켰다. 과거에 고등교육은 중간관리직으로 가는 보
증서와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고등교육이 중간관리직을 보장하
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직능 일자리 감소가 가장 작
았다. 그것은 20년간의 관찰기간 중 전반 10년간에는 중간직능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지만 후반 10년간에는 중간직능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4-10] 시간당 임금으로 배치한 일자리와 자동화 확률

자료 : Chui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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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직능별 고용비중 변화 국제비교(1995～2015년)
(단위 : %포인트)
저직능

중간직능

고직능

자료 : OECD(2017a), Employment Outlook;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
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그림 4-12] 직능별 고용비중 변화(1995～2015년)
(단위 : %포인트)

주 : 1) 고직능 : 관리자, (준)전문가, 기술공.
2) 중간직능 : 사무종사자, 기능원, 장치조작원.
3) 저직능 :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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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실업
상향이동 가능성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
는 가운데 노동 투입을 극적으로 줄인 생산시설을 폭넓게 선보이며 미디
어를 장식하고 있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고도로
유연한 로봇 160대가 매주 400대의 차를 조립한다. 한 차의 섀시가 조립
라인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면 여러 대의 로봇이 달려들어
협동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로봇 팔이 제각기 사용할 공구를 알아서 바꿔
사용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시트를 설치한 뒤 공구를
바꿔서 앞 유리에 접착제를 칠해 필요한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과 같이 상
이한 작업을 하나의 로봇이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다. 물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시트 부착 등 자동차
실내 장식을 하는 과정에는 사람이 개입한다. 지멘스나 포스코의 제조공
정에서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관 작업공정 속에서 사람의 개입 없
이 자동생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앱 개발자라는 직업이 1,200만 개나 생겼지
만 자동화로 대체된 공장 노동자가 앱 개발자로 전직하기는 어렵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과거에 비해 기업부침이 잦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과거보다 빈번해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전통산업부문과 신흥산업부문 사
이의 직능 혹은 직무내용 차이가 커서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직한 노동자
가 새로운 기술을 기초로 성장하는 기업에서 금세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
들다. 이로 인해 기술적 실업현상이 관찰된다.
노동공급 압력으로 임금상승도 제약된다. 일자리 기회가 제약되었다고
느낀 기존 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고용불안을 겪는다. 이로 인해 기술진
보가 노동을 대체하는 측면에만 주목하게 되고 기업 차원의 보완효과와
전체 경제 차원의 생산효과를 간과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노
동시장 진입자와 적응력 높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에서 직업기회
를 갖고 높은 소득도 누리는 현상은 쉽사리 간과된다.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생기는 이유는 노동이 동
질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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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영화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과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HAPilyrEzC4;
http://www.gqkorea.co.kr/2017/08/14로부터 사진 캡처.

적응력이 무한히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의 도입 혹은 자동화는 노동자
의 업무(tasks)를 대체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즉 어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학
력이 높은 사람이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Berger and Frey, 2017).
상이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능력 간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면 고용이 줄어든 부문에서 나온 노동자는 새로운 수요가 있
는 부문에 가서 일하면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
에서 노동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직업을 잃을 염려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그래서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한 세대 이상의 시간지평 속에서 생각해 보면 기술적 실업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흔히 젊은 근로자들은 새로 출현한 직업에서
더 잘 관찰된다(비교적 새로운 직업군인 웹디자이너, 앱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의 연령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기술 습득이 쉬운 도
시, 직능 개발이 용이한 도시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젊은 노동
력이 있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혁신적이다(판교나 성수동에 모인 사람들
의 연령구성과 판교와 성수동의 혁신성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추어 노동시장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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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연령-문제해결능력 곡선

자료 : Berger & Frey(2017).

거나 노동시장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의 업무에 금세 적응한다. 그러므로
기술적 실업은 한 세대 이상 광범위하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만일 새로운
기술로 이행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실업이 만연한 현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젊은 세대가 신기술에 적응하는 것을 막은 정부 실패에 기인했을 것이다.
정부실패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많은 경우 정치이다.
기술적 실업이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
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실업의 확대가 일자리 소멸 우려를 낳는 강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에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기업의 도태나 극심
한 구조조정을 강요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의 새로운
차원이다.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산
업구조조정 과정이기도 하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은 노동자의 기업 간, 산
업 간 이동을 수반한다. 새로운 차원의 기술진보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
동이동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의 본질이 기술적
실업이라는 점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 강력한 요인으
로 보인다. 확대된 기술적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도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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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요약과 결론

현상에 관한 많은 관찰이나 느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일어나
고 있는 변화에 관해 사람들이 인지하는 바도 비대칭적인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대체하는 일자리는 직접 목격하면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별 기술들이 상호작용하며 만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인
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생겨날 일자리보다 없어질 일
자리가 많다든지 혹은 일자리가 더 생겨날 가능성보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거시적, 통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그와 다르다.
컴퓨터가 출현했을 때 계산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인터넷과 빠른 통신 속도와 결합되어 인스
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창업비용을 낮춰 공유경제
모델에 입각한 수많은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라고 예측한 사람
은 거의 없었다. 사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그것이 수익모
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만든 사람 스스로도, 워런 버핏과 같은 전설
적 재무적 투자자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비즈니스 가능성을 감각적으
로 느끼고 투자하는 사람들과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에릭 브린욜프슨이나 다른 논자들이 말하듯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근의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차원의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미칠 영향은 과연 과거의 기술진보와 다를까. 적어도 일자리의 양이 줄어
들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한 한, 실현될 결과가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유독 더 눈에 띄고 사
람들은 이를 민감하게 느끼지만, 생겨나는 일자리, 변화하면서 살아남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변화 속도가 워
낙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생
기는 일자리보다 내가 보았던 곳에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눈에 잘 띄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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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정도도 커서 고
통스럽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반면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의 170년 이상의 역사 통계
혹은 과거 수십 년간의 OECD 국가 통계를 돌이켜 보았을 때,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최근 5～6년 동안의 추이를 고찰했을 때, 취업자 수
감소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다. OECD 35개국 중 2011년 이후 5～6년간
고용감소를 겪은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나 도입이 아니라 거시경제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다.
사람들이 일자리 사정에 관해 비관적인 이유는 실제로 일자리 수가 감
소해서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면서 기술적 실
업 가능성을 높인 데 기인한다. 기술진보가 과거처럼 공정에 점진적 변화
를 가져오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기업의 경쟁기반
을 잠식함으로써 기존 기업이 도태되거나 극심한 구조조정을 강요받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이직한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하게 낮아진 임금으로 자신이 전혀 해보지 않던 일을 주로
해야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된 현실은 일자리
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비록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적 실업이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동
시의 현저한 업무 변화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강한 요
인이 되고 있다.
노동이동이 불가피할 때 미스매치로 인해 기술적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보수로 전혀 해보지 않던 일을 해야 하는 데 대한 낭패감
에 더하여,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의 부침이 심하고 그때문에 불가피하게
노동이동을 해야 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41) 노동이동이 불가피할 때 이
41) 플랫폼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신기술로 무장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해 온 회사의 시장을 잠식하는 일이 잦아졌다. 삼성과 애플에 밀려 급격히 추
락한 핀란드의 노키아, 아마존이 20배로 기업 가치를 불리는 동안 거꾸로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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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가 제약되는 일,42) 성장률 감소로 인한 일자리 기회 축소,43) 경력개
발을 할 만한 쓸 만한 일자리의 축소,44) 소득분배 악화45) 등은 일자리 소
멸 우려를 배양하는 자양분으로 보인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거나 극심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는
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소득은 예전 같지 않고 생활은 팍팍하다, 뭔가
공정하지 않은 일이 빈번하게 눈에 띈다. 이런 현상들과 함께 고용증가율
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특히 경력개발을 할 만한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 눈
에 잘 띄지 않는 현상도 일자리 감소 주장과 우려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요체는 아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디
지털 기술에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감안하여 사회이동성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와 달라
진 환경에 걸맞게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
황이 도전의 본질이다.

42)
43)
44)
45)

치가 1/20로 줄어든 씨어스(Sears), 1/7로 줄어든 제이씨페니(JCPenny) 등 미국
유통기업, 애플 아이팟에 고전한 한국의 아이리버사의 엠피쓰리플레이어(MP3
Player) 시장 축소는 매우 극적인 사례이다.
직무급체계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연공에 따른 임금 기울기가 가파르며 외부노동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은 특히 기업 간 노동이동 시에 소득 감소가 크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매 5년마다 0.7%포인트 이상씩 감소했는데 특
히 최근 5년간에는 1%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 일자리, 숙련 축적을 통해 중산층 진입을 보장해주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악화 일로의 경향을 보이던 소득분배지수가 2011년 이후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간 한국의 지니계수나 분위별 계수는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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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A-1> OECD 국가의 2011년 이후 성장률, 고용증가율, 생산성 증가율,
고용탄력성 변화
성장률
(△y)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
↓
↓
↓
ㅡ
↓
ㅡ
↓
↓
↓
↓
↓
↓
↑
↓
↓
↓
↓
↓
↓
ㅡ
↓
↑
↓
↓
↓
↓
↓
↓
↓
ㅡ
↑
↓
↓

취업자수
증가율
(△n)
↓
↓
↓
↓
ㅡ
↓
↓
↓
↓
↓
↓
↓
↓
ㅡ
↓
↑
↓
↓
↓
↓
ㅡ
↓
↓
ㅡ
↓
↓
↓
↑
↓
↓
↑
↑
↑
↑
ㅡ

생산성
증가율
(△y-△n)
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
탄력성
(△n/△y)
↓
↑
↑
↓
↑
↓
↑
↓
↑
↑
ㅡ
↑
↓
↑
↓
↑
↓
↑
↑
↓
↑
↓
↓
ㅡ
↑
↓
↑
↑
↑
↑
↑
↑
↑
↑
↑

총
관측기간
1960～2016
1971～2015
1971～2015
1971～2015
1997～2016
1991～2015
1967～2015
1994～2015
1971～2015
1956～2014
1971～2015
1961～2015
1993～2015
1971～2015
1971～2015
1996～2015
1971～2015
1971～2015
1964～2016
1999～2015
1971～2015
1991～2015
1970～2015
1971～2015
1971～2015
1991～2015
1971～2015
1995～2015
1997～2015
1997～2015
1957～2015
1971～2015
1971～2015
1957～2015
1971～2016

주 : 2011년 이후 해당 변수의 증가율이 전체 관측기간 중 2010년까지의 기간에 비
해 10% 이상 감소[증가]했으면 ↓[↑], 변화폭이 +10%[-10%] 이내이면 -[-].
자료 : OECD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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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A-2> OECD 국가의 성장률, 고용증가율, 생산성 증가율, 고용탄력성
기간

성장률
(△y)

취업자수
증가율
(△n)

생산성
증가율
(△y-△n)

고용
탄력성
(△n/△y)

전체기간(1960～2016)

0.034

0.019

0.015

0.57

과거(～2010)

0.035

0.020

0.015

0.57

최근(2011～)

0.027

0.013

0.014

0.49

전체기간(1971～2015)

0.023

0.007

0.016

0.32

오스트리아 과거(～2010)

0.025

0.007

0.017

0.30

최근(2011～)

0.010

0.006

0.004

0.62

전체기간(1971～2015)

0.021

0.005

0.016

0.24

과거(～2010)

0.023

0.005

0.017

0.24

최근(2011～)

0.010

0.003

0.007

0.28

전체기간(1971～2015)

0.027

0.018

0.009

0.67

과거(～2010)

0.028

0.019

0.009

0.68

최근(2011～)

0.021

0.011

0.010

0.52

전체기간(1997～2016)

0.039

0.022

0.017

0.57

과거(～2010)

0.041

0.023

0.018

0.55

최근(2011～)

0.035

0.022

0.013

0.62

전체기간(1991～2015)

0.018

0.000

0.018

0.01

과거(～2010)

0.018

-0.001

0.019

-0.07

최근(2011～)

0.017

0.006

0.010

0.38

전체기간(1967～2015)

0.021

0.004

0.016

0.22

과거(～2010)

0.022

0.005

0.017

0.21

최근(2011～)

0.011

0.003

0.008

0.29

전체기간(1994～2015)

0.038

-0.004

0.042

-0.11

에스토니아 과거(～2010)

0.038

-0.012

0.050

-0.33

최근(2011～)

0.036

0.024

0.012

0.68

전체기간(1971～2015)

0.024

0.003

0.021

0.13

과거(～2010)

0.027

0.004

0.023

0.13

최근(2011～)

-0.001

-0.001

0.000

1.31

전체기간(1956～2014)

0.030

0.006

0.024

0.20

과거(～2010)

0.031

0.006

0.025

0.20

최근(2011～)

0.009

0.004

0.005

0.46

국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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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성장률
(△y)

취업자수
증가율
(△n)

생산성
증가율
(△y-△n)

고용
탄력성
(△n/△y)

전체기간(1971～2015)

0.020

0.009

0.010

0.48

과거(～2010)

0.020

0.010

0.010

0.48

최근(2011～)

0.016

0.008

0.009

0.46

전체기간(1961～2015)

0.028

0.001

0.027

0.04

과거(～2010)

0.035

0.005

0.030

0.15

최근(2011～)

-0.041

-0.040

0.000

0.99

전체기간(1993～2015)

0.021

0.002

0.019

0.09

과거(～2010)

0.021

-0.005

0.026

-0.21

최근(2011～)

0.019

0.025

-0.006

1.33

전체기간(1971～2015)

0.034

0.018

0.016

0.53

아이슬란드 과거(～2010)

0.035

0.018

0.017

0.52

최근(2011～)

0.027

0.019

0.008

0.70

전체기간(1971～2015)

0.048

0.014

0.034

0.29

과거(～2010)

0.045

0.015

0.030

0.33

최근(2011～)

0.071

0.007

0.064

0.10

전체기간(1996～2015)

0.037

0.031

0.006

0.83

과거(～2010)

0.038

0.027

0.012

0.70

최근(2011～)

0.034

0.043

-0.009

1.25

전체기간(1971～2015)

0.017

0.003

0.014

0.19

과거(～2010)

0.020

0.004

0.016

0.18

최근(2011～)

-0.006

0.000

-0.006

0.08

전체기간(1971～2015)

0.025

0.005

0.020

0.20

과거(～2010)

0.027

0.005

0.022

0.20

최근(2011～)

0.010

0.002

0.007

0.25

전체기간(1964～2016)

0.072

0.023

0.049

0.33

과거(～2010)

0.078

0.024

0.053

0.31

최근(2011～)

0.029

0.016

0.013

0.55

전체기간(1999～2015)

0.037

-0.006

0.042

-0.15

과거(～2010)

0.037

-0.012

0.050

-0.33

최근(2011～)

0.035

0.010

0.025

0.30

국가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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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A-2>의 계속
기간

성장률
(△y)

취업자수
증가율
(△n)

생산성
증가율
(△y-△n)

고용
탄력성
(△n/△y)

전체기간(1971～2015)

0.037

0.024

0.014

0.63

룩셈부르크 과거(～2010)

0.038

0.024

0.015

0.62

최근(2011～)

0.031

0.024

0.007

0.78

전체기간(1991～2015)

0.027

0.031

-0.004

1.14

과거(～2010)

0.027

0.034

-0.008

1.30

최근(2011～)

0.028

0.015

0.013

0.55

전체기간(1970～2015)

0.024

0.013

0.011

0.54

과거(～2010)

0.025

0.014

0.011

0.57

최근(2011～)

0.008

-0.001

0.009

-0.15

전체기간(1971～2015)

0.024

0.017

0.007

0.72

과거(～2010)

0.024

0.017

0.006

0.73

최근(2011～)

0.027

0.018

0.009

0.67

전체기간(1971～2015)

0.029

0.013

0.017

0.43

과거(～2010)

0.031

0.013

0.018

0.41

최근(2011～)

0.017

0.011

0.006

0.64

전체기간(1991～2015)

0.036

0.000

0.036

-0.01

과거(～2010)

0.037

-0.003

0.040

-0.07

최근(2011～)

0.030

0.008

0.022

0.26

전체기간(1971～2015)

0.024

0.007

0.018

0.27

과거(～2010)

0.029

0.009

0.019

0.33

최근(2011～)

-0.009

-0.015

0.006

1.63

전체기간(1995～2015)

0.040

0.007

0.033

0.17

슬로바키아 과거(～2010)

0.044

0.006

0.038

0.13

최근(2011～)

0.024

0.009

0.015

0.37

전체기간(1997～2015)

0.024

0.003

0.021

0.11

슬로베니아 과거(～2010)

0.031

0.007

0.024

0.24

최근(2011～)

0.004

-0.010

0.014

-2.61

전체기간(1997～2015)

0.025

0.008

0.017

0.32

과거(～2010)

0.028

0.010

0.018

0.35

최근(2011～)

-0.002

-0.009

0.007

4.87

국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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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기간

성장률
(△y)

취업자수
증가율
(△n)

생산성
증가율
(△y-△n)

고용
탄력성
(△n/△y)

전체기간(1957～2015)

0.026

0.006

0.020

0.23

과거(～2010)

0.026

0.005

0.021

0.20

최근(2011～)

0.021

0.013

0.008

0.63

전체기간(1971～2015)

0.016

0.010

0.006

0.63

과거(～2010)

0.016

0.009

0.007

0.57

최근(2011～)

0.015

0.017

-0.002

1.16

전체기간(1971～2015)

0.044

0.016

0.029

0.36

과거(～2010)

0.041

0.014

0.028

0.33

최근(2011～)

0.069

0.033

0.036

0.48

전체기간(1957～2015)

0.024

0.005

0.019

0.20

과거(～2010)

0.025

0.004

0.020

0.17

최근(2011～)

0.020

0.013

0.007

0.63

전체기간(1971～2016)

0.027

0.014

0.013

0.52

과거(～2010)

0.029

0.014

0.014

0.50

최근(2011～)

0.020

0.014

0.006

0.69

자료 : OECD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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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A-3> 고용-성장 장기관계식에서 고용탄력성, 추세변수의 구조변동 검정 결과

**

오스트리아

0.1054
(0.0411)

벨기에

0.2853 ***
(0.0469)

캐나다

0.5728 ***





0.2658
(0.3446)

-0.001
(0.0009)

0.3462
(0.3514)

-0.0016
(0.0009)

-0.3815 **

0.001

(0.0239)

(0.1863)

(0.0009)

칠레

0.5341 ***
(0.0881)

-0.3316
(0.2503)

0.0024
(0.0018)

체코

0.0556
(0.0516)

-0.2273 *
(0.1294)

0.0046 ***
(0.0008)

0.4925 ***

0.4668

-0.0004

(0.0513)

(0.4105)

(0.0014)

에스토니아

0.1362 ***
(0.0416)

-0.0634
(0.7212)

0.0057
(0.0047)

핀란드

0.3988 ***
(0.0329)

-0.2733
(0.3054)

-0.0009
(0.0007)

덴마크

0.8589 ***

-0.9269

0.00006

(0.0806)

(1.1455)

(0.0026)

독일

0.2763 ***
(0.0705)

-0.127
(0.3533)

0.0015
(0.0012)

그리스

0.4788 ***
(0.0153)

0.7869 ***
(0.0946)

0.0004
(0.0005)

프랑스

헝가리

0.1404 **
(0.0626)

(0.2259)

아일랜드

0.5303*
(0.0618)

***

-0.6058
(0.0826)

이스라엘

0.2839 ***
(0.0706)

-0.5495
(0.4228)

***

0.3734

이탈리아
한국

0.708
(0.0385)
0.1768
(0.0649)

0.0075 ***

-0.0293

***

(0.0014)
***

0.0047 ***
(0.0016)
0.0055
(0.0035)

**

-0.0011

(0.1784)

(0.0004)

-0.5401
(1.3552)

0.0076
(0.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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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0.4197
(0.0276)

룩셈부르크

-0.0205
(0.023)

멕시코

***

0.1938 ***
(0.0664)





0.2739
(0.4336)

0.0036
(0.0029)

-0.1239
(0.1027)

0.0024 **
(0.0009)

0.7043 **

-0.0051 **

(0.3389)

(0.002)

네덜란드

0.6009
(0.0276)

***

-0.0472
(0.1551)

-0.0004
(0.0006)

뉴질랜드

0.6672 ***
(0.0667)

0.5391
(0.6138)

-0.0016
(0.0042)

0.0629

0.2649

-0.0019

(0.0711)

(0.5962)

(0.0026)

폴란드

0.4186 **
(0.1791)

-0.6406
(0.7308)

0.0104 *
(0.0052)

포르투갈

0.8271 ***
(0.0224)

0.3227 ***
(0.0856)

0.0014 ***
(0.0003)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0.3611 ***

0.5587 *

0.0014

(0.0518)

(0.3074)

(0.0021)

슬로베니아

0.2658 ***
(0.0249)

0.3102 **
(0.1341)

-0.0009
(0.0006)

스페인

1.2687 ***
(0.0148)

-0.2641 ***
(0.0784)

0.0013 ***
(0.0004)

0.2365 ***

-0.1136

0.0015

(0.0554)

(0.2463)

(0.0015)

터키

0.0061
(0.0231)

-0.1116
(0.1352)

0.0032 *
(0.0018)

영국

0.3168 ***
(0.0122)

0.0276
(0.1203)

-0.0005
(0.0008)

***

-0.5601

0.0064

(0.3926)

(0.0022)

스웨덴

미국

0.5961
(0.0501)

자료 : OECD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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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A-4> OECD 국가들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과 임시직 비중 추이
파트타임

임시직

호주

국가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캐나다

↑

↑

칠레

↑

na

체코

↑

↑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na

이탈리아

↑

↑

일본

↑

↓

한국

↑

↓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

↑

멕시코

↑

↓

네델란드

↑

↑

뉴질랜드

↑

na

폴란드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

↓

영국

↑

↓

미국
증가한 국가 수

↓

↓

27/35

19/32

자료 : OECD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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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 문제제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에 따라 많은 산업부문에서 심대한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
환되고 있다는 사회적 담론이 미디어를 비롯해 정책과 학술의 영역에서
유행처럼 널리 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대회에서 주창한 용어로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
데이터․로봇 등의 연계를 통해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화
(hyper-intelligence)를 구현하는 가상 물리적 스마트생산체계(Cyber-physical
Smart Pro-duction System)의 등장, 더 나아가 NBIT(Nano-Bio-Information
Te-chnology), 즉 극소전자․생물․정보 기술의 융합에 따른 산업체제의
획기적인 재편 추세를 지칭하고 있다(Schwab, 2016; 김성혁, 2017; 이문
호, 2017; 최석현, 2017). 디지털 기술혁신이 추동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은 비단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생활양식과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측면에
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언제나 생산방식의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인간 노동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 노동시장 체제하에서는 노사관
계의 핵심적 갈등 이슈로 등장해왔다. 실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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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널리 도입되었던 방직기계로 인해 일자리 상실과 임금 하락 등의 피해
를 입은 노동자들이 기계파괴의 러다이트 운동을 폭력적으로 전개하였던
19세기 초 이래, 지난 20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생산현장에 적
용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지위와 생계에 크나큰 위협으로 간주됨으로써
기술혁신은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던 것이다. 더욱이, 4
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기에
적용된 기술혁신에 비해 훨씬 복합적이며 심대한 만큼, 개별적 고용관계
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폭과 강도가 매우 크나클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서비스 및 지식
경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거대구조변동을 겪으며 비전형 고용형태의 확
산과 더불어 종래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상당히 위축 - 약화되고 있는 가
운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과 교섭력 약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산업화 시대에 확립되
어온 노조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 역시 엄중한 변화의 도전과 위협에 직
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은
기존 산업부문의 고용관계에 대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노동에 기반하는 신생 산업부문을 등장시킴으로써 노사관계의 구
조변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혁신이 노사관계를 비롯한 노동체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의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탈산업화의 기술혁
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제고되고 노동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인 전망이 제시되는 한편, 일자리 축소와 노동통제 강화 등을 통해 노동
자 삶이 피폐해지고 심지어 ‘노동의 종말’(Rifkin, 1995)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주장되었다. 이같이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된
입장 사이에는 노사정의 상호 세력관계와 전략적 선택에 따라 기술혁신의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른바 ‘상황조건(Contingency)’ 이
론의 관점이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회자되는 최근의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서는 인공지
능과 로봇 등에 의한 인력대체와 플랫폼 매개(platform-mediated)의 노동
수행이 심화되면서 디지털 테일러주의(Mayer-Schönberger & Cu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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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또는 무제한 착취의 디지털 노동(Fuchs, 2013), 빅데이터 감시사회
및 알고리즘적 노동통제(Wood, 2017; Lee et al., 2015), 플랫폼 자본주의
(Bauwens & Niaros, 2017) 등으로 비유되듯이 암울한 미래 전망이 다수
의 중론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디지털 기술의 증대된 활용을 통해 일자
리 축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상시적 고용관계의 해체, 노동의 탈경계화
및 감시 강화 등으로 현실화되는 경우에 노동의 미래는 매우 불행한 ‘디
스토피아(Dystopia)’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
사관계가 기술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
은 아닌 만큼, 노사 간의 상호대응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파급효과
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일자리나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잖은 국내외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 학술적으로 별로 논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조합 역시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46)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 연구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노사관계의 상호관계를 시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노사관계 차원의
주요 쟁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전략을 벤치마킹함
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정책과제를 검토해보
기로 한다. 다음의 제2절에서는 노사관계의 기본 특성과 기술혁신과의 상
호작용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제3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추진동력이라 표현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 이슈를 살펴본다. 제4절에
서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외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요 선진국 사례(예 : 독
일, 미국 및 영국)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5절의 소결에서는 4차 산업혁
46) 제4절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국제노동단체와 서구 노동조합들의 경우에는 최근
수년 동안 4차 산업의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
는 것에 비해 국내 노동조합들은 2017년 8월에 ｢4차 산업혁명 대책위원회｣를 발
족한 전국금융산업노조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대응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20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명이 노동세계에 안겨줄 수 있는 부정적 폐해를 피하기 위해 노사관계 차
원의 정책적 과제와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언하기로 한다.

제2절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검토

Bowles와 Gintis(1990)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노동력이라
는 상품은 판매자(노동자)와 구매자(자본가 또는 사용자) 사이의 거래에 있
어 각축성(contestedness)과 비대칭성(asymmetry)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인 각축적 교환(contested exchange)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력을 사고파는 거래가 고용계약의 방식으로
성사된 다음에 그 노동력의 수행조건이나 실현정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의 이해대립, 즉 노(동)력 교섭(working effort bargaining)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성인 비대칭성은 노동력을 판매
해야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보
유하는 사용자/자본가에 대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교환
관계가 노사 간에 대등치 못하고 사측의 교섭력 우위로 ‘기울어진 운동장
(tilted ground)’의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노사 간의 각축적 교환관
계에서 사측에 유리한 비대칭적 교섭이 이뤄지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체
제가 확립되면서(Marx와 Engels(1976)가 자본론에서 19세기 전반기의
참혹한 노동자 생활상을 고발하며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의 근본 문제로
비판하였듯이) 임노동자들은 사용자/자본가의 착취와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노사 간의 비대칭적인 교환관계에서 비롯된 역사적 파급효과로서
자본주의 정치경제가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적 혁명과 서구 자본주의의
1920년대 대공황 등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서구
국가들에서는 임노동자들에게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노동3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서구 국가
들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서 노사관계의 제도화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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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을 통한 그 형성과정
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의 역사적 진전을 수반해오고 있다.
Schumper(1975)는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적 역동성이 기술혁신을 통해 끊
임없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추구해온 기업가정신에 기반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Marx와 Engels(1976)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상대적 잉여가치를 획득하려는 자본가의 이윤동기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고도화로 귀결
되는 기술혁신의 진행과정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술혁신은 자본주의경제하에서 기본적으로 이윤 증대
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수단과 생산대상/소재 그리고 생산결과
물(상품), 더 나아가 종합적으로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
려는 기업/자본가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더하여, Braverman(1974)이 지적하듯이 기술
혁신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 즉 노동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이 기업/자본의 이윤증식 동기에 따른 노동생산성 및 시장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그리고 노동통제의 강화를 위해서 기술혁신이 추진되는 경
우, 성력화(省力化)․기계대체․생산공정 합리화 등에 따른 고용/일자리
축소 및 숙련 유휴화와 노동강도/밀도 상승 그리고 노동의 교섭력 약화 및
자본의 감시통제력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지위와 노동조
건이 크게 후퇴되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익대변
결사체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적 피해’에 맞
서 국가 또는 업종․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및 사업장 차원에서 다양
한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실천해오고 있다. 노동조합이 신기술 도입과 시
행에 대응하여 구사해온 대표적인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접근유형 - 보호,
보상 그리고 형성 - 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보호
전략은 기술혁신에 따른 피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술
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지칭하며, 두 번째 보상전
략은 기술혁신의 추진을 막기보다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적
정한 금전적 보상을 얻어내려는 대응방식을 가리킨다. 세 번째 형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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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형성’)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조건의 개선
과 노조 조직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
도록 적극적으로 발언권(Voice)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응방식을 뜻한다.
이상의 세 가지 접근유형 중에서 ‘형성’전략이 기술혁신의 추진단계에 노동
조합이 개입하여 파괴적 피해를 줄이고 노동참여의 생산기술체제를 구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컨대, 기술혁신은 노사관계의 한 주체인 기업 경영 또는 자본이 수익
증대와 시장경쟁력 제고 그리고 노동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노사관계의 다른 주체인 노동조합(또는 다른 노동자대
표기구)은 그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기술혁신은 노사관계의 각축적인 핵심 이슈로
다뤄지기 마련이며, 노사 간의 역학구도와 전략적 상호작용에 따라 국가
별로 또는 산업․지역별로, 그리고 기업 및 사업장별로 추진되는 실행과
정이나 사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사관계의 예상 갈등 이슈

4차 산업혁명의 실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기술
의 변화 폭과 속도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시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
임에 틀림없을 듯하다(박장현, 2017).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
라 노사관계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의 도입-적용에 의한 일자리 또는 고용 축소
가 노동시장 전반의 거시적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듯하다. 이미 디지털 기술혁신에 의해
추동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일자리 변동에 대해 국내외 학계
와 정책연구기관에서 상반된 전망이 제시되며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
다. Frey와 Osbourne(2013)은 향후 20년 이내에 미국 직업의 47%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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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OECD(2016) 역시 21개 회원국에서 고
용인구의 약 9%가 자동화에 의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2016)은 기업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혁신
을 통해 2020년까지 약 510만 개 일자리가 감소될 것과 소득 양극화가 더
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Dauth et al.
(2017)은 독일에서 산업로봇의 도입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만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향후 일자리 감
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기술혁신
에 따른 일자리 전망에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최석현
(2017)이 중위 및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는 반면 허재준(2017c)은 사라지는 일자리 못지 않게 새롭게 생겨나
는 일자리가 충분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 감소추세가 그리 우려스러울 정
도가 아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이,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긴 하지만, 노
사관계 차원에서는 기존 일자리의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따라
국가 또는 산업 수준에서 일자리 총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와 관계없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불필요해지는 인력의 유휴화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쟁
점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및 사업장 차
원에서는 로봇․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을 갖춘 스마트생산/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 추진여부가 노사 간의
뜨거운 갈등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손쉽게 전망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조정이 실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업
무 재배치와 필요 직무훈련교육 실시, 새로운 생산/업무여건에서의 노동
강도 또는 업무부담, 그리고 작업자와 기계설비의 상호관계(상호보완적인
지, 아니면 기계 - 종속적인지) 등을 둘러싸고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에
있어 적잖은 쟁점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기존
의 고용관계 틀에서 벗어난 취업형태들 - 플랫폼 노동, 클릭워커, 클라우
드워커,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는 - 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노동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의 디지털 네트워킹 기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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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특정 서비스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수행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중개 플랫폼(labor-brokerage platform)
이 등장함에 따라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매개된 고용관
계(mediated employment relations)에 의존하여 단편적 업무(Gig work)
를 수행하는 종속적 사업자, 즉 디지털 특수고용종사자(‘디지털 특고’)들
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47)(Collier et al., 2017). 노동 플랫폼은 서비스
수요자에게는 저렴하게 원하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단기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48)을 제공한다. 하지만, 플랫폼 중개 업무
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파편적이며 단속적인 직무계약관계
로 인해 취업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경계가 불
분명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안
전사고나 비용부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Graham et al., 2017; Wood, 2017; Collier et al., 2017;
Stefano, 2016). 이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노동중개 플랫폼에 참여
하는 디지털 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노동수행방식과 관련된 고
47) 노동 플랫폼은 Crowdsourcing과 on-demand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전
자는 불특정 다수(crowd)에게 특정 업무의 수행을 중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업체
로는 Amazon Mechanical Turk, UpWork, Crowdflower, Clickworker를 꼽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 고객의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그 서비스 업무의 수
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유형으로서 Uber, Postmates, Handy, Rover,
TaskRabbit, UrbanSitter, Medicast, Angel’s list, GlamSquad 등이 해당된다. 이
러한 플랫폼 노동에는 부족한 은퇴연금 때문에 추가적 생계비 벌이가 필요한 고
령자들, 실직기간에 소득을 마련하는 실직자들, 그리고 생활비와 학비 부채의 해
결을 위해 돈벌이가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ollier
et al., 2017). 또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와 사하라사막 인근의 북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국제적 노동 플랫폼의 micro work에 미취업의 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인터넷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Irani, 2015). 국내에서도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등의 운
수․물류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이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48) 세계적인 노동 플랫폼업체인 Crowdflower 회장은 플랫폼 노동의 장점을 들어 다
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이전에는 일해줄 사람을 찾아 10분 정도 일 시
키다가 일 마치면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과 더불어 당
신은 실제 누군가를 찾아 몇 푼의 돈을 주고 일 시키다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언제라도 내버릴 수 있게 되었다.”(Stefan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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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위․임금․근로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단체 간에 상반된 입장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혁신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사업외주화 및 고용유연화와 맞물려 [그림 5-1]에서 예시하듯
이 고용관계의 파편화를 촉발하여 이른바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Weil, 2014)의 다양한 형태를 양산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화 시
대에 확립된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분류되는 취약노동자집단이 크게 늘
어나며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도적 지체의 문제를 낳고 있
다. 특히, 노동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취
업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제도적 틀에서 그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 및 최저임금의 적용이나 노동권 행사에 큰 제
약을 받고 있어 향후 디지털 노동 관련 제도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기술혁신은 기존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 감
축과 고용조정을 촉발함으로써, 그리고 단속적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
는 비정규 취업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이들 실직자와 불안정 노동자들에
[그림 5-1] 기업 업무조직 유연화와 고용관계 다변화

자료 : 황덕순(2016); 독일 연방노동사회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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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업생계지원과 저소득보전(예 : 기초소득 등)에 대한 사회정책과 재
정지출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단체 간에 치
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혁신이 전통적인 노동자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이나 교섭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노사 간의 세력관계에 심대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부문에서의 일
자리 감축과 고용조정을 초래하며 노조의 조직력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
니라 노동수행의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해체하거나(Eurofound, 2017)
매개형 고용관계형태를 확산시킴으로써 개체화된 취업인구를 빠르게 증
가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업인구의 개체화가 현행의 산별
또는 기업별 노조체계로는 고령화되는 기존 조합원을 대신할 수 있는 신
규 조합원의 조직화를 도모하기 매우 어려운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밀 전자감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개인 프라이
버시 침해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노조활동에 대한 감시통제를 더욱 고
도화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서구 노동조합들의 대응

서구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혁신이 새롭
게 야기할 수 있는 노동문제와 사회적 폐해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수년
동안 활발한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제조업 부문의 세계노
동조합연합체인 IndustriALL(2017)은 ‘디지털경제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formation to Digital Economy)’을 공식적 방침으로 밝히며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 튼실한 사회안전망, 창의적 고용조정 등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TUC, 2017). 또한, IndustriALL(2017)은 2017년 대표자회의에
서 산업(Industry)4.0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노동조합4.0(Trade
Union 4.0)’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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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lan)으로 노조권력의 강화, 글로벌 자본의 규제, 노동자권리의
보호, 불안정노동을 위한 연대투쟁, 지속가능한 산업고용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다.
서구 노동조합들 중에서는 독일 노조들이 산업4.0과 디지털 기술혁신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움직임을 가장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다.49) 특히, 독
일의 노동조합총연맹 DGB를 비롯해 여러 산별노조들이 산업(Industrie)4.0
에 대응하여 노동사회부의 주관하에 노동(Arbeit)4.0의 녹서(Green Paper,
2015년 4월 공표)와 백서(White Paper, 2016년 말 발간)를 작성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
여 노동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DGB는 지난 수
년 동안 매년 디지털 기술혁신이 노동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자적
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조사에는 산업별과 직업별로 구분
하여 업무의 양과 다중성, 자율결정권, 일-생활 균형, 모바일 노동, 업무성
과의 감시와 통제, 참여 및 무력감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산별노조 중에서는 금속노조(IG Metall)가 산업4.0과 디지털 기
술의 도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속노조는 2014년에 ｢노동의 미래(Future of Work Department)｣ 부서
를 신설하여 산업4.0과 관련된 전략기획과 정책수립 등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3월 경제에너지부․독일산업협회와 함께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연합(das Bündnis für Industrie)’을 설립하였다.
2015년 6월에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사회부 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플랫폼 디지털 노동세계’가 출범하였고, 2016년 4월에는 금속노조가
금속사용자협회 및 기계장비산업협회(VDMA)․전기전자산업협회(ZVEI)
와 ‘산업4.0에 대비하는 교육과 숙련화’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6월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금속노조 지부
가 지역 사용자단체와 ｢디지털화, 산업4.0 및 노동4.0｣의 공동선언을 채택
하였는데, 그 선언에는 “디지털화가 고용․숙련․노동시간․임금․건강
등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방식의 대안을 노사합의로 찾는다”는 내용을
49) 디지털 기술혁신과 산업4.0에 대응해온 독일 노조들의 사례 내용은 이문호(2017)
를 주로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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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한편, 폴크스바겐(Volkswagen)이 2025년까지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200만～300만 대(총 생산량의 20～25%에 해당) 규모
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취지의 ｢전략 2025｣를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
따르면 신규 IT 일자리 9천 개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독일 내 2만 3천 개
일자리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3만여 개 일자리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폴크스바겐의 디지털 전략이 안겨줄 노동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금
속노조의 기업지부는 ‘미래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상 해고 금지, 자연감소
및 조기퇴직 유도, 고령자 파트타임제도 활용, 재교육과 전환배치 등을
통해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다는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금속산별노
조는 VW, BMW, 벤츠를 대상으로 모바일 노동의 유급시간 인정과 더불
어 근무외 시간에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한다는 ‘접속차단권리’를 사업장
협약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Airbus 함부르크 사업장에서도 직장
평의회가 독자적인 산업4.0 협정을 체결하여 wearable robot(Exoskeleton)을
cobot 방식으로 도입-시행하는 것과 이에 따른 잉여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자연퇴직 및 직무재훈련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뤄
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독일의 또 다른 산별노조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합서비스노조(Ver.di)
가 디지털화를 통해 얻은 새로운 기술이 ‘공익과 인간 그리고 민주주의’
를 위해 활용될 것을 요구하는 ‘좋은 디지털 노동’을 공식적 대응방침으
로 결정하여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합
서비스노조는 도이치텔레콤과 모바일 노동과 관련된 첫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는데, 그 협약에는 모바일 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직원 자율결정권 보
장, 근로시간 등록/지정의 의무화와 모바일 노동시간의 유급 인정, 모바
일 근무장소의 노동자 선택권 및 사용자 호출권 허용 등을 명문화하고 있
다. 또한, 도이치텔레콤과의 사업장협약에서는 노동시간의 구체적 설정,
연락받지 않을 권리, 작업장 출근시간, 정보보호, 기술설비고장의 대처방
법, 교육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
으로 명기하고 있다. 광산화학에너지산별노조(IG BCE)는 해당 산업의 사
용자협회와 Work@Industry라는 명칭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근무시간․안전보건․경영조직․직업능력개발․정보보호․노동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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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차단권리 등에 대해 협의해오고 있다. 철도운수산별노조(EVG)는 독
일철도(Deutsche Bahn)와 단체협약 4.0의 체결을 위한 노사공동의 작업
그룹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urofound, 2017).50)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에 있어 유럽 대륙국가들과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노조의 대응 역시 분명
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노조들은 기존 산업현장에 있어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문제를 규율하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새
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를 위해 적극
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51) 영미의 노동조합들
이 주되게 문제시했던 플랫폼 노동은 우버(Uber) 운전기사들이었으며,
이들 디지털 특고에 대해 대략 세 가지 전략적 접근 - ① 노동자 지위 인정
요구, ② 독립사업자 지위 인정과 단체교섭 및 조직화 보장, ③ 독립사업자
지위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 -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Collier et al., 2017).
우선, 우버 기사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노총
AFL-CIO 및 뉴욕 Taxi Workers Alliance(NYTWA)와 영국의 일반노조
(National Union of General and Municipal Workers, GMB)를 손꼽을 수
있다. AFL-CIO는 우버 기사들이 노동법상의 노동자라는 공식 입장을 밝
히며 이를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임과 동시에 의회
에 노사관계법상 특고의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운동을

50) 아울러, Eurofound(2017)는 다른 유럽의 노조 사례로서 스페인 노총인 CCOO가 ｢디
지털화와 산업4.0(Digitalization and Industry 4.0)｣ 명칭의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하고 있다는 점과 체코에서 2015년 8월 디지털 시장 발전을 위한 액션
플랜과 2016년 National Industry Initiative 4.0 보고서를 공표하였으며 디지털화
와 자동화에 대한 정책협의를 거쳐 노사정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취지를 담은
경제사회위원회의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51) 물론, 영미권 국가에서도 기존 산업부문에서의 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산별노조의
활동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미자동차노조(UAW)가 Ford와 기술
혁신에 따른 실업자 구제 및 직무훈련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항
공승무원노조가 스케줄 신청시스템 도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승무원의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 보장과 일-여가 양립 안정화를 이뤄냈고, 전미식품상업노조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nion)가 Walmart를 상대로 SNS와 인
터넷을 활용하여 전국 영업망의 조직화를 시도하였던 점들을 꼽을 수 있다
(Stone, 2017; Woo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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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고 있다. NYTWA 역시 우버 기사들의 택시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
하며 노조 조직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또한, GMB는 2016년 7월 UBER를
상대로 런던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우버의 사용자성과 우버 기사
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무제공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최저임
금과 근로시간기준(예 : 유급휴일, 상병-사고 보상)의 법적 적용을 강조하
였다(Grass & Weber, 2016).
두 번째 접근유형에 해당되는 노조 사례로는 우버 기사들에 대해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수용하여 단체협약 체결
을 요구하였던 시애틀 소재의 Teamster 117지부, 독립사업자의 독자적
교섭단위(Independent Drivers Guild) 구성을 인정받기 위해 뉴욕 시와
우버협약을 체결한 전미기계공노조(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우버 기사 대상의 별도 교섭단위 구성
에 대해 지자체당국과 협상하다가 지방법원의 노동자성 부인 판결로 좌
절되었던 북부 캘리포니아지구 Teamster 위원회, 그리고 연극예술 분야
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숙소 제공, 건강
및 연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과 개인별 고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
섭을 시도하였던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Collier et al., 2017; Stone, 2017). 우버 기사의
독립사업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버 기사를 대상
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관련된 개별 상담지원과 Portable 복지플랜을
마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지급과 산업안전 관련 소송을 대행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미국의 직종노동단체인 Freelancers’ Union과 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lliance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노조의 뉴
욕본부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함께 하라’라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며 우
버 기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조직규모의 확대
에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tone, 2017).
한편, 미국에서는 우버 운전기사들이 독자적인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2014년 가을 뉴욕 시 수천 명 기사들이 수당가격 인하에 반발
하여 운전거부 및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수당가격의 재인상이라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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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슈퍼볼(Super Bowl)을 개최하였던 San Francisco
지역의 우버 기사들 역시 그 시합기간에 보이콧을 단행하였으나 다른 우
버 기사들과 일반 시민의 무관심과 새로운 기사들의 추가 유입 등으로 인
해 별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일도 있었다(Collier et al., 2017). 노동중개
플랫폼의 성공 모델로 크게 성장해온 우버를 상대로 영미 노동조합들의
다양한 지원활동과 이들 디지털 특고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집단행동이 전
개되는 가운데, 법원과 지자체 당국에서 우버의 사용자성 또는 우버 운전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심판결과가 연이어 제시되기도 하였다. 미
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와 지방법원이 2015
년에 Uber와 Lyft에 대해 여객운수의 노동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적 회
사로 기능한다는 주장을 인정치 않고 우버 기사의 인력을 활용하는 운수
회사라고 사용자성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Stefano, 2016). 또한, 뉴욕
시 노동위원회는 2016년에 우버 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NYTWA의 준조합원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성문계약과 체불방지 벌금
부과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시애틀 시위원회 역시 우버 기사들의 노조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행정지침을 공표하여 이들의 배타적 운
전자대표(exclusive driver representatives) 선출과 교섭활동 수행을 허용
해주어 미국 상공회의소로부터 반독점법과 노사관계법 위반 이유를 들어
제소되어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Stone, 2017). 영국에서도 고용
위원회(employment tribunal)가 우버 운전기사들에 대해 노동자의 지위
를 인정하여 최저임금․휴게시간․휴일급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정
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우버를 상대로 전통적 운수사업자로 인
정하여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EU 법원에 제소하였다.52)

52) 스페인에서도 UGT와 CCOO의 산별노조가 노동법 위반의 인력활용을 이유로 우
버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2014년 가을 마드리드 소재의 상법원(Commercial Courts)에서 우버가 택시기사에 위해한 부당경쟁에 간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스페인에서 사업을 중단하도록 판결하였다(Grass & We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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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맺음말 : 요약과 시사점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피할 수 없는 기술혁신의 흐름으로 경
제․산업구조와 더불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
서 이로 인해 노사 간에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해외노조의 대응전
략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 기술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견되는 노사관계 차원의 주요 쟁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인력에 대한 기술 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
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
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여부
-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지속학습에 대한 지원
-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개선53)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이상의 쟁점들에 대해 국가 또는 산업 및 지
역의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다양
하게 표출될 수 있으며, 특히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된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쟁점에 대한 사회적 대화 또는 노사 간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적잖은 노사갈등 비용을 치르게 됨과 동시에
디지털 혁신에 따른 미래 위협에 사전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노동문
53) Devin(2017)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규제권력 재편에 대한 핵심적 문제로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자들의 단
결권과 노조 대표권을 어떻게 보장/강화할 것인가, (둘째), 정보의 관리감독과 사
용자 감시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셋째) 거대 기술지배 사업
자 및 플랫폼 서비스기업에 대한 규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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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국가적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
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독일의 모범적 사례에서 잘 보여주듯
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노조
의 정책 ‘형성’ 전략이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 적극 모색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4.0에 대한 사회적
대화나 산별교섭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예상 문제와 폐해를 종합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Inclusive and integrated approach, Kochan & Dyer, 2017)이 요망된다. 아울러, 시급한 정
책과제로는 디지털 특고 및 간접고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중기
적으로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현실화되는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판도 변
화에 대응하여 일할 공간과 시간 및 작업방식 등에 대한 노동자 주권을 제
도적으로 명확히 세우기 위한 정책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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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4차 산업혁명과 시민의 노동 인식

제1절 우리는 불안하다

4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4.0(industry 4.0)의 개념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21세기 초반부터 연구되어왔던 개념이지만, 한
국 사회에는 갑작스럽게 유입되어 이에 대한 개념이 채 정립되기 전에 유
행처럼 번진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많은 추측과 예
견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기계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대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나 행동을 규
제하거나 지배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혁
명이라는 용어는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에 의한 자
본주의의 출발을 1차 산업혁명이라 명명한 데서 기원하고 있으며, 2차 산
업혁명은 1800년대 후반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사건을 의
미하며,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
이 본격적으로 산업기술과 접목되면서 산업 전반에 혁신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자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해 정보화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세계를 창출하게 된 일과 삶에 있어서의 전면적 변화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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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었다. 그동안 인간의 고유한 사고
의 영역이 발현된 게임이라고 여겨져 왔던 바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세돌 9단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파고와의 대국이 알파고의 일방적인 승
리로 끝나자 불안감이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인간과 기
계, 혹은 더 나아가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사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들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논의 없이 거대 자본과 기업에 의한 급격한 기술변동으로 세상은 빠
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신기술이 펼쳐 놓을 새로운 현실을
먼 미래 또는 다른 세계의 일로 치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부족
한 정보와 서로 모순되는 예측들의 난립으로 인해 혼란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편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낙관하
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가 초래할 정치사회적 영
향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 경고한다. 물론 두 가지 상반된 예측 모두 정확
한 자료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철학적, 담론적 수준에서
의 기대 또는 우려일 뿐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조차도 동의하는 부분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존
일자리들을 없앨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개인적 및 사
회적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급격한 기술변동은 자본과 노동의
제약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
이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실종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학력주의(credentialism)의 견고한
지원으로 가능했던 대학 졸업장 취득 후 취업이라는 생애주기 공식에 균
열이 발생하고, 이러한 전면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또는 적응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변화에 접근하면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
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절실함이 읽힌다.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이를 주도하는 쪽에 속하면 밝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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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의 이면에는 여기서 뒤처지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
라는 불안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이 상용화된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해 왔다.
즉 인공지능과 가상현실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거대한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갖게 한다.
그렇다면 기술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무비판적으로 좇아 변화의 흐름에 오를 것을 강권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4차 산업혁명과 관
련된 전문가가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즉 거시적 변화의 결과를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전면적 변화를 현
실로 받아들이고 대비하게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
업혁명 담론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일반 시민들이 급격한
기술변동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사회적, 정책적,
개인적 수준에서 대응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접근
은 전문가들이 설정한 목표에 동의하고 이를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는 개
인들이 존재할 때만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사물이 연결
되는 새로운 세상에서 개인은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며 부속품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술변동으로 인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에게 맞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시민들의 4차 산업혁명 수용의 수준과 방식,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
지 파악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람들도 진화하고 변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학
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박성원, 2016).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인
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성을 다룬다. 우선 기존 조사결과를 통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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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로부
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급격한 기술변동이 가져올 변화 중 특히 어
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추측해본다. 그리고 트위터를 활용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문제들
과 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직
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 경제, 복지 등과 같은 주제
에 초점을 둔다. 이와 동시에 트위터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T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몇 개의 토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본다.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불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감은 로봇이나 관련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
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적 정
의가 이루어지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구체화될수록 불안감 역시 보다 구
체적인 형태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재단이 2017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80% 이상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을 인
지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이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최민재 외, 2017). 또한 4차 산업혁명 하면 연상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꼽는다(그림 6-1 참조). 그다음으로 많이
연상되는 단어는 IT 기술, 로봇, 자동화, 실업, 일자리 등의 순이다.
인공지능, IT 기술, 로봇, 자동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이들이
향후 산업구조의 노동시장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는 노동과
직업의 의미와 속성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확실한 것은 4차 산
업혁명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고, 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없어질 일자리와 새로 등장할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듯, 4차 산업혁
명과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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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4차 산업혁명 하면 연상되는 단어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17년 4월 18～21일, N=1,041).

망 직종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흥미로운 사
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
한 교육 관련 정보,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정보, 사회구조 변화 관련 정
보 등이며, 이는 모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 또는 불안감과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이다(최민재 외, 2017).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을 촉진한 계기는 아마 2016년 1월 열린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임박해 왔다고 지
적하면서부터일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710만 개
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
한다. 시장전문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인공지능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면 전체 직업의 3분의 1이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
측했다.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궁금하지만 속 시원히 이를 설명해주는 정보는 없고 지
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는 가치가 없어질 것이란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신기술에 대한 근접성과 적응력에
따라 양극화와 불평등의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영화 터미네이터3에서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의 감염으로 인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핵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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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공격해 멸망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거나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처럼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인간-로봇 관계와 인간의
정체성 혼란 같은 문제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감은
급격한 기술변동으로 인해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익숙한 현재의 삶에 균
열이 생기고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다.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또는 변화에 적응하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에 대한 염려가 불안감의 핵심이다.

제3절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사람들의 불안감의 크기만큼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실제 우리의
삶에 전면적으로 나타날까? 한국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2020년 전체 업무의 20%를, 2025년에는 45%를 자동
화된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54) 하지만 이러한 대체는 전체 직업
군에 걸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혹은 업무 특성에
따라 대체의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현상이다. 그러나 그동
안의 노동력 대체가 단순 반복 작업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면, 4차 산업혁
명 단계에서는 학습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복잡한 작업 패턴을
스스로 익히고, 새로운 정보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출현하여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성원, 2016). 한국 노동
시장의 경우 2020년 전체 업무의 20%를, 2025년에는 45%를 자동화된 로봇
54) 동아일보(2017. 2. 25), ｢AI 일반화된 2025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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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기덕 외, 2014).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의 기술,
약(弱) 인공지능이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보다 먼 미래에는 인공지
능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강(强) 인공지능 단계에 이를 것이다. 강인공지
능의 출현으로 로봇에 의해 인간 활동이 전면적으로 대체되거나, 심지어 인
간의 사고가 로봇에 의해 제약받는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적 모델은 현재 상
황에서는 상당히 먼 미래의 섣부른 이야기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령 강인공지능이 언젠가 출현하더라도, 현재 사회는 강인공지능의 출현
이전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약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한 문제조차 해결되
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강인공지능
에 대한 개념적 연구도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약인공지능의 노동
시장 또는 직업구조에 대한 파급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은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
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 내 2,000개 업무 중 45%를 자동화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
도 있다(McKinsey Quarterly, July 2016).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인
간 노동력의 대체가 전체 직업군에 걸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 혹은 업무 특성에 따라 대체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직업이 아닌 직업 내 특정 활동이 어떤 영향
을 받을 것인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숙련 기술
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78% 정도가 로봇으로 대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복되지 않는 작업일 경우 대체되는 비율은 25%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55)
또한 직업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도 대체되는 직업이 다를 것으로 예
상된다. 즉 저소득계층에 제공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업
과, 저소득 노동력이 제공되는 분야에서 일자리 대체가 심해지는 반면 고
소득층 계층이 향유하는 재화와 서비스, 혹은 고소득 계층이 제공하는 재
55)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digital-mckinsey/our-insights/
where-machines-could-replace-humans-and-where-they-cant-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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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매우 제한적이거
나, 혹은 이러한 고소득 계층의 이익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빠르게 무인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식
당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저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공항의 자동 체크인 시스템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로부터, 대량생산을 통해 소비되는 대중적 브랜드의 자동차, 옷, 패션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같은 종류
의 산업이라도 고소득층이 향유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동화에 반하는 현상
들이 일어난다.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공항
에서 일등석 라운지의 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들이 추가되고 심지어 자동
차나 패션상품들도 고가의 제품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
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여행, 여가 관련 서비스, 의사, 변호사, 약
사 등의 전문직종 등은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데 아무런 문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로의 이행은 매우 더디게 나타나거나, 혹
은 자동화 기술 자체가 그 직종의 고유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간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특정 직업군, 산업, 계층,
국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집단에서는 실
업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 비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현재보다 심화되는 동시에 불평등의 단계가 훨씬 세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출현으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세분화되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직장 내 불평등 : 데이터 처리 등 단순업무직들의 소멸로 인해 직장
내 직군 간 불평등 심화
- 직업 내 불평등: 직업군 내에서도 소수에 의해 정보와 일자리가 독점되
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특정인 혹은 특정 기업에 부가 편중됨.
- 산업 간 불평등 : 1, 2차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1, 2차 산업 노동자
의 빈곤화 심화
- 계층 간 불평등 :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
고 이로 인한 사회적 압력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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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성비율 변화

- 국가 간 불평등 : 국제적 분쟁, 난민, 노동력 이주 등이 심화되며, 특히
국가 간 불평등은 국제적 분쟁, 난민, 노동력 이주문제 등을 심화
이를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3차 산업의 발달은 2차 산업의 노동
력이 아닌 1차 산업의 노동력 감소를 가져왔다. 즉 3차 산업의 발달에 의
해 2차 산업 종사자들이 3차 산업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에서
실직자가 발생하여 이들이 사회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3차 산업에
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이 제공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았
을 때 인공지능의 발전은 전면적인 대량 실업이 아닌 기존 2차 산업 및 3
차 산업 단순직종의 실업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 3차
산업 단순직종의 실업자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이 글은 급격한 기술변동에 따른 산업별 실업에 대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이 어떤 수준에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한다.
다만 이 글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실업을 강조하
는 이유는 급격한 기술변동과 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 일자리
소멸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
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아래에서는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장 활발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대통령 선거 전
후(5월)의 트위터 전수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급격한 기술변동에 대한 수
용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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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트위터 분석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1. 분석 개요 및 절차
트위터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T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된 트윗들을
몇 개의 토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즉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4차 산업과 일자리, 경제, 복지 등 관심 주제가 어떻게 연관되
어 인식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7년 5월 1개월 동안 4차 산업혁명이 포함된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
여 동의어 및 유의어 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하고, 이를 토픽별로 분류하
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6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토픽별로 트윗
을 분류하고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는 4차 산업,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인공
지능, IT, 빅데이터, 로봇 등이다. 수집된 총 트윗 수는 5만 9,536건이며,
이 중 정제 후 분석 대상 트윗 수는 1만 225건이다. 홍보를 위해 회사가
한 트윗, 뉴스매체의 트윗, 분석 목적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름들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등)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의미가
유사하지만 표현이 다른 단어들은 하나의 대표단어로 통일하여 추출되도록
처리하였다(예, 무인자동차,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그림 6-3] 트위터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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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외국어 또는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
는 단어(예, 0083, 010, clip, cloud 등)와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맛, 몇,
등)도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인 TF-IIDF Index가 0.85 미
만으로 출현하는 단어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TF-IDF Index 기준으로
제외된 단어는 주로 수집된 트윗 전체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4차 산업혁
명)나 관용어이다.56)

2.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트윗은 크게 여섯 가지 토픽으로 분류된다. 4차
산업에 대한 관심(13.0%), 4차 산업시대의 대통령(15%),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불안(20%), 정부와 기업의 대응(20%),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17%),
4차 산업 시장과 일자리(17%) 등이다. 앞서 예측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4
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상반
된 감정의 공존이 트위터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언론
재단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
고 있는 주제는 인공지능과 일자리이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트위터 상
에서 독립적인 토픽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도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 시장,
정책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차 산업
시대와 대통령이 중요한 토픽으로 분류된 것은 트윗을 수집한 시기가 대
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던 때였고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대한 준비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독립적인 토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앞서

56) TF(Term Frequency)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
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
주 사용되는 단어(예, Do)라면 중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F 값이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F(Document Frequency, 문서 빈도)를 측정
하는데, 이는 특정 단어가 몇 개의 문서에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결
론적으로 TF-IDF는 단어 빈도와 문서 빈도를 기초로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에
서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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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4차 산업혁명 주요 토픽(2017년 5월 1~31일)

살펴본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가. 토픽 1.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먼저 첫 번째 토픽인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의 단어 네트워크와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자. [그림 6-5]는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토픽에 포함된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데,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슈가 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의 성장 및 기술발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동그라미
의 크기가 가장 큰 ‘기술’, ‘구글’, ‘알파고’를 중심으로 단어들 간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기사’, ‘인류’, ‘미
래’, ‘세계’, ‘만들다’ 등 4차 산업혁명이 만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알파고’, ‘이세돌’, ‘바둑’ 등이 핵
심 단어들 주변에 위치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알
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촉발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 중심의 ‘대하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세상
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토픽이 구글의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의 대국
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격한 기술변동으로 인해 출현할 미래 사회에 대한
낙관이나 비관 또는 희망과 염려가 교차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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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4차 산업에 대한 관심’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은 인간-로봇(인공지능) 간 관계에 대한 재설정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발 하라리는 생체공학과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 일부 인류
가 나머지를 뒤로 한 채 신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빌 게이츠는
그보다는 낙관적으로 본다. 백신 개발-확산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
듯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요새 갓갓 반바지님과 나노리스트 덕에 인간-인공지능 관계를 생각해보
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준인간 관계이며, 더 나아가 말하면 인
격체 간 예속 관계일 것이다.”

[그림 6-5]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픽 내 연결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은 19개 단어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알파고’, ‘기술’, ‘대하
다’, ‘미래’, ‘시작’, ‘중국’, ‘문제’, ‘세계’, ‘커제’, ‘바둑’, ‘발전’, ‘대결’, ‘이세
돌’, ‘시장’, ‘크다’, ‘인류’, ‘스마트’, ‘만들다’, ‘로봇’ 등이다. 연결중심성은
순수하게 해당 노드가 브로커로서 얼마나 가치가 높은가를 측정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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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토픽 내 연결중심성이 크다는 것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담론의 확산이 이 단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 토픽 2. 4차 산업 시대의 대통령
두 번째 토픽인 ‘4차 산업 시대의 대통령’의 단어 네트워크의 중심을 점
유하고 있는 단어들은 ‘대통령’, ‘정치’, ‘만들다’, ‘미래’, ‘대통령’, ‘후보’, ‘선
거’, ‘전문가’, ‘국민’, ‘뽑다’, ‘대선’, ‘나라’ 등이다. 트윗 자료가 수집된 시기
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급격한 기술변동과 4
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자처하면서, 특히 안철수 후
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 창출을 내세우
면서 유권자들이 이 주제를 대통령 선거와 자연스럽게 연결해 생각한 것
으로 보인다.
물론 트윗 중에는 특정 후보 지지자나 선거 캠프에서 게시했을 만한
트윗들도 다수 발견된다.
[그림 6-6] ‘4차 산업 시대의 대통령’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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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미래준비본부 창업국가위원회 창업 관련 공약 “509 실
천방안” 발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업국가로 성장시킬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 #안철수 #3번… https://t.co/vYi RtzcmB”
“오 맙소사! 실효성을 알 수 없는 학제개편에 대량실업의 요람 4차 산업에
다 우리 것도 아닌 사드 찬성하며 자강안보 모순된 주장의 공약을 보고
32%나 지지한 건가요! https://t.co/lgei5yro2Z”

이 토픽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미래’, ‘대통령’,
‘국민’, ‘후보’, ‘사람’, ‘만들다,’ ‘혁명’, ‘공약’, ‘좋다’, ‘정치’, ‘가다’, ‘세계’,
‘대선’, ‘대한민국’, ‘나라’, ‘통합’, ‘정책’, ‘전문가’, ‘얘기’, ‘선택’ 등이다. 즉
연결중심성이 높은 이러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4차 산업시대의 대통령’
토픽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토픽 3.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림 6-7]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불안’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그림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대하는 반응과, 발전에 의한 변화 또는 역기능에 대한 불안을 표
현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단어들은 ‘쓰다’, ‘사람’, ‘인간’,
‘좋다’, ‘기계’, ‘로봇’, ‘지배’, ‘만들다’ 등이다. 대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단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배’처럼 인간로봇(인공지능) 관계에 대한 염려를 암시하는 단어도 존재한다. 네트워크
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 중에는 ‘재밌다’처럼 긍정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 반면, ‘모르다’, ‘무섭다’, ‘이러다’처럼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 단어들도 있다. 즉 기대는 되지만 무서
운 결과가 초래될 것 같다는 걱정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일자
리 실종과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잘 드러난다.
“기대는 되는데 무섭네요… 인간은 망각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여러 가
지 한계점이 올 텐데 인공지능은 그것도 없고 수명도 없으니 계속해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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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녜요… 지치지도 않을 테니 진짜 무서운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알파고에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인간이 이런 속도로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얻는 게 무엇인가… 엄청난 실직률과 쓸모없
는 인간 현상인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확산
되는 데 매개체 역할을 한 단어를 연결성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
간’, ‘사람’, ‘로봇’, ‘좋다’, ‘만들다’, ‘기계’, ‘오다’, ‘쓰다’, ‘가능’, ‘기술’, ‘가지
다’, ‘많다’, ‘정도’, ‘모르다’, ‘학습’, ‘들다’, ‘나오다’, ‘느끼다’, ‘감정’, ‘인류’
등이다. 이 단어들 중에서 특히 ‘모르다’가 포함된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향후 도래할 미래가 어떤지 그리고
급격한 기술변동이 만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6-7]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불안’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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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픽 4. 정부와 기업의 대응
네 번째 토픽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과 관련된
것이다. [그림 6-8]은 이 토픽 내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데, ‘기술’,
‘미래’, ‘교육’, ‘혁신’, ‘IT 기술’, ‘대응’, ‘과학’, ‘대학’, ‘기업’, ‘변화’ 등이다.
즉 중심에 위치한 단어들로 보았을 때, 급격한 기술변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토픽의 단어 네트워크는 정부기관들의 4차 산업 관련 연구,
세미나, 포럼 소식과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외 없이 아래의 트윗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반
응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창조 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세계적인 기
업들이 선두를 다투는 분야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기업은 정
부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림 6-8] ‘정부와 기업의 대응’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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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과 방향, 그리고 학계의 연구 성과는 무엇인
지, 이러한 전략과 성과가 일자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네트워크의 중심 주변에 일자리 동향과 관련된 단어인
‘육성’, ‘지원’, ‘인재’, ‘금융’, ‘준비’ 등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
해 준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산업’, ‘미래’,
‘기술’, ‘위하다’, ‘교육’, ‘한국’, ‘과학’, ‘전략’, ‘기업’, ‘IT 기술’, ‘연구’, ‘대응’,
‘지원’, ‘혁신’, ‘분야’, ‘대비’, ‘정책’, ‘사회’, ‘국가’, ‘주제’ 등이다. 즉 정부,
시장, 학계의 대응 방향과 성과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증
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 토픽 5.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그림 6-9]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토픽 내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보
[그림 6-9]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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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그림은 인공지능의 특징 및 지능 수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생활이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토픽들과 비교해
명사보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더 많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핵심적인 명사들 - 컴퓨터, 자동
차, 사람, 광고, 문과, 이야기, 이름, 분석 - 과 동사들 - 오다, 알다, 모르다,
좋다, 나오다, 대하다, 그러다 - 이 포진해 있고 그 주변을 이와 관련된 동
사와 명사들이 에워싸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단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과’와 ‘나오다’인데 이 둘은 가까이 위치해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인공지능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문
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문과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동사는 ‘나오
다’와 ‘모르다’이다.
“우연히 만난 인공지능 컴퓨터를 속여 큰돈을 벌려는 사람과,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인공지능의 흥미진진한 두뇌 싸움,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
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더 사람 같다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단어 네트워크 내에 조류독감과 관련된 단어들
이 많이 출현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회자된 유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I에 대해 그려 오라고 과제를 냈더니 문과생들은 모두 조류와 조류독감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유머가 자주 트윗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행사 주제가 AI였는데 문과 애들은 다 조류독감 그려오고 이과 애
들은 다 인공지능 그려왔다고 함”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사람’, ‘알다’, ‘나오다’, ‘오다’, ‘쓰다’, ‘모르다’, ‘얘기’, ‘그러다’,
‘후보’, ‘좋다’, ‘들다’, ‘예측’, ‘결과’, ‘이야기’, ‘맞다’, ‘대하다’, ‘크다’, ‘치다’,
‘이름’,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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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픽 6. 4차 산업 시장과 일자리
이제 여섯 번째 토픽인 ‘4차 산업 시장과 일자리’의 단어 네트워크를 살
펴보자.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물인터넷과 데
이터 기반 시장과 관련된 단어들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미래’도 네트워
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 ‘대체’, ‘창
출’, ‘직업’, ‘새롭다’ 등의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오른쪽 윗
부분에는 급격한 기술변동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몰려
있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토픽의 단어 네트워크는 사물인
터넷의 발달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와 경제에 미
치는 영향, 데이터 분석과 로봇에 의해 일자리나 직업들의 대체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노동의 의미 변화와 노동시
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4차 산업이 자리잡게 되면, 기존 직업군의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직업을
잃게 될 것인데, 과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로구나. 점점 사람이 설 자리는 줄어만 갈 텐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사의 한정된 기억과 지식기반의 치료가 아
닌, 더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의사의 설 자리가…”
“2013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차근차근 준비한 독일은 2015년 노사정이 공
동으로 ‘노동4.0 백서’를 펴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노조가 ‘4차…”

토픽 내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사물인터
넷’, ‘서비스’, ‘미래’, ‘통하다’, ‘정보’, ‘분석’, ‘새롭다’, ‘일자리’, ‘활용’, ‘위하
다’, ‘기반’, ‘시스템’, ‘세계’, ‘플랫폼’, ‘기업’, ‘개발’, ‘데이터’, ‘인터넷’, ‘의
료’, ‘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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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4차 산업 시장과 일자리’ 토픽 내 단어 네트워크

3.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결과
2017년 5월 한 달간 1만 225건을 대상으로 이 글의 관심주제인 일자리
(노동, 직업, 고용, 실업 등), 경제(시장, 빈부, 격차), 일자리에 대한 감정
(좋다, 무섭다), 복지를 중심으로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심어와 다
른 단어가 5개 이상의 트윗에 동시에 출현한 경우 둘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 일자리 주제 연관어
[그림 6-11]은 일자리, 노동, 직업, 고용, 실업 등 다섯 가지 일자리 관
련 주제와 한 트윗에 동시에 출현한 단어들 간 연결을 보여준다. 전반적
으로 ‘사라지다’, ‘줄어들다’, ‘단축’, ‘빼앗다’ 등 부정적 전망과 ‘먹거리’,
‘만들다’, ‘유망’ 등 새로운 직종의 등장과 긍정적 전망이 동시에 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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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자리와 자주 함께 출현하는 단어는 ‘먹거리’, ‘만들다’, ‘기술’, ‘창
출’, ‘혁명’, ‘변화’, ‘미래’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노동시장의 변화
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러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보
다 부정적 태도 또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일자리’ 주변에 더 많이
출현하는 것은 특징적이다. ‘위협’, ‘우려’, ‘대체’, ‘뺏다’, ‘감소’, ‘줄어들다’,
‘빼앗기다’, ‘사라지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모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노동의 의미가 변하고 일자리가 실종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일자리’는 ‘청년’과도 연결되는데 ‘청년’은
‘실업’과 연관된 유일한 단어로, 4차 산업혁명은 청년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
고 이는 곧 청년의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왼쪽에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어는 ‘체제’, ‘중요’, ‘시달
리다’, ‘장시간’, ‘시간’, ‘수단’, ‘끝장내다’ 등이다. 자동화와 로봇의 산업화
에 힘입어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면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는 상황도
[그림 6-11]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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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날 것이라는 희망을 이 연관어들이 담고 있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오
독일까? ‘노동’과 ‘일자리’를 매개하는 단어로는 ‘로봇’, ‘위하다’, ‘단축’, ‘인
간’ 등이 있다. ‘직업’은 ‘일자리’와 ‘사라지다’, ‘변화’, ‘새롭다’, ‘대체’, ‘미
래’ 등이 있다. ‘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은 ‘문제’, ‘해결’, ‘시기’, ‘도
래’ 등으로 급격한 기술변동 국면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
야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나. 경제 주제 연관어
분석 대상 트윗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연관어를 특정하기 위해 ‘경제’,
‘시장’, ‘빈부’, ‘격차’와 연결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6-12]는 ‘경제’
와 ‘시장’이 연결되어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관련어들이 위치해 있음을 보
여준다. ‘경제’와 의미 있게 연관된 단어는 ‘미래’, ‘대안’, ‘활성’, ‘정책’, ‘창
조’, ‘플랫폼’ 등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같은 대안적 형태의 경제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
각도 나타난다. 맞춤교육정보 제공이나 인재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바람도 읽을 수 있다.
“일자리도 세금만 쓰는 일자리 말고 경제에 부흥하는 미래 지향적 창업경
제 일자리 창출이 더욱더 바람직하며 4차 산업에 이바지하는 일자리를 많
이 만들어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내수경제가 살아나 생산소비가 균형에 맞
고 국민소비문화가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경제는
창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 4차 산업혁명, 공유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
“미국 대도시 창업경제지수(Metro Startup Economy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다양한 도시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을 도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직”
“#맞춤교육정보제공 #인재육성기여 #가계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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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 경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는 트윗들이 간헐적으로 존
재하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는 않다.
“솔직히 난 터미네이터 같은 인간vs기계의 싸움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
각하고 인공지능을 소유한 회사나 개인이 모든 것을 독과점하여 더욱 심
각한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게 더 걱정됨”
“정치가 남기는 건 정책과 결과란 생각 땜에 내가 바라는 민주당의 가까운
미래는 메르켈의 기민당이다. 이후엔 잘못 사용함 디스토피아를 앞당길 4차
산업혁명 여파에서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안정을 주도하고 잉여자원배분을
사회안전망에 투자하는 연대주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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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에 대한 감정 : 기대와 불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불안의 감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
고자 분석대상 트윗들 중에서 ‘좋다’와 ‘무섭다’와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
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좋다’와 자주 함께 출현하는 단어들 - 어떻다,
쓰다, 사람, 부분, 발전, 로봇, 나오다, 그러다, 가다, 인간 - 은 향후 로봇이
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들로 볼 수 있
다.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이 출현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반면 인공지능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어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인공지능이 발전돼서 키퍼 없이 크툴루겜 가능했음 좋겠네; 정말이지 인
공지능이 발전하면 법정에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다; AI가 발전되는
건 좋은데 점점 무섭네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산출이 있으려면 무수
한 경우의 수를 인간이 채워줘야 하나 보군요.”
“인공지능 기계와 사람 로봇기계화 사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좋기만
하겠는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내려다 진짜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
람을 흉내내서 사람을 속이는 스토리 좋아함.”
[그림 6-13]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 좋다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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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고양이처럼 길러주는 인공지능 로봇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 대신 치
매 환자를 돌보는 로봇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라. 복지 주제 연관어
복지와 연관된 트윗들은 대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
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6-14 참조). 복지와 직접 연결된 단어는 ‘정
책’, ‘얘기’, ‘사회’, ‘국가’, ‘교육’ 등이다. 정부와 시장은 급격한 기술변동으
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에 힘을 써야 할 것이기 때
문에 사회복지사를 유망 직종으로 꼽기도 한다.
“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유망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 - 서정대학교 아동청
소년보육과 이지복 교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생각해야”
[그림 6-14] 관심주제 연관어 분석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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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민들이 어릴 적 받은 적성검사에 기반
해 취업 주선을 해주고 그렇게 사회복지 비용 재생산을 하는 완벽한 영국
식 제3의 길 아포칼립스 https://t NPR이 선정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종 1위, 사회복지사“
“그렇기에 소득의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편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
다고 생각해요.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미래혁신포럼과 한반도 선진화 재
단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을 주제로 오늘 조찬 세미
나를 개최하였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

제5절 결론과 제언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과정에서 자동화의 전면적인 확대가 이
미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가 예상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분배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 확실시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맞는 분배구조와 원
칙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출현이 요구될 것이다. 이
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과학 전 학문 영역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던질 것이며, 이에 대해 얼마나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느냐가 이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근원이 불분명한 불안감에 압도되
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삶의 가치의 재구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
는 기대와 불안감의 실체를 기존 조사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
함으로써 급격한 기술변동과 관련된 정책들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가령 빅데이터 분석에

제6장 4차 산업혁명과 시민의 노동 인식 161

서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기술변동이 만들 세계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정
보의 부재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거나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을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발견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시장과 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데이터 분석
과 로봇의 실용화에 따른 일자리나 직업들의 출현과 실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궁금해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안감뿐이다. 노동의 의
미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는 학계와 정
부가 철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해 우리에게 제시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는 미래지향적이어
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와 같은 대안적 형태의 경제체
제를 추구해야 하고 맞춤교육정보제공이나 인재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
화해야 한다는 바람이 분석을 통해 확실히 드러난 점은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도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시
장이 일반 시민에게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라고만 재촉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거나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
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함을 말해준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급격한
기술변동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에 힘을 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유망 직종으로 꼽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감은 로봇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시작되
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산업구조의 변
화가 구체화될수록 불안감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변화
해 갈 것이다. 즉 강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개개인의 실제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평등의 심화, 즉 로봇과 인간 간의
갈등이 아닌 로봇을 가진 자와 로봇을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의 형
태를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 우선 필요해 보이는 사안들 몇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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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시에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복지
제도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
로 일괄적인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다. 특히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 국내외에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본소득에 관련된 주장들은 이론적 정당성이나 실현가능
성에 대한 논의 없이 경험적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특
히 기본소득을 현재의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당 등의 사회적 약자에
게 주어지는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지
를 받기 힘들며, 오히려 기본소득을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
연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국에
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는데 특히 기본소득
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은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
어야 할 주제이다.
로봇세는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이에 대한 근
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 역시 몇 가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로봇의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
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로봇의 대수 혹은 노동 대체율 등 여러 기준
중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싱가
포르를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분담금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로봇세가 현실화되면 로봇으로 늘어난 생산
성을 산업에 재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가 혹은 노동자를 재교육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
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비숙련 혹은 반숙련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
고 있으며, 이들 직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성이 매우 높
은 직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 문제 및 한국인 노
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로봇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부

산업별 사례연구 :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동세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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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이 글은 디지털 기술진보의 시대에 노동이 갖는 의미와 노동과정에서
의 변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대응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
야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새로운 의료기기와 진단장비 도입, 정보기술
(IT) 등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기술진보가 노동이 구체적으
로 조직되는 방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축적된 현
재를 읽고 노동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기술진보에 관한 논의는 주로 ‘기술’에 초점을 두
고 있다. 기술진보의 범위와 양태, 그러한 기술진보가 가져올 의료 패러
다임의 변화를 주로 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opol(2012)은 생리학(무선
센서), 생물학(게놈), 해부학(이미징), 전자건강기록과 의료 정보기술, 인
간 데이터 수집 융합 등의 데이터 캡처링 능력이 의료분야의 ‘창조적 파
괴’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진보와 일자리에 관한 논의도 진행
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혹은 새롭게 창출될 일
자리의 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지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조직하는
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그 상호작용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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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단지 일자리 양
의 증감, 대체가능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기술’과 ‘인간’이 의료서비스 제
공 과정에서 어떻게 조우해 왔는지, 앞으로 그 방식은 어떻게, 어떤 방향
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질문과 관점

이 글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네 가지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기술진보가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미칠 영향이다. 그동안 의료
서비스는 치료와 진단 중심이었으나 유전체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
석 등은 정밀의료와 예방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실제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측
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치료와 진단 중심
의 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술진보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
을 과감하게 보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의 역할이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진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때문에 의료
진과 환자의 관계가 불평등한 분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 ‘구글 환자
(google patient)’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나와 같은 환자들(Patient like
Me)’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과 사이
트를 통한 질병 관련 정보와 의견 공유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병원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던 정보 비대칭성 역시 약화될 수 있다. 이
는 의료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의학적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일반 소비자
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주도의 의료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Topol, 2012).
둘째, 의료서비스 노동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핵심 특성
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Lovelock
(1983)의 분류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서비스 활동의 대상이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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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람’이고, 유형에 가시적 변화를 주는 활동이다(표 7-1 참조). 이
유형에 속하는 여객운수, 뷰티살롱, 음식점, 미용실 등과 비교할 때 보건
의료는 특히 ‘인간의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서비스라는 점
에서 더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감정교류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미래사회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직업으로 간호사가 꼽히기도 한다.
셋째,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 활용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즉, 인간의
노동과 기술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다. 아래 자세히 서
술하겠지만 기술진보가 병원산업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가
능성이 높은 일자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일자리, 새롭게 창출될 일자
리 등의 구분법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병원산업 내 일자리
총량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신규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
을 제기하는 논의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관점을 약간 달리하
여 기술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진보에 따
라 기계에 의해 100% 대체되어 사라질 일자리도 물론 있을 것이다(기술
대체형).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력 제공과정에서 (인간의 인간을 향한) ‘감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에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 기계(기술)와 인간 간의 협업 가능성(기술친화
형)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넷째, 개개인의 의료기록 등 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것이다. 환자들
의 상태를 확인하는 공간도 ‘병원 내’ vs. ‘일상생활 공간’ 등과 같은 구분
이 필요 없이 시공간적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고, 축적된 기록들을 분석하
<표 7-1> 서비스 노동 유형에 대한 이해
사람
유형
무형

물건

보건의료, 여객운수, 뷰티살롱, 헬스클 화물운송, 설비 수리 및 점검․보수,
럽, 음식점, 미용실

건물청소, 세탁, 정원관리, 동물병원

교육,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극장, 박
은행, 법률서비스, 회계, 증권, 보험
물관

자료 : Lovelock(198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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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법도 고도로 전문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진보가 보건의료 서비스
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노동과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절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의 현
황과 의의를 살펴본 뒤 4절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의 양과 성격의
변화를 전망해 본다. 이어 5절에서는 우리나라 종합병원 3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사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 기술 축적
과 진보의 현황과 의의, 기술진보가 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의 의미와 현황,
전망을 요약하고, 이것이 일자리의 양과 질, 노동과정 등 전반적인 고용
관계에 미칠 영향과 노동진영에서 대응을 모색할 때 고려할 지점 등을 정
리한 뒤 글을 맺는다.

제3절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의 의미와 현황

보건의료 분야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기술이 실제 의료서비
스 제공과정에 널리 적용되는 분야도 드물다(최윤섭, 2015). 인간의 생명
과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인 만큼 투자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진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영역
을 규정하는 경계를 허물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환자의 이동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산업의 국경이라는 개념도 변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로봇
수술이나 원격 모니터링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정현학 외, 2016). 또한 의료에는 유전체 분석과 같
은 생명과학 관련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
팅, 3D 프린팅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함께 접목됨에 따라 디지털 기
술과 의료의 경계 역시 허물어지고 있고 이는 의료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최윤섭, 2015).

제7장 산업별 사례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169

1.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57)
의사이자,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은 의학의 미래에 관한 저서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우리말로는 ‘청진기가 사라진다’로 번
역됨) 저자인 에릭 토폴(Eric Topol)은 근래에 일어난 여섯 가지 기술적
진보(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도구들, 시퀀싱, 소셜네
트워크)의 ‘거대한 융합’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융합의 사례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림 7-1 참조).
“DNA를 분해하여 규명하는 일에서부터 세계 곳곳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즉시 친밀하게 연결하는 놀라운 기술까지의 특별한 성취들은, 디지털이 초
래할 수 있는 의학의 파괴 현상의 기초를 부지불식간에 이미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학 분야에서 이와 같은 상전벽해를 염두에
둘 수 있을 정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가져본 적이 없다. 하지만 충분한 인
프라와 함께 인간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의 출현으로 인해, 우
리는 보건의료의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필연적이면서 영구적인 변화를 유
발할 둘도 없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Topol, 2012: 42)

Topol(2012: 46～66)은 ‘C’와 ‘D’로 시작하는 몇 가지 키워드로 현재 진
[그림 7-1] 앞으로 의학에 큰 영향을 끼칠, 지난 40년간의 6대 디지털 진보의 시점

자료 : Topol(2012), p.43.

57) 아래 내용은 Topol(2012: 46～66)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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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융합, 그것이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을 언
급하고 있다. 먼저 언급할 C는 끊임없는 연결성(Constant Connectivity)으
로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나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곳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급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과거 일방향적, 중앙 집중적이었던 정보의 생
산과 배포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협업/협력(Collaboration)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또한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세계를 열어 실시간 두뇌 트러스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
람들의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의 흐름이 개인-개인,
네트워크-네트워크, 개인들-네트워크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Customized Consumption)58)
를 촉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수십만 서버들
의 집합체로 컴퓨팅 관련 인프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C’들의 축적된 결과는 이제 ‘D’와 만난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도 맞닿아 있다. 없어지고 대체되는 것들이 생겨난다. 몰
락과 파괴(Disruption and Destruction)의 시대다. 몰락하는 뮤직스토어
들, 넷플릭스 등에 의해 대체되는 비디오 대여점(블록버스터 같은), 온라
인 서점 부상에 따라 쇠퇴하는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뉴스로 줄어드는
종이신문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 홍수같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Dealing with A Data Deluge). 디지털 기술발전의 속
도, 예컨대 DNA 시퀀싱의 처리속도와 비용은 무어의 법칙59)을 훨씬 뛰
어넘는다. 이는 곧 데이터가 주도하는 문화(The Data-Driven Culture)를
만들어내고 있다. Topol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가 의료현장에 미
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학이 매우 변화를 싫어하는 반면에, 디지털 의학과 관련된 요소들은 개
58) 대표적으로 음악산업을 꼽을 수 있다. 레코드판과 CD 시절에는 공급자가 일방적
으로 결정한 곡과 순서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악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체 음반을 구매하지 않고 특정한 음원만을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다. 그야
말로 초개인화가 가능하다.
59) 고든 무어의 1965년 연구에서 주장된 것으로, 18개월마다 디지털 기기의 능력이
2배가 된다는 것이다(Topol, 201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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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정보들을 모두 디지털 정보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능력은 필연적으로 미래 의학의 모습을 탈바꿈시킬 것
이다. 의학이 디지털 기술을 회피하는 시대에서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시
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방향 선회가 임박했다는 전망은, 결국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들이 이미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Topol, 2012: 64)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
르다고 한다. <표 7-2>는 보건의료 분야에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
<표 7-2> 보건의료 분야에서 산업혁명의 티핑포인트가 발생할 기술
기술

티핑포인트

사례

사물
인터넷

- 당뇨 디지털 코치 : 영국 NHS는 HP와 협력하여
웨어러블 센서 및 IoT 기기를 개발, 테스트베드
2022년, 1조 개의 센 사업을 실시
서가 인터넷에 연결 - 기술통합 건강관리 : 영국 NHS는 치매환자를 대
상으로 가정에 IoT 기기를 설치 모니터링하는 시
범사업 실시

웨어러블
인터넷

2022, 세계인구의 10% - 스마트 셔츠 : Heddoko, Hexoskin, Ralph Lauren,
가 인터넷이 연결된 Cityzen Sciences, OMsignal 등의 다양한 기업에
의류를 착용
서 심박, 호흡, 근전도 등을 측정하는 의류를 출시

이식기술

- 이식형 피임기구 : 빌게이츠 재단은 외부 원격제
어로 동작하는 이식형 피임기구 프로젝트를 지원
2023년, 최초의 이식
- 캡슐형 비만감시 기구 : 비만환자의 지방수준을 모
형 모바일폰 상업화
니터링하고 ‘배부름’을 느끼는 물질을 생성시키고
삼킬 수 있는 캡슐을 개발 중

새로운 시각 2023년, 안경의 10% - 구글 글래스 : 수술 시 환자 정보를 즉각적으로
인터페이스 가 인터넷에 연결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주머니 속의 2023년, 90%의 사람 - 보건의료 콜센터, 무료 응급전환 서비스, 응급상
슈퍼컴퓨터 이 스마트폰을 사용 황, 모바일 원격진료 등에 활용
2024년, 가정용 기기
커넥티드홈 가 가정 내 인터넷 트 - 치매환자의 가정 내 모니터링 등
래픽의 50% 이상 차지
인공지능과 2026년, 기업 이사진 - IBM Watson의 암 치료 수립 보조가 시행되고
의사결정
에 인공지능이 등장 있으며 추후 피부암 진단 등도 프로젝트 진행 중
로봇과
서비스

2021년, 미국에 로봇 - 제약에 사용되는 다양한 로봇이 개발 출시되어 있
약사가 등장
으며 일본의 경우 노인 돌봄을 위한 로봇을 개발

3D프린팅과 2024년, 3D프린팅으 - 현재 인체의 뼈조직 대체 및 모의 수술 용도로
인간의 건강 로 제작된 간이 이식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 활용
자료 : 정현학‧최영임‧이상원(201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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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의 유형과 실제 활용사례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당뇨나 치매환자 관리, 입기만 해도 심박수나
근전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셔츠, 외부 원격제어로 동작하는 이
식형 피임기구, 커넥티드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매환자의 가정 내 모
니터링 등이 조만간 상용화될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된다.

2. 정밀의료․예방의료 구현
이처럼 기술진보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진보에 따른 의료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검
토하겠다. [그림 7-2]에서와 같이 치료 및 진단 중심의 의료서비스(질병
발생 후에 이에 맞는 증상치료와 질병의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에서 정
밀의료와 예측의료(모니터링 데이터와 유전체 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환자 유전자 등에 적합한 최적의 치료와 질병 발생을 예측한 관
리가 가능한)로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정현학 외, 2016).
비슷한 맥락에서 최윤섭(2015)은 미래 의료의 발전방향성을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구현과 예방적 의료(preventive medicine) 구현 등 두
[그림 7-2] 의료서비스 발전 예상

자료 : 정현학 외(201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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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밀의료는 치료효과 극대화와 부작
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환자마다 생물학적인 특성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치료법이나 약, 음식에 대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차별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방적 의료는 개별 환
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발병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
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을 통해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patientsgenerated data)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예방적 의료를 구현할 수 있다.
기술진보에 따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지고 정확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폭넓고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
망된다. 정리하면, 미래 의료의 발전 방향성은 환자의 특성에 맞는 더 정
확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는 한편 질병이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최윤
섭, 2015). 이때 핵심은 데이터의 축적 방법과 분석 기술이다. 이미 IBM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암 환자 진단, 유전체 분석, 전자
의무기록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3.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장비60)
가. 인공지능과 로봇
이미 보건의료 분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기기)도 증가하
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용 로봇이다. 흔히 다빈치(da Vinci)로 알려
져 있는데, 최소 절개를 한 뒤 환자의 몸속에 로봇 팔을 삽입해 콘솔에서
60) 보건의료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과 장비 관련 내용은 주로 Topol(2012)
을 참조하였고, 한국 사례는 각 사례는 보건의료 분야 인터넷 언론 ‘라포르시안’
과 ‘데일리메디’의 기사를 주로 참조하였다. 참조한 기사들은 각 장비 및 기술을
소개할 때마다 링크 주소를 첨부하였다. 각 병원별로 최근 도입된 신기술(기기)
은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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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로봇을 제어하면서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2005
년에 국내에 처음 공급되었는데 2016년 5월 기준으로 도입 대수가 58대
(전국 45개 병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같은 시기 총 3,597대가 공급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61) 국내 업체가 개발한 수술로봇시스템 레보아이
(Revo-i)62)도 있다. 2017년 8월 허가되었고, 다빈치와 유사하게 4개의 로
봇 팔을 이용해서 절개, 절단, 봉합 등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왓슨(IBM Watson for Oncology)’도 대표 사
례 중 하나다. 왓슨은 성별, 나이, 검사결과 등 환자 정보를 입력받은 뒤
의학저널, 의학교과서, 각종 의료 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등 매일 쏟아지
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각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한다고 알려진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말 가천대 길병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2017년 6월 말 현재까
지 총 5개 병원에서 왓슨을 도입하였다. 지금도 왓슨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서는 왓슨을 이용한 암환자 진료의 정확성,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실제 암환자를 대상으로 왓슨의 진단과 다학제 진료팀의 진
단 일치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진단 정확도 90% 이상’이라는
IBM과 이 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병원들의 주장과 달리 암질환 종류에 따
라 일치율의 차이가 컸고, 특정 암에서는 아주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63)
환자의 병원 방문 전 상담부터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하루 24시간 지
원하는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진료예약이나 길찾기, 주차지원, 진
료순서 안내와 같은 외래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챗봇은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서비스가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쌍
방향 서비스이고, 병원 내 축적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외래 환자를 위한
61) 라포르시안(2016. 7. 4), ｢다빈치 수술로봇 전세계 3,400여대 공급… 국내엔 58대
달해｣,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60.
62) 라포르시안(2017. 8. 3), ｢다빈치’ 독주 제동 걸리나… 식약처, 국산 수술로봇 ‘레보
아이’ 허가｣,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44.
63) 라포르시안(2017. 6. 15), ｢미국서 모셔 온 ‘닥터 왓슨’, 한국 암환자 진료엔 아직 서
투르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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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뿐 아니라 증상에 대해 궁금한 점, 적합한 진료과 추천, 본인
상태에 따른 필수검사 안내, 치료 후 관리, 처방약의 성분과 기능, 입원
및 응급실 환자지원, 질환별 관리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64) 3D 프린팅도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치
과치료가 대표적이다. 3D 스캐너로 스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계별 모
델 3D 프린팅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일반 보철치료뿐 아
니라 치아교정용 투명교정장치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가 ‘정확성’ 확보를 통한 ‘환자안전’을 지
향한다고 할 때 인간의 실수와 오류를 극복하고 취급과정에서 위험을 줄
일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약사업무다. 의사의 처방전에 기반하여 각 환
자에게 투여될 약품을 종류별로, 투여량별로 구분하여 약통에서 꺼내 약
봉지에 담는 일은 이제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수행할 정도로 진
화하였다. 이 약봉지는 다시 배송로봇(혹은 드론)을 통해 간호사에게 전
달되고 간호사는 약봉지에 부착된 바코드와 환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바
코드가 일치하는지(identify), 투약시간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해
당 환자에게 투약 안내를 하게 된다.
Ford(2015)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약국은 매일 약
을 1만 건가량 처방하지만 약사는 약병이나 알약 하나도 만지지 않는다.
거대 자동시스템이 약 보관, 포장, 약품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자
동화된 시스템은 통계적으로도 인간보다 실수가 적고 독성 화학약품과 같
은 위험 물질을 다룰 때에도 위험도가 거의 없다.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
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 9월 삼성서울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조제 로봇’을 도입하여 암병원의 항암 주사제 조제 업무에 투입하였다.65)
약사 업무에서 기술진보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17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에 위치한 라시드 병원은 로봇약국을 설립하였다.66) 의사가
64) 라포르시안(2017. 9. 26), ｢경희의료원, 환자 문의에 답해주는 ‘인공지능 챗봇’ 개발
추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37.
65) 조선일보(2017. 1. 16), ｢왓슨 쇼크… 10년 뒤 우리 동네 약사님은 로봇?｣, http://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0188.html(accessed 24 Oct 2017).
66) 로봇신문(2017. 1. 19), ｢아랍에미레이트, 로봇 약사 최초 도입- 두바이 ‘라시드 병원’에
스마트약국 등장｣,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4
(accessed 24 O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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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처방전)를 생성하자마자 로봇이 처방전대로 조제를 한다. 1분 이
내에 12개 처방전을 처리할 정도로 속도도 빨라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
였을 뿐 아니라 잘못된 약물처방 가능성도 거의 배제하였다.
약사 업무에 도입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인간
이기 때문에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다.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약사의 실수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 도입 등을 통한 자동화시스템은 오류 발
생 가능성을 거의 배제함으로써 정확성을 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험약물 취급이나 독
성이 강한 암 환자용 화학요법제 등을 조제, 제약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위험 가능성도 일정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을 위험으로 보
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로부터 배제한다는 측면 역시 갖고 있다.
나. 무선센서
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몸 상태에 관한 데이터다. 몸의
기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에릭 토폴은 “(의사들이) 더 많은
(몸의 기능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를 원하지 않아서라 아니라 지금까지는 얻
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Topol, 2012: 134). 그런데 시대는 달라졌
다. 센서 내장형 도구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세계, 즉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의해 의학은 혁명적 변화를 맞고 있다(ibid.: 136).
무선 의료는 2000년대 말 피트니스 및 건강 분야에서 태동하기 시작하
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위팅스(Withings) 와이파이 체중계를 활용하여
체중과 지방량, 근육량,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된 데이
터를 아이폰으로 받고 SNS에 올릴 수도 있다. 사람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변화하여 저장하는 기기나 손목에 차는 센서만으로 인간의 정서적 각성
정도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도 개발되었다. 헤드밴드에 부
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수면 중 뇌파를 측정하는 의료 모니터링 장치도 있
다. 앱과 센서 기술의 발전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혈당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수시로 자신의 상태를 쉽고 간편하게 체크하고 피드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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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형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피부에 부
착하는 패치를 활용한 심장박동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결합된
센서에 양쪽 손가락 하나씩을 대기만 하면 심장 박동이 실시간으로 측정
및 기록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에릭 토폴은 “원격 센서의 발달이 이미
존재하는 화상 채팅과 결합될 경우, 외래 진료는 점차 가상공간에서의 진
료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쓰고 있다(Topol, 2012: 159).
다. 이미징
영상의학 분야는 기술진보가 가장 빠른 영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 X-ray
에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PET-C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검사와 CT의 결합),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영상기술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X-ray와 CT, PET-CT는 전자에, 고주파와 자기장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MRI는 후자에 속한다(Topol, 2012). 자기장을 이용하더라도 기술진보에 따
라 예컨대 PET-CT Discovery IQ는 방사선 피폭량을 기존 PET-CT보다
40% 이상 적게 하면서도 환자의 호흡이나 움직임으로 인한 오차를 보정할
수 있고, 검사시간도 기존 장비보다 4배 이상 짧다.67) 영상 촬영에 사용되
는 이러한 기기들은 대부분 크고 무겁고 고가여서 휴대하거나 실시간, 무
선 디지털 장비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 최근에는 휴대용
의료영상기기도 개발되었다. 브이스캔(Vscan)이 대표적인데 3.5인치 모니
터를 통해 흑백 장기영상과 컬러 혈류영상으로 표현되는 몸속 이미지를 비
침습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390g 초경량 스마트폰 크기여서 휴대
하기 용이하다.68) 이 같은 휴대용 고해상도 초음파는 영상기법에서 가장
의미가 큰 발전 중 하나로 꼽히는데, 1816년부터 사용되어온 청진기를 대
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Topol, 2012).

67)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6.
68)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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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 정보
진료기록 관리와 활용 등에서도 기술진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좁게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방식이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시작으로 간소
화되었다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
EMR) 구축을 언급할 수 있다. 지금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 사
본과 보험금청구서를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
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제는 모바일 발급서비스를 통해 간소화하였다. 차
병원은 2017년 7월부터 이를 위한 ‘마이트리’ 서비스69)를 시작하였다. 정
부 차원에서도 교보생명과 함께 블록체인(block chain)에 기반한 실손의료
보험금 자동청구서비스를 구축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수납할 때 보험료 자동청구 의사를 밝히고 개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
사에 보낼 진료기록들을 선택하면 보험금 청구 접수가 완료된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기록된 의료 정보 활용 방안이 간소화된 것으로,
의료기록 관련 분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심은 지
금 의료계가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하는 의료 정보 관리의 혁명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환자 상태에 관한 정보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약물 오류와 같은 의료 오류(medical error)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1999년에 발간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의학원의 보고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
다(To Err is Human))에 따르면 매년 최소 4만 4,000명에서 최대 9만
8,000명이 막을 수 있었던 의료 오류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데, 이 수는
교통사고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많고 에이즈 사망자
수의 6배 규모였다(Topol, 2012). 이러한 상황의 근원에는 환자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때문에 약물의
처방 자체는 물론 용량의 적절성, 알러지 반응체크, 처방과정에서의 실수
69) 라포르시안(2017. 7. 10), ｢강남 차병원, 모바일 이용해 진료영수증․처방전 발급｣,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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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을 위해 환자의 의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MRI(Medical Record Institute)는 의무기
록의 전산화 방법과 그 범위에 따른 발전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최광석 외, 2013).
① 제1단계 : 의무기록의 자동화(Automated Medical Record : AMR)는
현재 병원에서 보험청구 전산화 작업, 환자등록 및 수납, 처방전달시
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 OCS)의 단계
② 제2단계: 의무기록의 전자보관(Computerized Medical Record : CMR)
은 의무기록 보관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형태로 의무기
록 문서를 스캐너 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 형태로 광디스크
나 콤팩트디스크에 보관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
③ 제3단계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 EMR)은 의무기
록의 내용이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단계
④ 제4단계 : 전자의무기록체계(Electronic Patient Record System or
Computer Based Record System : EPR)는 3단계 EMR의 연장선에
있으며 병원 간, 국가 간 정보교류를 하는 단계
⑤ 제5단계 :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 EHR)은 전자의
무기록의 궁극적인 목표로 의료 정보 및 각종 건강관련 정보를 모두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계
의료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는 것의 핵심은 “병원의 차트나 개인의원
의 의무기록으로부터 나온 문장과 파일들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이상적
으로는, EHR은 복잡한 검사 결과, 시술, 수술, 진단용 검사들, 퇴원 요약,
그리고 외래 방문 시 일어난 내용들 모두를 담는 종합적인 파일이어야
한다”(Topol, 2012: 274). 이러한 정보를 담아야 특정 약물에 알러지가 있
는 환자에게 그 약을 처방하지 않을 수 있고, 최신 연구결과가 권장하지
않는 특정 검사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처방된 약물에 대한 환자
의 반응을 태그로 식별하거나 바코드를 이용하여 추적함으로써 투약 오
류를 줄일 수 있다(ibid.: 275). 실제 의료 오류는 의사 지시 단계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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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제실로 전달되는 과정, 간호사의 약물투여 단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료 정보의 전산화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전자기록을 통해 보
완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또
한 추후 임상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한국에서 EMR 도입 비율은 9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의료 정보의 전산화는 실제 기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어느 정도 의료 오류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확신도 아직은 부족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제4절 기술발전과 일자리

신기술(기기)이 일상적인 진료 프로세스에 들어오게 되면 진료하는 방
식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역할 자체도 크게 변화할 것으
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을 하고 처치방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기계로 대체될 부분
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망이다. 환자상태에 관한 데이
터 수집도 ‘병원 내’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
해 원격으로 축적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되면 현재 ‘진료’라 불리는 행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16년 내놓은 일자리의 미
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년 사이 보건의료산
업의 기술안정성은 산업별 평균(65%)보다 높은 71%로 전망되었다. 다만
고용량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평균보다 낮아 기술진보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직업군의 고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되었다(그림 7-3 참조).
이는 아래에 서술하고 있듯이 AI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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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산업별 고용 및 기술안정성 전망(2015～20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6), p.6.

이 보건의료산업에서 확산될 경우 현재 그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사무원,
진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사 등의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대체될, 즉 없어질(줄어들) 수 있는 일자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일자리, 기술진보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 구분법을 적용하여 보건의료산업 내 각 직업군의 미래를 전망해 보
면, 첫째, 기술발전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료사무원, 진료정보관리사, 보험사무원 등이 꼽힌다(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2015, 정현학 외, 2016 재인용). 또한 외과수술, 영상의
학, 의무기록, 의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건강관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도 3D 프린팅, 로봇 공학,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의 발
전으로 부분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로 선정되었다(정
현학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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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로 대표적으로 의
사와 간호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화된 기술이 보급되
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핵심 업무이기 때문이다(한국전자통신연
구원, 2015). 또한 노무라종합연구소(2015, 정현학 외, 2016에서 재인용)는
의료사회복지사, 수의사, 유도 접골사, 소아과 의사, 조산사, 보육사, 정신과
의사, 외과 의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산부인과 의사, 치과
의사 등을 기술진보에 따라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로는(표 7-3 참조) 수술용
나노로봇조종사, 지능형 환자 맞춤약 프로그래머, 닥터 쉐프, 헬스 캐스
터, 스마트VR렌즈삽입안과의사, 수면 컨트롤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
다(박가열 외, 2015). 보건의료 관련 직업들은 바이오기술의 영향으로
2030년에 등장할 직업 가운데 실현 가능성도 높고 사회적 영향력도 높은
직업으로 꼽혔다(ibid.).
<표 7-3> 미래직업별 직무 개요 및 주요 업무
미래직업

직무 개요 및 주요 업무
나노로봇을 이용하여 어렵고 힘든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조종사

수술용나노로봇
조종사

로 수술하기 힘든 종양의 위치를 발견하거나 나노로봇을 이용
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 나노로봇 삽입과 수술을 집도
하는 전문가

지능형 환자 맞춤약 의료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맞춤약 개발자로 의료 빅데이터
프로그래머
를 분석하여 고객별, 상황별 맞춤약을 개발하는 전문가
닥터쉐프

고객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춤음식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전문가

헬스 캐스터

체내이식형 스마트바이오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이오스
탬프 기술을 이용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가

스마트VR렌즈삽입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스마트VR렌즈를 눈에 삽입하는 수술을
안과의사
전문적으로 하는 안과의사
적절한 휴식을 통해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이
수면 컨트롤러

용해 고객의 수면을 조정하는 전문가로 개개인의 맞춤 수면유
도 물질을 개발하고, 체내 이식 센서에 수면 유도물질의 양과
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가

자료 : 박가열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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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실제 인간의 생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룬 영국 드라
마 <휴먼스(Humans, 2015)>는 인공지능이 생활화된 세상에서 어떤 변
화가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있
다. 극 중에서 인간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요리, 청소,
자녀 등하교 지원 등을 맡는 가사도우미 역할도 하고, 말동무를 해주기도
한다. 일정한 시간대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갖다 주고 물리치료를 해주는
간호기능을 장착한 로봇도 있다. 극중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로봇인 아
니타는 자신 때문에 집안에서 존재감을 상실해 가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워킹맘 로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당신보다 아이를 더 잘 돌본다는
건 사실이다. 나는 기억도 잘 하고 화도 내지 않으며 우울해하지도 않는
다.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도 않는다. 더 빠르고 강하며 관찰력이 더 뛰어
나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
비슷한 얘기는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70)에서도 확인된다.
로봇(레플러컨드 제3세대)은 인간과 같은 살점과 피부 조직으로 구성되
고 있고 스스로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감
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간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려
진다. 이를 보건의료 분야에 대입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대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로봇으로 대
체되기 어려운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최윤섭, 2015; Ford,
2015).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인간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와 관
계없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면담내용, B병원 의사). 이렇다 보니
현장 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에서 기술진보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질
제공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불안을 먼저 갖게 된다. 실제 본 연구과정에서 만난 한 면
담자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는 필자에게 “그래서, 제 일자리는 언제쯤
없어진대요?”(A병원 의료기사1)라고 물었다. 마치 “소문의 뒤를 따라 칸
70) <블레이드 러너>가 초능력 외계인을 다룬 영화 <E.T.>와 같은 해에 개봉되었다
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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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므로 온 것보다 무섭고 오지 않는
것보다도 무서우며…”(김훈 <남한산성>)라는 문장에서 서술한 공포와
맞닿아 있는 듯하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감정’이 전제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진보한 기술을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는 결국 ‘인간의 몫’이라는 점이다. 신기술(기기)이 대체하는 일자리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안전을 위한 신기술(기기) 활용 방식의 변화,
인간과 기술의 협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아래 5절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현장 사례연구 내용을 정리하겠다.

제5절 현장 사례 연구

글머리에서 제기한 네 가지 쟁점, 기술진보가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제
공방식에 미칠 영향, 의료서비스 노동의 특성과 기술진보에 따른 변화,
기술적 지식 활용 방안, 의료기록 등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중점으로 이
장에서는 병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사례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각 직군별(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원무과)
로 새롭게 도입된 기술은 무엇인가. 또한 최근, 혹은 앞으로 5년 내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무엇인가. 특정 직군 내에서 업무의 내용, 노
동과정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축소 혹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킨) 기술은
무엇인가. 둘째, 도입된 기술이 자신의 노동과정(노동시간, 노동강도, 작
업조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 노동강도, 노
동시간 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합병원 3
곳을 대상으로 각 직군별(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근속 5～10년차 이
상인 노동자들을 만났고,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였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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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보건의료자원의 특성
현장 사례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
겠다. 병상과 장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은 다른 나라와 견
줄 때 월등히 풍부하다. 반면 보건의료 인력 규모는 현저하게 작다. 2017
년에 출간된 OECD Health Data 2017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자원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OECD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총 병원 병상 수는 11.5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4.7병상)보다 2.4배 많고, 급성기의료 병원 병상 수 역
시 인구 1천 명당 7.3병상으로 OECD 평균(3.7병상)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 두 항목 모두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각각 상위 두 번째로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병상 수에 이어 의료장비 보급률 역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CT(컴퓨터
단층촬영)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7대로 OECD 평균(26.1
대)보다 10.9대 많았고,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6.3대로 OECD 평균인 16.2대보다 약 10대 많았다.
[그림 7-4] 장비 보유 규모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주요 지표
인구 1백만 명
당 CT 스캐너
장비 보유대수

인구 1백만 명
당 MRI 장비
보유대수

연도
2010
2015
2010
2015

비교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수치
■■■■■■■■■ 35.2
▦▦▦▦▦▦ 23.6
■■■■■■■■■■ 37.0
▦▦▦▦▦▦▦ 26.1
■■■■■ 19.9
▦▦▦ 13.1
■■■■■■■ 26.3
▦▦▦▦ 16.2

순위
4/31
6/31
7/29
5/29

주 : 조사년도와 항목에 따라 응답한 국가 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 OECD(2017b).

71) 사례조사에 응해준 A병원, B병원, C병원 관계자들, 사례조사 섭외 협조는 물론
수차례 인터뷰에 응해준 보건의료노조의 이주호 정책연구원장과 상근간부들, 그
리고 A지부, B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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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의료인력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주요 지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 수

연도
2010
2015
2010
2015

비교
한국

수치
■■■■ 2.0

OECD 평균 ▦▦▦▦▦ 3.1
한국

■■■■ 2.2

OECD 평균 ▦▦▦▦▦▦ 3.3
한국

■■■■■■■■■ 4.6

OECD 평균 ▦▦▦▦▦▦▦▦▦▦▦▦▦▦▦▦▦▦▦▦ 9.1
한국

■■■■■■■■■■■ 5.9

OECD 평균 ▦▦▦▦▦▦▦▦▦▦▦▦▦▦▦▦▦▦▦▦▦ 9.5

순위
28/28
31/31
25/27
21/28

주 : 조사년도와 항목에 따라 응답한 국가 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 OECD(2017b).

반면 의료인력의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
로 볼 때, 인구 1천 명당 의사는 OECD 평균의 66.7% 수준, 간호사 수는
62.1% 수준이다(그림 7-5 참조).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는 인구 1
천 명당 2.2명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다(OECD 평균 3.3
명). 임상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1명)인데 한국보다 무
려 2.3배 이상 많다.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역시 5.9명 수준으로
OECD 평균(9.5명)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72)
인력보다는 기계/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건강보험수가 책
정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원
가 대비 75%인 반면 기계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 대비 122～
159% 수가가 책정되고 있다(김윤, 2017). 이러한 현실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높은 이직률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의료서비스 발전이 인력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술 혹은 장비에
대한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병원들이 과도하
게 많은 장비와 병상을 보유함에 따라 과잉검사를 하고 장기입원을 야기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다.
72) 한국의 임상간호사 수 증가율이 2010～15년 사이 28.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간호사 수는 여전히 OECD 평
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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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급자가 수요를 유발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환자 1인당 평균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입원허가를 받고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는 평
균일수)는 16일 수준으로 OECD 평균(8.2일)보다 2배가량 길다. 이런 이
유로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신기술(기기) 도입이 자신들의 업
무량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기기)
도입에 따라 다루어야 할 환자 수가 더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물론 그
속도를 인력 충원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아래에서 살펴볼 왓슨과 다빈치 같은 고가의 장비
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로봇수
술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빈치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은 장비 1대당 구입과 유지보수를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비용 부담은 결국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다빈치로봇
수술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는 2017년 기준 최고 1,400만 원에 이
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물론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이다. 이와 함
께 인공지능 왓슨이 암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할 수 있
을런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한 병원 5
곳73) 모두 서울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기울
어진 의료 환경’을 고도로 발전된 기술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논란대상이다. 쏠림현상을 개선하
는 핵심은 고가의 장비 도입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기 때문이다.74)

2. 신기술․신장비와 인력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기술(기기) 도입에 따른 변화는 일자리 대체와 일자
리 창출로 나눠볼 수 있다. 장비를 다루는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 기

73)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병원, 대구 카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
대병원.
74) 라포르시안(2017. 6. 15), ｢미국서 모셔온 ‘닥터 왓슨’, 한국 암환자 진료엔 아직 서
투르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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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직과 의무기록사 같은 사무직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단순기능직과 사무직은 조금 줄어들
고 있고, 대신 새로운 검사장비 도입에 따라 새로운 인력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장비를 하나 도입했다고 하면 기존 인력의 업무량은 줄
어들지만 그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 필
름을 예전에서 암실에서 현상한 뒤 담당과에 전달해야 했는데 이제는 디
지털 장비로 다 찍고 팩스(PACS75))를 통해 이미지를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필름 현상과 관리에 2명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 이미지 전송 관리자
가 5명이 필요한 거다.” (면담내용, 노조 A병원지부장)

신기술․신장비 도입에 따른 일자리 효과는 긍정/부정이 섞여 있으나
현재로선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일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장비 도입
의 속도만큼이나 장비 운영과 관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마다 환자 1인당 받아
야 하는 검사의 가지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진단의 정확성
확보’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가 과잉되어 있
다고 단순하게 정리하긴 어렵다. 다만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신기술 도입
이 자신의 노동과정을 효율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업무량
증가와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X-ray에서 MRI까지 검사장비는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환자 수가 그대
로라고 하면 장비 고도화에 내 업무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은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환자 한 명당 검사장비가 예전에 1개
에서 이제는 2, 3개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봐야 할 환자 수도 늘어난다. 그
런데 인력 충원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자연히 우리 업무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면담내용, A병원 의료기사2)
“장비 하나에 100억이 넘는 게 많다. 병원 입장에서야 들인 돈만큼 뽑아내
야 하니까 장비 가동시간을 늘린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MRI를
(하루) 24시간 가동한다. 고가의 검사료 때문에. 그런데 보통 MRI 찍을 때
75)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는 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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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한 조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약 1.5명이 한 조인 형태다. 그만큼 사고
날 가능성도 높다.” (면담내용, A병원 의료기사1)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도입이 인력 미충원 문제와 맞물려 노동강도를
증대시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직종별로 하는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초
래되었을까? 아래에서는 신기술(기기) 도입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들도
함께 검토하겠다.

3. 신기술(기기) 도입과 노동과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무기록이나 판독필름 배달 등의 업무는 기술발
전에 따라 자동화 장비로 대체되고 있다. 실제 면담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 해당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노동과
정을 변화시키는 측면도 크다고 하였다.
가. 영상의학
방사선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용 진단장치는
X-Ray에서 CT, PET-CT, MRI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표 7-4 참조).
진단장치의 발전에 따라 해당 진단 부위와 확인할 수 있는 병변도 차
이가 있고, 무엇보다 검사시간에도 차이가 있다. 검사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방사선사가 환자 1인당 검사를 위해 투입해야 할 노동시간을 말한
다. 노동시간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신장비 도입에 따라 요구되는 역
량강화의 측면이다.
“X-ray는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미어터진다. 자연 노동
강도는 세다. 그런데 주로 뼈만 공부하면 되니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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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의료용 진단장치의 발전과 방사선사의 업무
분류

검사원리

특징

비용

X선 투과시켜 인 저렴한 비용,
1만 원
X-Ray 체의 내부 구조 다양한 질환 진
안팎
영상 획득
단

CT

진단부위

흉부, 복부,
30초 이내 골격 등
다양함

평균 15～
X선을 이용해 컴 검 사 시 간 이
4만～20 30초, 전신
퓨터로 재구성한 짧음. 3차원
만원
촬영 시
영상
영상도 가능
10분

질환의 형태적 영
상(CT)과 기능적
PET- 영상(PET)을 동
시에 획득. 병소
CT
의 부위를 더 정
확히 진단

MRI

검사시간

검사시간이
짧음, 종양의
100만 원
조기진단 및
약 20분
안팎
치료평가에
중요

주의사항
X선에 노출될 수 있
으나 미미한 양임

조영제 부작용 가능
각종 폐 질환,
성. X선 노출량이 많
췌장암, 담도암
으므로 단기간 여러
등 소화기관
번 검사하면 인체에
질환, 뼈 부위
해로울 수 있음
소화기암, 폐암,
유방암, 부인암,
뇌암, 갑상선암, CT와 유사
두경부암, 소아
암등

검사시간이
자석과 전자기파
뇌질환,
오래 걸림. X
를 이용해 컴퓨
30만～110
척추질환,
선 사용하지
20～60분
터로 재구성한 영
근육질환,
만원
않아 비교적
상
골관절질환
안전

폐쇄공포증 환자는
검사에 어려움 겪음.
인공심박동기와 인
공내이 이식받은 환
자는 촬영 불가능

하지만 MRI는 환자 한 명 보는데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린다. 단위 시간당
봐야 할 환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정신적 부담은 커졌다. 봐야 할
곳도 뼈, 근육, 인대, 조인트(joint) 등으로 많아졌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한
다. 환자 촬영하면서 병변을 찾아야 하니까. (면담내용, A병원 의료기사2)

1965년 방사선사 면허시험이 시행된 시기만 하더라도 단순 X-Ray 장
치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의료영상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장비
가 도입되었다. 신장비의 도입은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수요 창출
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와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호(방사선사 업무범위)를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표 7-5 참조). 범위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협
회(대한방사선사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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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MRI 촬영을 하고 있는 의료기사

자료 : 2017. 10. 12 A병원 촬영.

<표 7-5>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변화
면허 구분

업무범위

엑스선사 - 진료 엑스선 조작업무

관련법규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2조(1964. 5. 21. 공포)

-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의료기사법시행령｣
-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 제2조(1973. 9. 20. 공포)
-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의료기사법시행령｣
- 의료화상 진단기의 취급
제2조(1982. 10. 13. 공포)
방사선사 -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
-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1989. 4. 4. 공포)

-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
자료 : 임창선(2017), p.2.

현장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진단검사(임상)와 관련한 신기술․
신장비의 도입이 진단의 방법과 범위를 확장시키는 한편 노동과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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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업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 또한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담
당 환자 수 증가와 맞물려 업무량을 일정 부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영상의학 분야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개입 없는 완전 자동
화가 가능해질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 영상처리 기술과 인식 기술이 고
도로 발전하게 되면 의료기사뿐 아니라 영상의학 전문의들의 역할은 줄
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Ford, 2015). 이미 2008년에 한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인 영상전문의가 컴퓨터에 기반한 암 포착 시스
템과 2인 1조로 움직일 경우 두 명의 의사가 각각 영상을 해석했을 때만
큼이나 우수했다(ibid.).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미 기계가 ‘두 번째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다던 한 면담자는 “자녀가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데 졸업 후
에 영상의학과 쪽으로 진출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
였다. 유사한 상황은 드라마 <휴먼스(Humans)>에서 다뤄진다. 시험점수
가 낮아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겠냐며 부모로부터 혼나던 딸이 “의사가 되
는 데 7년 걸리는데 그때가 되면 인공로봇에게 수술을 넘겨줘야 할 걸
요?”라고 항변한다.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에 따른 양성
훈련 필요성에 대한 회의는 미래 의사의 가치, 미래 보건의료 노동의 가
치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간이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그 답은 아래에서 살펴볼 간호사
및 의사 업무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나. 간호업무
간호사 업무를 병동에서 하는 환자 케어와 로봇수술을 하는 수술실에
서 하는 간호사 업무의 변화 등으로 나눠 살펴본다. 먼저 병동 간호업무
와 관련한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등과 맞물린 전
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76)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와 환자 돌봄(care)과
76)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이 비단 간호사 업무의 변화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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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신기술(기기) 도입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병원에서 종이 차트
(Chart)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정보의료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원무업무는 전체 병원의 96.8%가, 보험청구 업무는 93.9%가
전산화를 완료하였다.77) 간호사들도 환자진료기록을 위해 더 이상 쌓아
둔 서류뭉치를 뒤지지 않는다. 컴퓨터를 통해 환자 상태를 기록하고 의사
로부터 오더(order)를 받는다. [그림 7-7]은 간호업무 기록방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왼쪽은 각 환자별 이름과 바코드가 적힌 차트이고 오
른쪽은 환자가 있는 병실 앞에서 환자의 상태 등을 노트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전에는 혈압과 심박수 등 환자 상태를 살펴본 뒤 별도
의 간호사실(station)로 돌아와 수기로 해당 내용을 각 환자별 차트에 정
리하였는데, 지금은 이동식 스테이션에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이름을 클릭한 뒤 그때그때 필요한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이 정보를 포함하여 환자의 질병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제공
하였던 검사내용, 진단과 치료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고 또한 병원 내에서 공유된다.
이와 같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2010년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
[그림 7-7] 간호업무 기록방식의 변화

➡

주: (좌) 별도 station에서 수기 작성. (우) 이동식 station에서 컴퓨터로 입력.
자료 : 2017.10.12 A병원 촬영.

77) 매일노동뉴스(2007. 10. 17), ｢병원 정보화로 노동자만 골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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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평가방식이 강제평가에서 자율방식의 의료기관 인증제78)로 전환된 이
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인증제가 이제 3주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기록해야 할 범위와 양도 늘었는데 이제 많이 정착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나만 알고) 지나갔을 일을 이제는 기록으로 정리하게 되니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면담내용, A
병원 간호사1)

환자와의 거리가 좁혀진 것도 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 측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동 station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를 바로 옆에서 케어하고
투약하고 기록하는 일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면담내용, A병원 간
호사2)

하지만 앞서 영상의학 분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전산화 도입
은 생산성(업무속도)을 높이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좀 더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은 있지만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업
무량 측면에서의 부담도 있다. 병동에서와 같이 수술실에서도 신기술(기
기) 도입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의료로봇 다빈치(da Vinci.
Si)를 활용하여 수술을 하는 로봇수술센터에서 만난 간호사의 말이다.
“로봇 없이 수술할 때와 비교하면 수술 앞뒤로 일할 시간은 늘었다. 환자
가 수술실 들어오기 전에 수술 부위와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니 세팅
할 때부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일단 로봇시스템이 장착되면 그
위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위치 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에는
로봇 팔을 세척하고 소독도 해야 한다. 앞뒤로 각 20분가량 일을 더하는
것 같다.” (면담내용, B병원 간호사1)

78) 의료기관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
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
증마크를 부여한다(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제7장 산업별 사례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195

[그림 7-8] 수술로봇 다빈치Si(da Vinci, Si)

자료 : 2017.10.12 B병원 촬영.

[그림 7-9] 수술로봇 다빈치Si(da Vinci, Si) 서전 콘솔(Surgeon Console)

주 : 수술 집도의가 이 콘솔에 앉아 뷰파인더를 통해 3차원 입체영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콘솔 안쪽에는 조종장치가 있는데 의사가 이
를 움직이면서 수술도구가 부착된 로봇 팔을 조종한다.
자료 : 2017.10.12 B병원 촬영.

196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수술로봇의 도입은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측면에서의 변화와 함께 노동
의 성격도 일부 변화시키고 있다. 로봇수술실 간호사의 역할은 일반 수술
실과 조금 다르다. 집도의에게 직접 수술도구를 건네는 대신 필요로 되는
처치에 따라 로봇 팔에 수술도구(인스트루먼트)를 도킹(docking)하고 수
술 시에 로봇 팔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며 수술 후에는 수
술도구를 언도킹(undocking)하여 세척하고 소독하는 일을 한다. 이는 기
술의 진보가 노동과정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신기술(기기)은 많다. 대면하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도 단지 손목에
차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신체에 삽입하는 형태로까지 개발되었고, 간호
사가 다른 업무 중에도 담당 환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호출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간호사 호출시스템도 개발되었다. 현장 간호
사들은 이와 같은 기술의 진보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
였지만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QR 바코드를 사용하면 정확한 환자 확인(identify)이 되지 않
아 발생하는 투약 등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서 기술은 인간의 실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
다.” (면담내용, A병원 간호사2)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 상태에 관한) 설명과 교육이
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 곁에서 ‘정서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자동화하여 줄일 수 있
다면 우리는 환자 옆에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케어, 정서
적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면담내용, A병원 간호사1)

이러한 질적 케어, 정서적 케어의 중요성은 앞으로 살펴볼 의사업무에서
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이는 아무리 기술이 진보한다 해도 기술로 대
체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의료행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과 동의’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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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시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와 승낙’을
얻어내야 한다”(이왕준․박재영, 2014: 307). 이는 인간 신체에 대한 자기결
정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시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는 윤리적
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다. 또한 정보와 지식기술의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일방성, 즉 전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
는 기술진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질병을 고
쳐준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돈을 지불하기보다는 자신이 지불한 의
료비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때 양질의 서비스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뿐 아니라 대면간호
등을 통한 정서적 케어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 대 인간의 관
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기술진보에 따라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단순․반복적인 업무(routinized jobs) 등을 인간에게서 해방시킨
뒤 그 남은 시간들을 좀 더 환자와의 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인력충원은 전제조건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NNU(National Nurses United, 전미간호사연대) 본부에
서 리서치 펠로우로 근무하면서 미국 간호사환자비율법(Ratios)과 무상의료
운동(single Payer) 등을 연구한 이주호(2015)는 2011년 미국 연수 당시 만
난 간호사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정서적 간호가 가능하다며
그날은 12시간을 근무했는데 8시간을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중략) 미국에서는 레이시오 법에 따라 (하루) 4명의 환자
만 보면 된다고 했다. 이 기준은 철저히 지켜진다. 안 지키면 바로 고발당한
다. 레이시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간호사가 환자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
는 점을 들었다. ‘전인 간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주호, 2015: 428)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즉 장시간 근무에 극
심한 노동강도, 이에 따른 임신순번제, 태움문화79)를 비롯한 직장 괴롭힘
과 같은 반인권적 환경이 결국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
79)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병원 내 간호사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 따돌림을 뜻한다. 이는 간호사 대 간호사뿐 아니라 의
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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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진보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제공하는 의
료서비스의 핵심에 대면 케어서비스가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진보가 간
호사들의 좋은 일자리 확충과 환자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의사업무
의사업무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IBM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다. 질병을 진
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지식을 의사 개인에게 축적된 정보나
인용도가 낮은 의학저널에 실린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
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는 것이다. Ford(2015)는 의료는 왓슨 기술을 활용하여 패러다임의 변화
라 할 만큼의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주요 분야라고 역설
한다. 왓슨은 인간이라면 아무리 신중한 연구자라도 놓쳤을 법한 상호관
계를 즉시 포착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면담과정에서도 기술진보의 속도
에 대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술력은) 이미 도달했다.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진단
과정에 왓슨 사용이 확대되는 데에는 10년도 안 걸릴 것이다.” (면담내용,
B병원 의사)

Ford(2015)는 왓슨이 최선의 임상 증거에 기반한 백혈병 환자 치료법
을 제안할 수 있는 인터액티브형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2011
년에 착수되었는데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지만 2014년 1월경에 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였다. 암 진단과 치료의 복잡
함을 극복할 만한 알고리즘 설계가 생각만큼 어려웠지만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다른 종류의 암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치료의 복잡함만큼이나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암 치료를 ‘민주화할 힘’을 왓슨 기술이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도 한다(For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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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에서 왓슨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정확성’과 ‘환자 안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진단과 치료과정을 거치
지 않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진단과 치료 과정
에서 ‘실수’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불필
요한 비용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Ford, 2015). 본 연구 현장조
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인간이 제공하는 정보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인간 10명
이 할 일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핵심은 정
보의 정확성이고, 이는 곧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면
담내용, B병원 의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에서 정확성 확보는 의료사고 책임과
관련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소송 발생 가능성 때문에
방어적 진료를 해왔던 관행을 바꿀 수 있고, 이럴 경우 불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사고 관련 보험 수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Ford, 2015). 그렇다고 의사 업무의 전부
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아무리 진화하는 속도가 빠
르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로봇수술에 쓰이는 다빈치
는 인간의 손으로 하기 어려운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하여 병변을 제
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로봇을 다루는 것은 고도
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다. [그림 7-9]에서 본 수술로봇 다빈치Si(da
Vinci, Si) 시스템의 콘솔을 이용해 의사는 고해상의 3D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서 기존에는 의사의 손동작으로 하던 행위를 다빈
치 장치의 정밀 동작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다빈치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못한다. 수술용 로봇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
만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이
는 또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생산성, 즉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는 측
면도 있겠지만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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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로봇수술 비용이 종합
병원의 경우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1,400만 원에 이른다.
물론 외과기술의 기본적인 절차를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
니다. EU가 지원하는 유럽의학자 컨소시엄인 아이-서(I-Sur) 프로젝트는
절개, 절단, 봉합 등의 기술을 자동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Ford,
2015). 하지만 인간인 의사를 ‘배제’하고 로봇만으로 인체를 뚫고 들어가
는 침습적 치료(invasive therapy)를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
들의 세대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면담내
용, B병원 의사).
라. 의무기록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의무기록 자동화 시스템은 OCS와 EMR
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둘 다 환자의 기본정보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진료과정을 전산화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OCS가 처치 중심이
라면 분류(sorting) 기능을 탑재한 EMR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더 세분화
하여 이후 특정 치료법에 대한 연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 도입
현황 조사에 참여한 총 1,985개 의료기관의 현황80)을 살펴보면, 치과를
포함한 도입률은 92.1%였으며 의료기관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관
은 58.0%,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34.1%였다. 치과를 제외할
경우 95.0%의 의료기관이 EM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의 장점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종이문서를 활용할 때와 비교하면 문서 작성과 보관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환자기록을 데이터화함에 따라 공유
하고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의료 정보
를 축적하여 향후 보건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사례는 그 긍정성을 단적으로 보
80) 2015년도 말에 수행된 ｢국내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지원
방안｣ 연구사업 중 조사된 현황이다(청년의사,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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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1만 4,000건이 넘는 바코드 약물과 3,000건의 의사 지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바코드를 EHR(전자의무기록의 5단계인 전자건강기록)과
통합하고 모든 약물에 바코드를 부여한 이후 그 전과 비교할 때 약물 투
여 오류율은 41%, 약물 투여 오류로 인한 부작용 발생률은 51% 감소하
였다(Topol, 2012).

4. 기술진보와 노동조합
신기술(장비) 도입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진보에 대해 노
동진영의 대응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특정 기술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긴 하였다. 예컨대 2000년 초중반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 당시 일부 병원 노동조합들은 불필요한 환자들의 질병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일방적 도
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을 추
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EMR은 거의 대다수의 병원에서 도입
되었고 초기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환자의 진료기록이 전산화됨에 따라 의료 오류를 줄이고 임상연구의 가
능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에 EMR 도입에 대해 노조는 반대했었다.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더 핵심적으로는 업무량 증가와 노동통제 강화 등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유용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조합의 반대가 머쓱해진 상황이
다.” (면담내용, 노조 간부)

하지만 아직도 노동진영에서는 기술진보, 혹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
응 논의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마치 이러한 변화에 ‘동
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다가오고는 있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잘 보이지 않는 기술진보
논의보다는 인력 충원, 밤근무 개편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갑질 문화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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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신기술 도입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신기
술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교육훈련 의무 조항을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 이
조항들을 활용하여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거의 확
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조합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은 진
보할 것이고, 시나브로 일자리 양 문제뿐 아니라 노동과정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화두로 하여 현
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진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소 결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기술(장비) 도입과 기술체계의 변화
과정이 노동이 구체적으로 조직되는 방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축적된 현재를 읽고 노동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신
기술(기기)이 개발되고 있고 조금씩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전산화 등
에 따라 단순기능인력이 기술로 대체되기도 하였고(일자리 대체),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기도 하였다(일자리 창출), 또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
요로 되는 교육과 적응 등에 추가적인 노동시간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인간과 기술의 협업). 핵심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기술(기
기) 도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한 철학이다. 한 면
담자의 말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의 의미는 첫째, 인간이기 때
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배제하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진보가 가져올 이와 같은 효용성을 인간의 노동과 어떻게 결
합시켜낼지는 또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
드라마 <휴먼스(Humans)>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더 좋은 엄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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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려진다. 기능(역할)적인 측면에서뿐 아
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 균
열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로봇
이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인공지능 왓슨이 진단하여
다빈치가 수술을 하고 로봇약사가 약을 조제한다. 단지 인간의 노동을 대
체하기 위해 로봇이 도입된다고 푸념만 할 수는 없다. 속도나 정확성 측면
에서 인간의 능력을 이미 초월한 영역이 많다. 이것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
전을 보장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병원 현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기술진보에
따른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사례조사결과, 병원별,
직종별 기술 도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노동시간이 길어졌다거나,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다거나, 혹은 특정 직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거나, 하는
정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시대의 한 챕터’가 넘
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진보의 시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간노동의 가치는 무
엇일까? 사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인간이 ‘배제’된 의료서비스 제
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진료현장에서 기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인간(환자)에 대한 독자적인 컨택(시술)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 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진보와
노동의 문제는 인간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할 것인
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좋은 일
자리(decent work)’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진영은 기
술진보의 시대, 인간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노동의 본질은 무엇인
지, 기술과 노동이 어떻게 협업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또한 좋은 일
자리 구축과정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서둘
러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병원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의 병
원은 여전히 위계적인 구조하에서 폭언, 폭행, 갑질문화 등이 만연한 곳
이다. 이러한 전근대성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잇는 노동의 화두는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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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병원별 최근 도입한 신기술81)
아래에서는 병원별로 최근 도입한 신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 인터넷 언론 ‘라포르시안’을 주로 참조하였다.
○ 경희의료원 : 환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채팅+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 환자의 병원 방문 전 상담부터 진료 후 사후관
리까지 24시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문의센터’ 오픈 예정82)
(2017. 9. 26). 현재 사용되는 병원 스마트폰 앱(APP)은 진료예약, 길
찾기, 주차지원, 진료순서 안내 등 외래 환자를 위한 서비스 중심인
반면 24시간 모바일 문의센터는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
프트웨어인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언
제, 어디서든 정보제공 및 지원이 가능함. 모바일 문의센터를 통해
외래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증상에 대한 의문점,
적합한 진료과 추천, 본인의 상태에 따른 필수 검사 안내, 치료 후
관리, 처방약의 성분과 기능, 입원 및 응급실 환자지원, 질환별 관리
법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병원 내 누적된 빅데이터를 선별․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임.
○ 가톨릭중앙의료원 : 차세대 휴대용 혈액진단기기 개발 추진83)(2017.
9. 22).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차세대 휴대용 혈액진단기기 개발’ 과제
가 이달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2017년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인 ‘유로스타2’(이하, 유로스타 지원 사업)에 선정됨. 국내 바이
오벤처 기업인 ‘바이오메트로’와 핀란드의 바이오기업인 ‘랩마스터’
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고 연구를 진행해 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진
단검사의학과 채효진 교수가 임상실험을 맡아 유효성을 검증하고,
총 사업기간인 2년 내에 심혈관질환 진단용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81) 별첨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RA 김수정 씨가 정리하였다.
82)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37.
83)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2/2017092201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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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바이오메트로와 랩마스터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음
극 전기화학발광법(C-ECL)’은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칩 등을 이용해
진단기기의 소형화․경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임. 기존의
휴대형 현장 진단 장비보다 약 100만 배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
면서도 비용이 저렴해 주목 받고 있는 기술로 알려졌음.
○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 난임 시술 생식세포 개인 식별 시스템 도
입84)(2017. 9. 21). CHA ART 안전관리시스템은 생식세포(난자, 정
자) 채취와 수정, 배아이식 등의 난임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 환자 개개인의 정보가 입력된 마이크로 칩(택, Tag)을 부착.
이를 통해 시술 과정을 기록하고 확인해 추적할 수 있는 생식세포
개인 식별 시스템.
○ 서울대병원 : 과기부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사업 MOU 체결85)(2017.
9. 21).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정상세포
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중점 조사하는 데 그 에너지를 사용
함으로써 치료 효과 제고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단축이 가능한 장
비.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원자
력의학원이 분담금(750억 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도입이 지연
되었음. 이번 MOU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참여 분담금 750억 원을
납부하고 새로운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중입자치료센터를 구축․운
영하게 됨.
○ 이대목동병원 : 한글과컴퓨터그룹과 뇌신경질환 특화 첨단 로봇 의
료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86)(2017. 9. 20). 협약의 내용은
△치매환자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첨단 로봇 의료기기 개발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치매 특화 플랫폼 구축 △경도인지장애 오
프라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온라인화 등을 통해 치매 특화 로봇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임. 한컴그룹과 공동 연구활동을
84)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60.
8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56.
86)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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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치매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돕는 의료 로봇뿐만 아니라 치매
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로봇도 개발할 계획임.
○ 대구 파티마 병원 : 인공지능 의료녹취 솔루션 도입87)(2017. 9. 5). 셀
바스 AI는 대구파티마병원과 인공지능 의료녹취 솔루션 ‘셀비 메디
보이스(Selvy MediVoice)’ 공급 계약을 체결함(2017. 9. 5). 셀바스
AI는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의 발화 데이터 및 의학용어를 수집해
음성인식 엔진 고도화 작업으로 특화된 제품을 공급할 예정. 셀비
메디보이스는 사용자의 발화 특성 및 분과별 주로 사용하는 의학용
어에 대한 특화 학습을 통해 국내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자동 변환
기술을 지원. 또한 판독 소견을 실시간 자동 전산화해 3배 빠른 업
무 처리가 가능하고, 의료진의 의무기록 작성 부담감도 줄어든다고
강조.
○ 명지병원 : 스마트 중환자실 개설88)(2017. 9. 5). 다양한 IT 기술을 접
목해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제고. 또한 ‘선 없는 중환자실’을 위해
첨단 의료장비가 천장에 부착된 실링 팬던트 시스템(Ceiling Pendant
System)을 채택함. 원격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
템과 필요에 따라 투명/불투명으로 작동하며 안전한 환자관리와 프
라이버시를 동시에 보장하는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정수 및 배수관
이 부착된 일체형 혈액투석기 등도 갖춤.
○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 AI를 활용한 시신경질환 진단89)(2017. 8. 28).
김안과병원은 시신경병증에 대한 머신러닝의 유용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100%에 가까운 진단 성공률을 보였다고 발표. 머신러닝은 왓
슨과 같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임.

87)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73.
88)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97.
8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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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 : 로봇 수술 시스템의 최신형 모델 ‘다빈치 Si’를 도입90)
(2017. 8. 24).
○ 한양대병원: 고위험병원체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바
이스 기술 개발91)(2017. 8. 17).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을 신속․고
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빛이 물질에서 반
사될 때 생기는 라만산란 신호가 금속표면에서 100∼1,000배 이상 증
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검사법) 기반의 마이크로 드롭렛 디바이스(미
세 유로(microchannels) 내에서 작은 물방울을 생성해 물방울 내에서
다양한 물질 반응을 자동으로 진행․분석하는 장치) 개발에 성공.
○ 강남 차병원 : 모바일 영수증 및 처방전 발행92)(2017. 7. 10). 진료영
수증, 처방전 모바일 발급 서비스인 ‘마이트리’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과 처방전을 가지고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
듦. 또한 종이 영수증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이 적고, 연간 30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30년생 나무 300그
루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고려대안암병원 : 헬스케어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 구현93)(2017. 5.
11). ‘고대 안암 헬스클라우드(KUMC Health Cloud)’에는 파스-타
(PaaS- TA)라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 파스-타는 미래 창
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도해 고대안암병원과 크로센트가
공동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장성이 뛰어나며 보안성이 높고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설계됨.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으로 특정 인프
라에 종속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게 특징
임. 클라우드는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바뀌면
서 대두되는 대표적인 ICT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임. 빅데이
90)
91)
92)
93)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27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04.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27.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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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기술로, 온
라인의 가상공간에서 공유된 서비스나 저장공간을 통해 저장하고
연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를 통해 그동안 의료업계가 고민해 오던
비용절감과 서비스 품질 개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향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PHR 기반 원격
의료서비스, 진료 의뢰 및 환자 회송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임.
○ 연세의료원 : 히타치 중입자 암치료기 도입 결정(2017. 4. 27). 2020년
부터 가동 예정.94)
○ 을지대병원 : 로봇수술센터 개소95)(2017. 4. 10). 로봇수술센터는 외과
와 비뇨기과, 산부인과, 유방갑상선외과 등 20여 명의 로봇수술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 코디네이터로 구성됨. 최근 ‘다빈치 S-HD’ 모델을
최신 수술로봇인 ‘다빈치 Si’ 모델로 교체하는 등 로봇수술을 위한
최적의 진료 환경을 완비함.
○ 분당차병원 : 한컴그룹과 인공지능 로봇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96)(2017. 4. 4). 협약 내용은 △
상지마비 환자들의 회복과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재활훈
련 시스템 개발 △실어증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언어치료 시스템 개
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지훈련 시스템 개발 △노인
이나 경등도 장애인들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재가 운동과 인지 훈
련 로봇 개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전문 통번역 시스템 개발
등임.
○ 서울아산병원 : 인공지능 의료영상 사업단 출범97)(2017. 1. 17). 인공
지능(AI) 기술을 의료영상 분야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산학

94)
95)
96)
97)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7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41.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32.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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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네트워크. 서울아산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폐, 간,
심장질환 영상판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및 팩스
(PACS) 연계 상용화’ 책임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이를 추진하기 위
한 인공지능 의료영상 사업단을 발족함. 오는 2020년 11월까지 진행
예정인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질환별 의료영상 소프
트웨어부터 의료와 음성인식기술의 융합, 의료용 인공지능 엔진 개
발 등 다양한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인하대병원 : 지능형 의료안내로봇 시험가동98)(2016. 9. 2). 의료안내
로봇은 진료이용 안내에 대한 설명, 진료예약과 조회, 진단서 등 증
명서 발급,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조회 기능을 갖춤. 현
재는 시험 가동의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 로봇의 상단 모니터에서는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영상이 송출돼
내원객이 별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있
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높낮이가 자동 조절됨. 가까운 미래에 병
원을 찾은 고객에게 로봇이 찾아가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임.

98)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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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바람이 거세다. 금융(Finance)과 기
술(Technology)의 합성어, 핀테크 혹은 핀테크 현상은 비교적 최근의 유행
이지만,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 채용은 지난 20～30년간 급격하고도 중단없
이 추진된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그럼에도 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가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금융서비스 기관들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용해
조직과 서비스를 혁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물론 지난 몇
년간 사회 전반에 급격히 몰아닥치고 있는 디지털 경제화의 맥락에 있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유비쿼터스 서비스 채널의 확산, 앱카드나 모바일
화폐 등 지급결제 서비스의 변화,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인지적 컴퓨팅
기술이 매개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고도화가 이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니다. 금융업의 경계를 허무는 금융업 경계 밖 기
업, 핀테크 기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생기업의 도전
이 기존 금융서비스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 덧붙여져야 한
다. 혁신적인 정보기술(ICT) 기업이 고도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온라
인 플랫폼 등의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지급결제 서비스, 여수신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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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서비스 기업이 내세우는 서비스 혁신의 아이콘임과 동시에 디지
털 기술로 무장한 비금융(non-banking) ICT 기업이 몰고 온 기존 금융 서
비스 및 산업에 대한 파괴(digital disruption)적 잠재성을 모두 함의한다.
물론 이 두 흐름이 완전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현상은 아니다. 금융서비
스와 ICT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과 탈경계의 양상을 보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과 탈경계가 기존 금융업 생태계를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업의 ICT 채용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지만 비금융 ICT 기
업과 이들이 주도하는 신사업의 확산은 이제 막 궤도에 접어든 초기 단계
이기 때문이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급결제 서비스 확
산이 두드러지지만 이들은 기존 은행과의 겸업에 기반하거나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시작 전부터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 뱅킹, 대표적으로 카카오
뱅크의 경우 사업 시작 후 반년이 채 안된 현재 시점에 이미 2,0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등록되어 기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예금/대
출에 국한된 서비스로 틈새시장 혹은 보완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
적 저금리를 들고 온 카카오뱅크의 등장에 기존 은행이 금리를 다소 조정
하기도 했지만 크게 긴장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기
존 금융서비스 생태계를 뒤흔들 만한 파괴적 속성의 디지털화를 예견하
기는 아직 이르다. 금융업의 최근 디지털화가 기존의 기술과 질적으로 구
별되고 단절된 혁명적 성격을 띠든지, 혹은 기존 변화에 변화를 얹는 누
적적 진화이든지 이러한 기술체계의 변화가 노동 및 고용에 가할 변화에
대해서는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의 속도와 내용은 일견
무차별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기술체계 및 고용노동체제
를 형성해 온 국가 혹은 산업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
며 그 결과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양상과 그
영향력 역시 특정한 기술적, 사회적 맥락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핀테크 기업, 즉 비금융 ICT 기업의 확산에 따른 금융업
서비스 및 인력의 탈경계화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핀테크의 두 흐름 중 기존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 채용과 그에 따
른 산업 내 고용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금융 서비스 업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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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보수적 운영의 전통 및 집단적 노사관계가 강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적 규
제의 일차 대상으로서 성격을 지닌 은행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이 몰
고 온 변화를 살펴본다. 요컨대 이 장의 목표는 은행업에서 일어나고 있
는 변화 혹은 변화 담론의 중심에 있는 핀테크의 도입 배경과 양상, 그리
고 고용관계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제2절 은행업의 디지털화 및 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쟁점

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주로 논의할 몇 가지 쟁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측면에서 파괴적 디지털화(digital
disruption)의 전개 가능성이다. 금융 디지털화는 공인된 신용 독점 기관
으로서 광대한 고객 베이스와 자본력을 앞세운 은행업을 대체하고 새로
운 금융 가치사슬을 제안할 것인가? 한국의 은행산업에서 파괴적 디지털
화는 아직 가시화되기 이전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향후 디지털
기술의 파괴적 잠재성이 금융업의 탈집중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온
라인 플랫폼 소유자 등 새로운 플레이어에 의한 시장의 독점 심화를 야기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의 고도화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은행은 대체로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민간기업이지만 다수 시민
으로 구성된 예금자의 재산 보호와 시장 경제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공공
성을 내재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30년간 계속 추진되어 온 금융업 탈
규제의 흐름 속에서도 은행업은 중요한 국가 규제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탈규제와 시장화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계층화가 진전되었지만(예컨대 대
출제한, 신용과 예금액에 따른 금리, 수수료, 서비스 차등적용 등), 산업자
본의 진입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시민사회
도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체로 지지를 보낸다. 대자본의 산업 내 독
점적 지배력이 강할 뿐 아니라 시장의 지배적인 플레이어로서 재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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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환 출자 관행이 강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다. 예로 최근 금융위원회의 전문
가 조사결과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15).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쟁력 저하, 불평
등한 은행서비스 관행, 그리고 핀테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은행산업의 탈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
와 강하게 결부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기술체계 변화와 그 함의에
대한 연구는 기술과 제도의 양 측면에서 공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가 기존 방식의 서비스 및 산업조직의 생존에 대한 것이
라면, 두 번째 문제는 은행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은행업 일자리의 생
존 혹은 지속가능성 문제다. 은행업 종사자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별
도의 논의를 요구하는 상이한 문제다. 디지털화의 전개에 따라 특정 일자
리의 기술 대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자리 대체가 반
드시 현 종사자의 일자리 상실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25년 내에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집중시켰던
옥스퍼드(Oxford)의 경제학자 Frey와 Osborne(2013) 분석의 핵심은 47% 일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이들 일자리의 자동화(automation)에
대한 노출 정도였다. 기술의 일자리 대체를 직접 혹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기술변화와 함께 사업구성의 변화와 작업조직 변화, 재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개입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디지털화와 관
련해 업종 내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 창출도 예견되는데, 대체로 전문기술
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 인력과 부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디지털화에 따른 업종 내 일자리 총량의 변화와 현존
인력의 고용 불안정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디지털화의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파괴적 잠재력이 예견되는 현
재의 상황에서 가장 흔한 고용 담론은 디지털 기술의 심화가 현존 노동자
의 탈락을 기계적으로 전제하는 경향, 즉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입각해 있
다. 그러나 기술체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고용에 대한 기술의 영향력은
그 폭과 속도, 내용 모두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상당히 매개된다(Fernandez,
2002). 즉 업종 내외부에서 기술변화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의 교섭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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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은 은행 서비스 및 일조직의 변화에 개입하고, 이는 관련 당사자의 변
화에 대한 적응과 생존력에 중요한 영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변
화에 따른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술체계 그 자체의 변화와 영향력이
아니라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ｍ)적 사고로부터 도출되는 것
이 합당하다. 조직/조직생태계는 사람과 기술 간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복
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해당 조직의 뛰어난 기술
적 성과와 조직구성원의 노동하는 삶의 질에 모두 기여하도록 하는 설계
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위에서 던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존의 문제는 다른 한편
노동력 하위집단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화가 현재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중 일부 집단에 선별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어낼 것인지 여부, 즉 디지털의 불평등 효과에 대한 문제다.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디지털화의 속성상 노동자의 생존 요건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력(adaptability), 특히 기술 적응력일 텐데, 이러한 적응력은 단순히 노동
자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기존에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서로 다른 기회
구조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의 불평등(digital
inequality) 효과가 다각도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위의 두 번째 질문에서 던진 기술변화와
고용․노동의 결과(employment outcomes) 사이를 매개할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디지털의 고용 및 불평등 효과가 얼마나
노사관계에 의해 조정될 것인가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이 기반 위에
서 펼쳐지는 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상호작용은 위에서 제기한 업종 내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과 기술의 불평등 효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은행업 노동조합은 사무전문직 노동자 노조
로서는 가장 강한 교섭력을 지닌 조직 중 하나지만 디지털화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 이래 현재까지 기술도입에 대한 노조의 체계적 개입은 사
실상 부재했다. 당연히 노사 간 기술 관련 협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기술
도입이 경영 측의 결정사항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노동
조합이 그간 고용이나 기타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보다 명시
적인 구조조정 현안에 집중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금융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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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디지털화를 고용유지/단절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으므로 노동조합의 제도적, 전략적 개입이 디지털화의 노동에 대
한 영향력에 여하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주목할 만하다. 단, 이러
한 금융산업 노동조합의 인식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구체
적 영향력은 아직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행업종 내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 특히 비금융
ICT 기업의 도전이 전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핀테크의 전개와 고용/노
동의 미래 간 관계에 대한 위의 이슈들에 정교한 분석의 칼날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면서, 은행업에서 전개되
고 있는 최근 변화를 다룬 경험연구 문헌과 자료 그리고 한 주요 시중은행
의 노동조합 간부, 인적자원관리 기획 담당자, 차세대 기술 관련 부서 담
당자, 대면 서비스 채널인 영업점 관리자 및 프론트라인 담당자 대상의 인
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제기된 문제에 시론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이다.

제3절 핀테크를 앞세운 은행업 기술체계의 변화

1. 기술 고도화 그 자체가 핀테크 확산의 원인은 아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는 그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경제, 사
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구형건, 2016). 금융업
에서도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기반 신분확인 등 고도의 정보
기술과 금융서비스가 연계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인 ‘Fintech’라는 단어로 포착되고 있다(이건호, 2017).
그러나 최근 2～3년간 약진하고 있는 핀테크의 동력이 기술고도화 그
자체에만 있지는 않다. 변화의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가 초래한 금융업
의 지각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구형건 2016; 전창완, 2016; Arner et al.,
2015). Arner et al.(2015)은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우 정부나 일반
시민의 기존 상업은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대규모의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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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산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다양
화하라는 정책 당국이나 여론의 요구와 압력이 크게 높아졌고 은행 자체
의 비효율성 신용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역시 강해졌다. 핀테크의 실질적
인 부상과 금융생태계 변화의 배경은 이렇듯 위기가 만들어낸 금융업의
공백에 다수의 고학력 실업자가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고
학력 실업자들이 당시 부상하고 있던 디지털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
시키는 신생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금융 서비스 혁신에 뛰어들면서 추락
하던 금융업을 재가동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역설적
이게도 금융업의 독점에 타격을 가하고 기술 주도 혁신을 추동한 구체적
인 배경이 된 셈이다(구형건, 2016; Arner et al., 2015). 전창완(2016) 역
시 핀테크의 도입 및 확산 배경을 1970년대 이래 가속화된 금융자본주의
의 세계화가 초래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핀테
크의 부상은 ICT 기술 고도화 그 자체가 끌어온 산물이라기보다 금융기
업이 지난 10년간 수익성 저하를 타개할 동력으로 고도화되고 있던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ICT 전문기업이 그런 금융업의 틈새를 파고
들어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영미권에서는 금융위기가 초래한 사업과 이윤의 공백 상황이 다수 신
생 벤처 기업들에 의한 핀테크 개발과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미약한 한국의 경
우 핀테크 기업의 활성화 정도는 낮다. 오히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을 안고 점진적으로 추진되던 금융기업의 핀테크 수용이 2015년 이후 가
속화되고 있다. 기술은 필요조건이지만 일반대중 혹은 금융회사의 핀테
크에 대한 관심의 폭증에는 밴드웨건 효과 역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금융시장은 결제와 송금 등 단순 금융거래에
치중되어 있고, 온라인 주식거래의 레거시로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낮
으며,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럼에
도 핀테크 옹호론자들은 핀테크의 성장이 금융소비 증진, 시장확대, 소비
자 편익 제고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규제완화와 핀테크
지원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핀테크의 효과로 소비
자의 금융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상품 다변화, 금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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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편의성과 다양한 정보 취득을 통한 소비자 권익의 제고, 기존 노년
층이나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효율적 자산
관리의 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효용이 금융 서비스 및 투자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와 시장 확대, 그리고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정말 문제는 너무 강한 규제인가? 혁신을 주도할 숙련은 준비
되어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금융
시장을 일으킬 핀테크 그 자체의 혁신성 못지않게 핀테크가 기존 금융업
계에 불러일으킬 파장이다. 장우석(2016)은 기존의 ‘전자금융’이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갖는다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의 가치사슬을 바꾸는 파
괴적 혁신의 속성을 갖는다고 본다. 전창완(2016) 역시 전자를 금융기관에
대한 후방서비스로서 1세대 핀테크로, 후자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자 본위의 전방 서비스로서 2세대 핀테크로 구분하면서 양자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파악한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핀테
크 역시 진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Arner et al.(2015)
은 기술이 매개하는 금융업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반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금융업에 적극적으로 채용한
스타트업 기업 주도의 금융디지털화를 핀테크 3.0으로 포착한다면, 이는
국제적 금융 전자망 구축이나, 금융 절차 및 서비스 전달 채널의 전자화가
이루어진 핀테크 1.0과 2.0의 기술적 축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점진적이든 혁신적이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
은 금융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핵심에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 적용, 전달할 주체가 기존 금융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
실이 놓여 있다. 전달채널의 다변화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
력, 통신 기술력 등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금
융업에 전진 배치되고 금융기업과 합병, 조인트 벤처 등으로 협력하는 융
합적 생태계가 전개되고 있다. 변화를 신속하게 도입한 신생 벤처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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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거대 ICT 기업의 핀테크 사업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상업은행들의 입지에도 변화
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의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수익성 저하
에 더해 추가적인 경쟁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미
수익률 저하를 경험해 온 상업은행들의 입지가 이러한 비금융 ICT 기업의
진입으로 더욱 크게 위축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세력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관련해 향후 금융서비스의 혁신 드라이브를 주도할 세력에 대한 견해
도 갈린다. 금융전문가 일각은 기존 상업은행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기존 금융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신생 벤처기업의 주도성
을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 차는 규범적인 것이기도 하다. 장우석(2016)은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서비스(banking)와 금융회사(bank)의 분리가 초
래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회사들이 서로 협력, 합병하거나 자체 금
융 서비스를 출시하고, 벤처를 육성하는 등 이미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
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신한금융 등 기존 금융업체들이
외부혁신 주체인 핀테크 업체를 개발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임수연, 2016).
Dapp et al.(2014) 역시 기존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저하
를 타개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기술적 혁신을 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기존 금융기업이 이미 축적하고 있는 금융전문가, 고객 특정화된 데이
터 등이 이들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반면, 박선영(2015)은 핀테크의 혁신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핀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기술 중심의 혁신 논리를 제기한다. 기존 금융기관은 자체 금
융서비스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핀테크를 활용하므로 산업 전체의 혁신
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창완(2016) 역시 신생 벤처기업에
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
다. 핀테크 벤처기업이 이제 태동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주도하
는 혁신에 대한 주장은 규범성이 강하다.
핀테크 기업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각은 한국에서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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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기업의 활성화 정도가 미약한 이유가 강한 독점성과 규제에 있다는
점을 대체로 공유한다(서희석, 2016; 장우석, 2016; 이우석 외, 2015). 첫
째, 핀테크의 중요한 혁신 동력인 신생 벤처기업 설립에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금융업계는 배타적인 금융망을 기반으로 자
연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부의 은행-산업 분리 정책에 의거한
엄격한 진입장벽이 이러한 독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장
우석, 2016). 그러나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와 함께 이러한
진입장벽은 이미 크게 조정된 바 있다. 일부 논자들은 이를 계기로 은행
업 진입규제의 완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
하기도 한다(서희석, 2016). Philippon(2016) 역시 미국에서 금융규제의 비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기
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
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금융업의 독자적인 존재이유인 중간 매개자의 위
치를 무화시키고 금융 거래의 탈집중화를 극단적으로 밀고 갈 수 있을 만
한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 틈새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P2P 대출은 개인 차입자와 개인 대출자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시켜주
는 대출 중개서비스로,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차입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
결시켜주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 없이 플랫폼 이용료만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또 차입자의 리스크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화
된 이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기존 제도권 대출에 접근하기 어려
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그리고 합리적인 이율로 대출과 차입이 일어나게 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과 수용력, 그리고
효율성이 검증단계에 이르면 은행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금융기관의 존
재 의미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규제완화론자들은 핀테크 기술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대부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투
자자가 차입자로부터 직접 이자를 받는 수익모델이 금지되어 있어 현재
는 별도의 플랫폼 운영자가 차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우회적인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손영화, 2016). 잘 알려진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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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인증방식 역시 비대면 금융서비스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
지하기도 하였는데(임수연, 2016),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더해 일부 논자
들은 핀테크 기술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허용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하고 대부분의 빗장을 푸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조영석 외, 2016).
그렇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엄격
한 규제 혹은 관리에 대한 요구도 높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보안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이 핀테크 기술의 혁신성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예방책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각
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손영화, 2016; 오길영, 2016). 발생된 사고에 대
한 책임 소재도 문제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거래는 기존에 비해 다자 간
의 관계가 개입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플랫폼 제
공자, 소비자 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핀테크 옹호론자들은 현행 법규상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신생
핀테크 업체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점 역시 벤처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이라 지적하기도 하는 상황이므로(이한준 외, 2016; 이우석 외,
2015)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개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방적 규제와
분쟁 관련 규제 등 현행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혁신론자들이 공히 강조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일리가 있는 측면
도 있다. 금융 생태계의 관계망이 한층 복잡해지는 새로운 변화에 기존
규제 체계가 조응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기관의 독점적 위치가 지대(rent) 추구 및 금융의 비민주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금융과 연계된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동
력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모든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주장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핀테크의 지체는 규제 때문
이라기보다 발달단계에 있는 기술의 지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혁신성이 크게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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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용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트
래픽이 크게 증가할 경우 분산원장시스템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 제기된다. 비트코인 기술이 적은 수의 노드(nodes)에서 활용될 경우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신뢰기관)에 대한 신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비트코인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비용은 낮아서 비트코인의 잠재
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용과 비트코인 기술의 안정성 입증 비용 간 역전이 일어나 비트코
인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한호현, 2017).
또 규제 그 자체보다 핀테크 기업의 역량이 문제될 수도 있다. 벤처에
비우호적인 투자와 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금융업의 진입제한이라
는 규제에 비해 핀테크 기업을 통한 혁신의 지체에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조기 진입 시 다수의
소액 예금자와 투자자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되고 제대로 보호될 수 없
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은행의 차세대금융 담당자
의 이야기를 빌리면, 1～2년 전까지도 크게 기대를 걸었던 ICT 기업과의
합작 사업(joint venture)의 열기가 현재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인데 중요
한 요인 중 하나가 ICT 기업의 안정성이 아직은 낮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시장에 의해 조정되어 갈 수 있다는 시각은 일부 대규모
ICT 기업에 의한 새로운 독점의 가능성과 연계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신생 ICT 기업의 역량에 대한 위의 논점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을 다루고 혁신을 주도할 인력
의 공급과 유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 혹은 산업체계는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은 아니다. 핀테크가 불러올 혁
신은 단순히 공학적 지식과 기술적 역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 금
융 지식․기술만을 지닌 인재의 효용성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과 사회, 소비자를 읽
는 분석적 시각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술, 금융, 사회적 지식 및 숙련과
소비자 생활세계, 사회변화를 읽는 안목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찾는 것
은 현재 한국의 교육, 산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어렵다. 이제부
터 체계를 바꾸어 최근 유행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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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일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역량이 팀을 통해 융합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과 작업 조직상의 체계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기업과 비금융 ICT 기업 혹은 이 양자 간
융합적 조직 등 현재 금융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조직에서 풀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다. 금융 및 공학의 언어와 논리는 각자 더 특화, 전문
화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할 양자 간의 소통은 물론 양자가 만나 만들어낼 상품의 논리
를 고위경영층을 비롯한 조직 내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 혹은 조직 밖의
소비자와 일반(generic) 언어로 소통하는 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조직 내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특화된 전문가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다가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소통과
사회적 기술, 그리고 상이한 이해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결국 조직과 조직생태계의 향후 성패는 여하히 소
통과 팀워크가 가능한 네트워크형 작업조직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에 대해 장단기적 투자를 통해 얼마나 훌륭한 팀숙련
을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다. 최근 한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
한 숙련 기반이라 여겼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관련 직업 영역에서 고용이 다소 하락한 반면 사회적 상호
작용(social interactions)과 관련된 직업의 상승이 오히려 현저하다며, 가
장 많은 고용과 임금의 증가를 가져온 직업은 공히 사회적 숙련(social
skills) 혹은 사회적 숙련과 수학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업이었다는 점
을 실증하고 있다(Deming, 2017). 이 논문은 사회적 숙련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효과적인 전문화와 협업을 하도록 도와 조정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에서
범람하는 4차 산업혁명 담론, 핀테크 담론에 이러한 새로운 작업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슈 제기는 대체로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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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은행업 기술변화가 고용과 작업조직에 던지는 함의

위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와 관련된 최근 담론에서 노동 관련
이슈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이들
담론에서 노동에 대한 관심은 향후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총 고용은 어
느 정도로 축소될지에 집중되어 있다(Frey and Osborne, 2013; Brynjolfsson & McAfee, 2014;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 때로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추론이 노동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
감을 주기도 한다.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인간 일자리를 모두 휩쓸어가버
릴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과장되고 대체로 틀린 예견이었다는 러다이트 오
류(Luddite Fallacy)는 잘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주장의 근거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공장 노동자,
금융 어드바이저, 혹은 뮤지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업에 전방위적으로 무
차별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 인용한 Frey와 Osborne(2013)의

고용의 미래(Future of Employment)에 따르면 은행은 자동화에 크게 노
출되어 있는 업종이다. 예로 텔레마케터, 대출 담당자(loan officer)의 업무
는 자동화에 대한 노출정도가 가장 큰 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정교한 모델을 동원해 고용량 변화를 추정한다 하더라도 만일
현재의 기술변화가 기존의 것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이라면 기존의 데이
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가 고용
축소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
를 매개하는 사회적, 조직적 요인은 기술의 직접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하
다. 이 사회적, 조직적 요인에는 거시제도적 요인, 조직의 인력자원이나
작업조직(work organizaton)이 공히 고려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의
영향의 핵심은 해당 부문 일자리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로 일자리와 그 일자리에 결부된 일의 조직 방식, 그리고 숙련의 내용을
새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 역시 현
재 이들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니다.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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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소용돌이는 어쨌든 다가올 일이고 일자리를 잃지 않더라도 상당
한 정도의 작업상의 변화를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 점차 전개되고 있는 변화가 보다 노동친화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조
직과 개인노동자들의 준비는 매우 긴요하다.
이 절은 은행산업의 최근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기술변화가 매개하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초래했거나 앞으로 초래할 노동(자)에 대한 함의를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1. 은행업의 기술변화와 고용함의
핀테크가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ICT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것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말 위기로 인한 금융업의 수익성 하락
은 각 금융기업의 혁신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당시 은행업에서 추구된 리
스트럭처링의 중심에는 금융산업 탈규제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한 조직
구조 및 사업의 변경이 있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도하기도 한 흐름이다.
때마침 (정부가 주도한) 정보기술통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보기술
의 비약적 발전 및 벤처 붐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의 금융자동화는 1980년대 중반까지 은행 내 온라인화, 장표처리 자동화
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후반 계정과목의 종합 온라인 및 은행 간
온라인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구되던 은행업종의 기술혁신이 비약적으로
전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은행과 고객 간 온라인 혹은 가상(virtual) 연결망의 구축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펌뱅킹, 홈뱅킹 등의 용어를 등장시키며 유선과 ATM을 이용한 비
대면 채널의 시작을 알렸으며 은행과 타 기관, 즉 외부 전산망과의 접속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 뱅킹이 시작된 2000년대 들어 대고객 채널의 다양
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B2C, B2B 역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런 비대면 채널의 증가는 계속 이어져 최근에는 2015년 정부(금융위
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2016년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73.4만 개
계좌가 신설되었다. 비대면 신규계좌 활성화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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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한국 은행업의 정보화 과정과 특징

1단계

2단계

내용
-급여계산 업무 등
일괄처리 시스템을
1969～85 이용한 사무자동화
-계정과목별 영업점
간 온라인
-전 계정과목의 종합
온라인, 은행 간 온
1986～90
라인
-CD의 공동이용

특징

지급/결제 관련 비용

본․지점 간
온라인화

과목 단위 장표처리
단말기 이용 자동화

은행 간
온라인화

전 계정과목의 장표처리
단말기 이용 자동화

펌뱅킹, 홈뱅킹, EFT/POS
경찰전산망, 종합무역 자
*
동화망, SWIFT 외부전산
망과 접속
e-비즈니스 추진과
개방형
인터넷뱅킹 시작 B2C 거
차세대 시스템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 쳐 B2B 업무로 전환중

3단계

계정계, 국제계, 증권
1990～99
계 등 유기적 결합

4단계

1999～

대고객과의
온라인화

주: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은행 간 자금결제 및 메시지 교환 중개기능의 비영리 국제금융통신기구.
자료: 조흥은행(1997)을 김경원 외(2002)에서 재인용.

들이 경쟁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한 모바일 뱅킹이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 은행(케이 뱅크, 카카오 뱅크) 출범이 이
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혹은 모바일
뱅킹은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계좌 개설 및 예금, 출금,
송금,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자와 높은 금리로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이전세대 자동화와 생력화를 주도했던 ATM으로 대표되는 영업
점 앞 자동화기기의 비중은 최근 줄어들고 있다. 뒤의 그림에서 다시 제
시하겠지만 대체로 2012～13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던 ATM의 축소가 현
저하다. 점점 모바일 디바이스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ICT 산업과 협업의
공간과 사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래 제시한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은 금융업에 등록한 비금융업회사의
등록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대종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의
영역에 등록되어 있어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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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

자료 : 정유신(2015).

위한 사업 제휴의 증가를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등록된 업
체의 대부분은 이 영역에 특화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러한 사업제휴가 2014년 이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한 번 대거 진입(26개사)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크게
줄었던 흐름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유행에 뒤늦게 올라탄 금융회사들의
ICT 투자 확대로 다시 2014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T
투자는 2007년과 최근의 증가 모두 지급결제 서비스에 크게 치중되어 있
다. 그런데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업체도 39개에 이르러 이 아웃소싱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금융업 내에
들어오고 있는 ICT 기업 및 비금융인력의 안정성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
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 열풍 확산으로 은행권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나 챗
봇 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 금융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 기존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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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지난 10년간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등록

전자금융업자명
A B C D E 등록
전자금융업자명
A B C D E
●
●
●
㈜마이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
●
이지스엔터㈜
신한금융투자㈜
● ●
●
㈜엘지유플러스
미래에셋대우㈜
2014
● ● ●
●
㈜케이에스넷
한국철도공사
(7)
● ●
●
㈜케이지올앳
현대차투자증권㈜
●
●
●
㈜한국스마트카드
NH투자증권㈜
● ● ●
●
㈜엘지씨엔에스
삼성증권㈜
● ●
● ● ● ●
㈜케이지이니시스
비바리퍼블리카㈜
● ● ● ●
●
한국정보통신㈜
유니윌㈜
● ●
● ●
나이스정보통신㈜
㈜제이티넷
●
●
㈜씨스퀘어소프트
㈜페이누리
●
●
●
케이아이비넷㈜
㈜토마토페이
● ●
●
2007 ㈜페이게이트
교보증권㈜
●
● ●
● ●
롯데멤버스㈜
(26) ㈜이베이코리아
●
● ●
●
2015 동부증권㈜
㈜인터파크
● ● ●
●
●
㈜케이지모빌리언스
(16) 구글페이먼트코리아
●
●
●
효성에프엠에스㈜
㈜인스타페이
●
●
CJ올리브네트웍스㈜
㈜와이즈케어
● ● ●
●
NHN사이버결제㈜
유안타증권㈜
●
●
● ●
㈜동서아이티에스
쿠팡㈜
●
●
성호아이피오㈜
㈜유진투자증권
●
●
●
●
●
㈜카카오
㈜코나아이
●
●
브이피㈜
㈜시큐브
●
●
㈜아이에스이커머스
㈜사이렉스페이
● ●
●
●
세틀뱅크㈜
원스토어㈜
●
●
부산하나로카드㈜
㈜티케이온
●
●
페이레터㈜
㈜SK증권
● ●
●
● ●
퍼스트데이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
● ●
㈜유디아이디
2008 하이플러스카드㈜
●
● ●
웹케시㈜
㈜다우데이타
(7) ㈜더존비즈온
● ● ● 2016 롯데정보통신㈜
●
● ● ● ●
● ●
갤럭시아커뮤니㈜
(10) ㈜페이투스
●
●
㈜티모넷
㈜다빈치에프앤피
● ●
2009 SK커뮤니케이션즈㈜ ●
나이스페이먼츠㈜
● ● ● ●
●
㈜13마일
(2) ㈜다날
●
●
●
● ●
㈜DGB유페이
㈜티몬
●
●
2010 스탠다드네트웍스㈜
㈜아이씨비
●
●
●
● ●
㈜하이엔티비
(4) ㈜이비카드
●
●
㈜케이알파트너스
㈜알피코드
● ●
●
● ● ●
㈜하렉스인포텍
블루월넛㈜
●
● ●
2011 ㈜모아정보기술
한국신용카드결제㈜
● ● ●
● 2017년 ㈜프리페이
●
(4) ㈜스마트로
●
● ●
●
에스케이플래닛㈜
8월 ㈜핑거
●
● ●
●
● ●
네이버㈜
㈜큐딜리온
까지
●
● ● ● ● ●
2012 ㈜쿠콘
엔에이치엔페이코㈜
●
●
● (10) ㈜카카오페이
● ● ● ● ●
(4) ㈜신세계아이앤씨
●
●
●
코레일네트웍스㈜
㈜지오엠아이앤씨
●
●
●
㈜핀크
2013 ㈜한페이시스
●
●
㈜신세계페이먼츠
㈜더페이원
(3) 케이비증권㈜
●
총 99개사
38 25 77 33 11
A :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B : 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C :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PG)
D : 결제대금예치업 (ESCROW)
E : 전자고지결제업(EBPP)
주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유무선PG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2013년 소관부처 변경.
자료 : 금융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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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국내 금융회사의 핀테크 사례

자료 :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유신(2015)에서 재인용.

이에 ○○은행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디지털화 도래에 따
른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 4차 산업혁
명 추진계획 체계구축(안)’을 마련하여 범은행 차원의 대응을 위한 위원
회를 신설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 은행의 경우 각 부서별 빅
데이터(플랫폼 구축), 인공지능(금융봇), 생체인증(지문, 홍채인증), 블록
체인(간편 로그인), 클라우드(핀테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TV 페이),
LBS(금융사고 사전예방) 관련 일부 업무적용 및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은행의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는 은행에서 비중이 있는 수석부행장이
주관하며, 종합기획부서 내에 ‘디지털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은행의 핵심
전략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최근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채널본부나 디지털
태스크포스팀 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구성하고 IT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저희는 랩이라는 특수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IT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AI 랩(AI 기술을 기반으로 거기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AI 기반으로 고객
을 끌어올 수 있느냐)과 블록체인 랩이 있어요. 시장에서의 금융으로 바라
본다면 신용장이라든가 스위프트라든가 기존 생태계의 망을 이용하지 않
고 새로운 블록체인 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겠는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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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글로벌 뱅킹이나 글로벌 컴퍼니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모색하는 부서이지요. 그다음은 DA, 즉 digital alliance인데
이를테면 제휴 비즈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AI랩과 블록체인랩이 기
술 베이스인데 반해 DA는 외부와의 협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솔
루션을 찾는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와 페이먼트 경계가 다소 모호하지만 페이먼트 랩은 지불결제에서
고객의 편의성 제공, 즉 당행 고객을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디지
털화를 모색하는 팀이에요. 예로 글로벌 결제 회사가 (중국의 경우 위체페이,
알리페이 등) 한국에 상륙을 했을 때 비자 마스터와 같은 기존 망 사용에 소
요되었던 비용을 은행과의 소싱을 통해 달러에 대해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
으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정상 플랫폼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로보어드바이저 랩이 있어요. 기존의 영업점에서 텔러나 직원
들이 상담하던 것들을 비대면 환경하에서는 사실 고객이 혼자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코칭과 지원을 모바일에서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전략본부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향
후 은행의 디지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고민하는 부서인 것 같구요.”

이런 디지털 채용의 변화 속에 있는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산업
은 최근 노동력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노
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은행업은 소위 제2금융권 투자 금융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길게는 1990년대 말 위기 이
후 그리고 짧게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길고 상시화된 구조조정의 터
널을 지나고 있다.
[그림 8-2]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은 지
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등락
이 심하다. 2009년의 글로벌 위기 때 일시적으로 상당한 감원이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다가 다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림 8-2]는 이 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시적인 고용조정
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최근 금융업의 고용 규모를
주도하는 주요인이 기술만이 아님을 더불어 보여준다. 또 여성에 비해 남
성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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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지난 10년간 전체 고용추이 대비 금융 및 보험업의 성별 고용 추세

자료 : 금융위원회(2015).

금융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래업무에 더 많이 분포하는 여성
에게 일차적이고 지속되는 충격이 가해지기보다 중간관리직에 다수 포진
한 남성이 고용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기술의 영향력이 일
차적 구조조정의 요소가 아님을 드러낸다.
한편 은행별로 기술 도입의 추세나 그 영향력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
타난다. ICT가 주도하는 비대면 서비스 채널의 확대로 인한 영향을 측정
하는 데 용이한 지표 중 하나는 대면 서비스 채널, 즉 서울과 지방에 분포
한 영업점의 수다. 다음 [그림 8-3]은 지면관계상 네 개 은행의 지점 현황
을 예시했는데 영업점의 축소 추세는 은행별로 크게 다르다. 따라서 지점
의 축소는 분명히 ATM과 비대면 채널의 확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점규모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은행 간 큰 차
별없이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다시 은행별 지점 현황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광범위한 영업점 네트워
크를 가지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영업점 축소가
이루어졌으나 축소의 폭은 의외로 크지 않다. 폭넓은 고객망과 시장 점유
율이 이 은행의 상대적 이점이고 지역에 분포하는 중고령 고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점망을 큰 폭으로 조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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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지난 10년간 자동화 기기(ATM) 설치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2015).

해 볼 수 있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지점 축소폭이 전자에 비해 더 가파
르다. 최근 모바일 앱, ICT 기업과의 공동협업체계 구축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채널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은행의 행보를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반면 기업은행이나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오히려 지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장점유율을 높여 은행의 존립을 안정화시
키겠다는 정책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단단한 고객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리테일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은행들의 영업점 전략
은 동일한 디지털화의 추세 속에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러한 지점 전략은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디지털화의 추진 역량과
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은행별 인력 현황은 보다 복잡하다. 앞에서 평균적인 금융업 인력
조정 추세를 통해 현재까지 한국 은행산업에서 보고되고 있는 인력조정
은 사실상 핀테크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낮아지는
수익성을 인력조정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는 비용논리에 의해 전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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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은행별 지점 현황(1열 KB국민은행, 신한은행/2열 기업은행, 부산은행)

자료 : 금융위원회(2015).

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기술의 인력대체 논리보
다는 각 행의 수익성과 조직적 고려가 인력조정에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제시된 은행별 지점 현황과 각 은행의 인력구조 역시 기술변화가
인력구조 변화에 일차적인 영향요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주요 시중은행
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책임자급의 인원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영업점이나 본점에서 대부분의 중간 실무업무를 맡고 있
는 이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기술대체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대부분 노동조합 조직원인 이들의 고용이 노사
관계에 의해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행원 급은 최근 몇 년간 모든
은행에서 오히려 갑자기 상승했는데, 이는 직원 외 인원의 감소와 연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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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그 추세가 확연하다. 즉 계약
직을 정규화하면서 양자 간의 상쇄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인원총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지점망이 늘고 있는 부산은
행 (2열, 1행)의 경우 책임자와 행원의 수적 증가가 가파르다. 은행 전체
적으로 보아도(2열 2행) 책임자와 행원은 공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신한
은행의 경우 계약직 인원 축소가 행원의 전격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
도록 하는 점진적인 영업점 합리화를 진행해 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인원 중 소수에 해당하는 임원급에서는 등락폭이 크다. 금융
권의 경쟁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임금 비용이
높고 영업실적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노조의 영향
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원급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불안정성은 주요 의사결정권자로 역할하는 이들
이 단기적 실적에 더 의존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 만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는 기술도입과 인력 간 관계의 함수를 보
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특히
고도의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연될 수도 있으나, 기술의 안정성
과 시장성이 입증되면 인력축소가 더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나타날 일은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
존 인원의 노동강도와 영업(sales) 실적에 한층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어
떤 논리로든 기술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가 아직 한국 은행업에서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맥락에서 핀테크를 주도할 주체나 핀테크의
성격이 아직 제대로 구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화가 가져올 인력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핀테크의 파괴적 성격
혹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몇
%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예견에는 견고한 근거가 없다. 산업의 전개
는 기술 그 자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을 여하히 적용할 것
인가를 둘러싼 다양한 판단과 제도, 조직의 시장위치 등에 의해 좌우된다
는 것을 위의 최근 은행인력 현황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전개가 기존 은행의 주도로 디지털 기술 전문기업을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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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주요 은행의 인원변동 추이(1열 KB국민은행, 신한은행/2열 부산은행,
은행 전체)

자료 : 금융위원회(2015).

형태가 될지, 아니면 후자의 독자적 영역 구축으로 갈지에 따라 기존 은
행권 인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핀테
크 전문기업의 진입이 미미한 상황이고 은행의 전문기업 흡수가 대종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통계자료로부터 후자에 의한 금융으로의 IT
인력흡수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제한적이나마 고용형태별 사업체 인력조사 자료를 통해 산업
별 분류인 금융업과 직업별 분류인 중분류의 전문과학기술직(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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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기술직, 22/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23)을 교차해 근속년수별 인
력 구성을 통해 금융업에 ICT 기술인력이 어느 정도로 영입되는지 살펴
보았다(그림 8-6 참조).
2015년 이래 핀테크의 붐을 타고 금융과 기술융합을 위한 은행인력 전
략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자료
가 은행업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 및 연금업이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업(64)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새로 진입한 인력을 판별하기 위해서 금융업 전문기술인력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활용하였는데, 근속년수가 짧은 인력을 새로 진입한 인력이라 가
정한다면 ICT 인력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
금융업 인력 중 IC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
는 없다. 근속이 짧은 인력의 비중이 높은 것은 첫째, 대체로 이들 인력의
이동이 잦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이 금융업 내에서 기업 간
이동을 주로 하며 금융 특화된 ICT 인력으로 움직이는지, 금융업과 여타
산업과의 경계를 넘나드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은행이 새로운 기
술을 금융서비스에 통합하는 사업모델이 인력의 충원을 통한 내부 R&D
확충보다는 대체로 아웃소싱을 통한 기업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
[그림 8-6] 금융업 내 전문기술인력의 근속년수별 분포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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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네트워크가 지닌 거버넌스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금융기업이 일반 공채 인
력을 ICT의 전문지식에 특화된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최근 ICT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은행의 담당자는 2016년 11%
정도 공학 배경을 지닌 인력을 확충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그림 8-7]을 보면 근속년수 3년까지 근속년수별 ICT 인력의 임
금은 비ICT 인력에 비해 다소 높다. 그림은 같은 근속년수를 지닌 인력
의 임금을 사분위(quartile)로 나누어 제시한 것인데 최고 25%를 제외하
면 대체로 모든 분위에서 이들 ICT 인력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기존 인력과는 다른 체계의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있을 가능
성을 유추하게 한다. 금융업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내부노동시장의 관
행 유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연공급적 요소를 크게 축소하는 성과급 도
입을 두고 노사 간 상당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향후 이 업종에 ICT
인력 등과 같은 이질적인 인력이 다수 유입된다면 업종 내 내부노동시장
의 전통적 규율이나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림 8-7] 금융업 내 비ICT 인력과 ICT 인력의 근속년수별 임금 분포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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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업의 기술변화와 작업조직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행업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는 급격
하고 돌출적이라기보다는 이 업종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온 기술혁신
(이는 국가정보화 추진위원회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기도
함)과 효율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점진적이고 진화적(evolutionary)
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은행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핀테크 도입은 핀테크의 수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은 은행
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선진적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
내기(disply) 위해서 시범 도입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그 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 목적을 보면 위의 키오스크 사진은 테스트 효과, 아래의 로봇
사진은 전시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림 8-8] ○○은행의 스마트 라운지와 ××은행의 안내로봇 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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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라운지의 한 코너에 당신의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 새로운 자동화기기는 입출금에 제한된
기존의 ATM과 달리 창구에서 수행하던 거의 모든 업무를 돕는다. 고객
이 업무를 하다가 질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
는 콜센터 상담직원 호출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게 했던 제신고․변경 업무를 포함한 영업점 창구 방문 서비스, 신
규계좌 업무, 온라인 뱅킹 신청업무, 금융상품 상담․가입업무, 기타 법
원․대학생․군장병 업무 등 대상별 특화 서비스까지 이 새로운 자동화
기기가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넓어졌다. 이와 별도로 대출과 외환
업무를 전담하는 ○○뱅크 키오스크도 마련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
모든 업무가 자동화기기로 가능해졌지만, 기기의 설치 비용이 높아 현재
는 몇몇 거점 지점에만 시범 설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은행의 안내로봇은 일본에서 개발, 상용화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로봇 페퍼를 들여온 것이다. 고객이 내점했을 때 상품
안내를 위해 묻고 답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페퍼는 고객이 말을 걸어
올 때 눈을 맞추고 몸을 움직이며 고객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층
인간에 가까운 상호작용(interactive)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대출, 예
금 등 상품정보 안내, 이벤트 안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런 AI 로봇이 머신러닝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시험해 본 결
과 XX은행에 도입된 페퍼는 일상의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한국어
음성인식 수준이 낮고 금융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간단한 질문도 이해
하기 어려워한다. 오히려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영업점 행원을 호
출해 보조하도록 한다. 아직 은행이 이 로봇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소수 거점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첨단기기는 현재로서는 일선 영업점의 업무를 자
동화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 점진적인 기술진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처음 콜센터 도입 시점이나 업무의 전산화, 컴퓨터화가 이
루어질 때의 충격과 달리 점진적 속성의 이러한 변화는 은행원들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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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일선 영업점의 대다수 프론트라인 서비스/세일
즈 담당자들에게 최근 5～6년 동안 디지털화로 인한 가장 충격적인 변화
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다. 딱 하나 집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자동화 디지털화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젊은 세대 행원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
용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화는 이미 자신에게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
어버렸기 때문에 작업조직에서 디지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변화
를 충격적으로 혹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는 전방위적이다. ○○은행의 경우 최근 종이 없는(paperless)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 역시 정보입력과 서명을 그들 앞에
놓인 태블릿 PC에 하도록 안내받고 있다. 이 밖에 대출심사, 서류업무,
펀드 소개 등 대부분의 업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쯤에 설치되었어요. 종이 웬만하면 안 쓰고 도장 안 쓰고 서명하
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고객 앞에 놓아둔 태블릿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영업점의 모든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일괄적으로 이걸 쓰
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이걸 쓰도록 하는 데 꽤 시간이 걸
렸어요.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 더러 있어요. 사실은 이 태블릿으로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업무도 있구요. 간소화하기 위한 건데. 예컨대 해지다 그
럼… 전액해지를 태블릿으로 하려면 전액해지 켜놓고 입력하고 태블릿 돌
리면 이제 로딩시간. 해서 고객님 전액 쓰세요 클릭, 클릭. 동의합니다 성
함 싸인하세요. 완료하면 이제 또 로딩시간. 로딩시간 때문에 더 걸리는 이
런 부분들? 물론 종이 안 쓰고 간편하긴 하지만요.
마감 업무에서의 아 장표정리…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장표가 없으니까. 혹
은 장표가 열 개 나올 거 한두 개 나오니까 원래 장표 들여다보고 잘 썼는
지 안 썼는지 도장 찍고 책임지고 다 봐야 하고 그러는데 디지털 결제는
뭔가 안 썼으면 안 넘어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에러가 거의 없다고 봐야
죠. 결제를 하는데 간편해졌어요…. 마감업무는 돈 세고 실적 내고 창구 닫
고 지점 출입문 닫은 후 장표 정리하고 이거는 사실 디지털 문서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센터 집중화라는 게 있는데, 은행의 일을 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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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 센터라고 하는데,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예를
들어서 등기부들 다 출력하면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아이디 치고 카드
번호 다 입력하고 유효번호 다 입력하고 해야 했는데 지금은 리테일센터
들어가서 고객번호와 주소 확인만 누르면 한 1분 뒤에 완료됐습니다 하고
와요. 우리는 출력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 큰 변화죠…
저희가 하는 게 대출심사인데 이제 창구에서 심사할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건 ○○뱅크라고 해서 100프로 어플로만 대출
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건 정말 변화라고 느끼죠. 이걸 하기 위해서 고객
들 앱만 깔면 되고 지점 안 거치지요. 은행에서 하지 않던 중고자동차 대
출로 업역이 넓어졌는데 정작 우리 일이 증가한 건 전혀 없어요. 지점에
있는 우리는 초기에 딜러를 만나 협약하자 그러죠. ○○를 이렇게 소개하
고 대출을 성사시키면 네게 1프로씩 넣어줄게. 이 구조거든요. 이 딜러와
의 거래 이후에는 저희가 할 건 없고… 나머지 처리 업무는 은행직원보다
좀 더 인건비가 저렴한 콜센터에서 하죠. 은행 직원을 안 거치고 대출을
알아서 받아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 같아요…
로보어드바이저요? …은행 직원들한테도 이걸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데 사
실은 관습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요. 우리 지점에서 저밖
에 없어요 저만 손님들한테 이걸 이용하세요 이렇게 (권유)하고… 보여드
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요… 아마도 2～3년 지나면
수익이 잘 나와 그런 게 미디어에 계속 알려지면… 그러나 직원이나 손님
이나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대교체가 되기까
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하죠.” (리테일 영업점 직원)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영업점의 창구직원이 최근 변화라고 언급한
내용들 중 종이 없는 은행의 실현과 관련된 업무절차의 간소화, 상담과
영업 외 모든 후선 업무의 중앙 집중화는 사실 새로운 변화는 아니다. 디
지털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입이 누적적으로, 그리고 새롭다기보다
는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한 대출, 즉 직원이
매개되지 않는 대출과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은 기존의 디지털화가 서비
스 및 서류 관련 작업의 자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
영업(sales) 영역에 빠르게 침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세대 디지

제8장 산업별 사례연구: 금융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241

털화가 서비스 인력을 세일즈 인력으로(from tellers to sellers) 전환시키
는 변화를 요구했다면(Regini et al., 1999) 이번에는 세일즈 인력의 고도
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책임자급 업무는 물론 은행의 영업점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난 세대 디지털화의 대출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은 데이터베이
스화로 고객 신용평가에 행원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제거했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용평가는 물론 서비스 프로세스 일체를 디지털
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출 앱(application)의 등장은 간단한 소매영업
대출에서 영업점 내 고객과 직원의 면대면 상담과 서류작업이 조만간 완
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객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 이
은행의 앱, 모바일 전문은행 ‘○○뱅크’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 없이 기존 고객 여부에 상관없이 5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2% 이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앱이다. 일반고
객시장(mass market)의 경우 레거시를 따지지 않고 단타성 시장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디지털화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서비
스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뱅크로도 구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따라서 이들 리스크가 적은 소액대출, 대출 저변을 넓힐 수는 있
지만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대출업무는 영업점 업무로부터 점차 사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간단한 이체를 포함한 예금 입출금 업무는 이제 은
행창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듯이 소액 대
출 업무도 조만간 은행창구의 고유 업무 리스트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 앞으로 앱을 통한 대출상품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신용과 대출 패
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 사람이 매개되지 않는 대출의 상한
액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웹베이스 대출은 예전에도 있었
지만, 서류 없는, 예금 없이도 접근 가능한, 실시간 대출은 향후 고객 세
그먼트 관리의 고도화와 인력 활용에 대한 새로운 암시를 던지고 있다.
같은 앱 ○○뱅크는 대출뿐 아니라 외환도 고객기반과 상관없이 제공되
는 서비스로 변모시켰다.
위의 영업점 담당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앱 기반 서비스는 사업영역도
새롭게 확장하고 있다. 이 은행은 모바일 ○○뱅크를 통해 자동차금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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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영역을 넓혔는데 낮은 취급 수수료와 높은 접근성․편리성을 내
세운 중고차 대출사업으로 2017년 신규 1조 원, 누적 4조 원 매출실적을
올렸다. 가맹 중고차 딜러와의 매매계약과 함께 할부한도 조회, 차량 선
택 후 할부진행, 심사,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절차가 모두 앱으로 이
루어지므로 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이 프로세스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
상품으로 영업점 업무와 연동되지 않는 콜센터의 독자적인 사업영역 역
시 확대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인터뷰에서 언급되고 있듯 초기 단계로 영업점
직원과 고객 모두 이 상품에 대한 인지 정도나 사용의지가 현재로서는 모
두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
플을 갖고 있고 이게 나온 지 2～3년 되었는데 최근 새로 나온 거 이게 뭐
냐면 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냐
에 따라서 A, B, C 이 펀드 20, 30, 50% 이렇게 (분산투자로) 들어가면 된
다 제안을 해줘요. 신규 버튼 누르면 딱 돈이 100만 원 투자했으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나눠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저도 최근에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저희도 공부하고 나서 손님한테 알려주
는 입장인데 제가 1, 2, 3펀드를 공부하고 나서 이 펀드가 괜찮은 거 같고
실제로도(경험적으로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그래서 권해드렸는데 AI가
좀 빠르죠.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골라주는 상품들도 은행에서 골라서 편
의를 시켜놓은 상품들이겠지만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거 같아요.
창구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습득하는 능력이 (낮다)… 왜냐
면 펀드만 완전 전문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앱이고… AI 기반이고… 결
국은 이거 따라가면 우리가 더 전문성 있는 서비스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
지도 은행직원들은 업무적인 습관? 관습?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익숙한 펀
드를 권유하지요.” (리테일 영업점 직원)

30대 초반 은행 경력 7년차인 이 직원의 경우는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신기술 도입을 자신의 일과 전문성을 보완해줄 수단으로 긍정적이고 적
극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세대에 따라
그리고 은행원의 성향에 따라 이런 신기술의 수용정도 혹은 저항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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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직원의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획기적인 기술이 자
신의 일을 위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근거는
기술의 불완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존이 아직 사람들의 성향에 남아 있
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 추세면 은행도 지금 막 부서 이런 거 개편하면서 되게 이쪽으로 많
이 밀어붙이는데. (기술적으로 완전해지고 안정되는 데) 5～6년 정도 걸리
지 않을까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축적이 되어야 하구요. 고객들
도 아직은 대면에 더 믿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도 부정확하기는 마찬
가지 아닌가요?) 확인적 측면이라고 할까요. 간단한 거는 웹이나 인터넷에
서 일단 알아볼 수 있지만… 123안 중에서 먼저 리서치 하고… 전문성 있
는 직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의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보다 사
람을 믿는 경향. 전문가한테 [의지하고 확인받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리테일 영업점 직원)

한편 빠른 시간에 현격한 작업장 변화가 있지 않으리라는 판단에는 고
객의 저항에 대한 관찰도 작용한다.
“이게 세대랑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요. 통장이랑 아날로그적인 것들 좋아
하는 사람이 아직 엄청 많아서 당장 카카오뱅크가 나왔다고 은행이 잡아
먹히냐… 아닐 것 같아요.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은행 언제 없어질 것
같냐 그러면 5년 그러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세대적인 것으로 보면 앞으
로 최소 10～20년 정도는 있어야 완벽한 디지털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
지요. 영업점에 있으면… 아직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익숙치 않[다는 것이
보이]으니까요. 다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해도 못 따라오
시니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편
하다고 그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게 맞아. 할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그런 감정
적인 부분은 보완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사실은 은행에 와서
예적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오가는 얘기들 워낙 정감 있잖아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리테일 영업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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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여타의 변화 특히
앱 기반 모바일 뱅킹의 전개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들의 인지 정도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저 본점이 주도하는 변화에 따라서 영업점과
는 다소 무관한 경향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대개 향후 다가올 고용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상당한데, 이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작업조직의 직
접적인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영진의 메시지가 일반 사회의 4차 산업
혁명 담론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본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사실 크게 와닿지 않
아요.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는다보다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앱으로 어떻게 하면 손님들 입장에서 편하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에 이제 대부분의 업무
가 급하다 보니… 저는 기술변화가 우리 업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영업실적을 내라 하고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
서는 기술적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출근해 컴퓨터를 켜면 오늘 상담할
고객의 정보를 일별해 준다거나 만기가 되는 고객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
보를 알아서 준다거나 하는 …쉽게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
스템이 아쉬워요.” (리테일 영업점 직원)
“리테일 뱅크 지점들은 바쁘죠. 그래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
렇게 와닿지가… 어 진짜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
카카오뱅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손님이 줄거나 이런 건 아니었구요. 거의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좀 많은데 강남에 회사원 많은 지
점이나 이런 데는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인원도 줄이고 있고 하는데 근
데 아직은 변화가 엄청 느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인 거, 경영진으
로부터 오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위기감도 느끼
고 그렇죠. 얼마 전에는 사장님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라 그런 메시지
를 주었는데… 오전 내내 뒤숭숭했지요. 막연하고… 했던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하니까. 이제까지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했는데 그것 아
니고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면 나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리테일 영
업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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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핀테크는 일부 인력에 우호적으로 전개되는가(Digital
inequality)? 핀테크의 불평등 효과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디지털화 과정은 은행업종 내 인력구성 및
업무구성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와 관련된
OECD 보고서 역시 전반적인 직종(occupation) 단위의 변화가 아니라 직
무(task)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디지털화의 고용효과는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Arntz et al., 2016).
현재 핀테크가 미칠 인력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은 인원 총수에 대한 문제
라기보다는 인력구성 변화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8-9]는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90년대 초반 텔러직 대
부분을 설명하던 여성인력 구성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0
년대 말 이래 은행업 작업장의 가장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은행지점의
축소 생력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은행업종 내 다수인력을 구성하던
입출금 텔러직, 특히 정규직 여성의 수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여직원제가 폐지되면서 고졸 신규채용 중단, 자
[그림 8-9] 1990년대 초 은행 자동화 추진기 고용형태별 여성노동력 증감

자료 : 권현지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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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감원, 비정규직화 등이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기술도입의 영향력은 제
도변화와 동시에 추구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시기 이후 지난 20여 년은 기존의 단순 입출금 텔러 업무가 BP(Business Process)의 고도화에 따라 상당부분 후선 업무로 이동하는 것을 목
격했다. 즉, 단순업무는 대면 서비스로부터 콜센터 및 인터넷 뱅킹, 모바
일 뱅킹으로 빠르게 이전되고 지점 내 인력에 대해서는 소위 원스톱서비
스로 불리는 종합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어 왔다. 계약
직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던 빠른 입출금 서비스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이후 이
빠른 입출금 창구를(소위 하이카운터) 상담 및 영업창구(소위 로우카운터)
와 분리하는 경향이 잠시 강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화 흐름과 제도의 초기
경계(alert) 효과가 사라지면서 양자 간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원스톱서비스는 금융업 탈규제와 금융서비스 기관 간 사업영역의 분리가
허물어짐에 따라 업무영역의 대폭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양적으로 축소된 대면 창구는 단순서비스로부터 복잡서비스로,
서비스 창구로부터 세일즈 창구로, 또 일반대중시장(mass market) 창구
로부터 고부가가치 고객(high value added) 창구로 변화해 왔다. 이 모든
변화는 채널 간 소속 인력의 분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2000
년대 이후 팽배해진 서비스 아웃소싱(사업서비스업의 확장)의 추세에 따
라 콜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후선업무(back office) 기능이 외주화됨에
따라 은행업종의 노동시장 분절은 단순히 기업 내 핵심-주변의 분절을
넘어 기업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며 다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핀테크의 전개 역시 단순히 수십 퍼센트의 인력 감축이라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기업 내 핵심-주변의
분절, 기술(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력을 지닌)인력과 비기술인력 간의
분절, 서비스와 세일즈 인력의 분절 및 세일즈 인력 내부의 고객 세그먼
트 간 분절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인력을 리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매스 고
객을 접점에서 만나는 그곳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해 놓은 이유는 그쪽
에 고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점 같은 경우에 양극화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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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적응력이 떨어지는 고령 고객은 단순업무도 지점에
오셔서 계속 하실 것이고. 20～40대까지 디지털 굉장히 활용 잘하시는 분
들은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가장 많은 고객 포션을
담당했었던 영역이 디지털이 가속화될 거구요. 디지털로 할 수 없는 부분.
기업 금융이라든지, 자산관리 고액 자산가분들은 지점에서 거래를 하고 싶
어하는 니즈가 있고, 기업은 아직도 지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
습니다. 결국 내점 고객 비중이 중간에 가장 많았다면 여기가 줄어들고 지
금은 양극단으로 간다. 인력배치도 저희가 창구를 리테일을 축소시키고 극
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리테일에 근
무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과 WM 창구에 물리적인 숫자가 늘
어날 가능성이 크구요…. 그게 상담 창구 리테일에서 일부 영역을 저희가
아까 창구 재정의다 이런 거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를 그쪽에서 떠안고 거
기에 포션을 늘리면서 저희가 WM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 어드바이징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리테
일에 있는 직원들의 상당수가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요….
내년에는 입출금 창구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을 보시
면 저희 은행을 제외하고는 입출금이 없어졌습니다. …영업점을 줄이는 건
맞구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업점을 줄인다기보다는 영업점을 특화한다
는 표현이 맞습니다. 영업점을 좀 대형화해서 거점 점포를 좀 만들고 지역
에 따라서 특수성을 부여하는 방향이지요. 지금은 모든 점포에 입출금부터
대출, 기업 다 있습니다. 한 점포에. 그러다 보면 우리 점포에는 기업(수
요)이 없다 해도 한 명 정도는 앉아 있고. 리테일이 필요한 점포는 리테일
만 갖다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WM이 있을 이유가 없고 WM이 필요한 점
포에 리테일이나 기업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특화점포가 많아질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 전략은 거점
화시켜서 대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점 HR 관
리자)

위의 HR 기획 관리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분절화 전략, 특화
전략, 거점화 전략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
존에 개별화, 특화되고 관계에 의존하는 대기업 영업이나 고부가가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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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업 영역에 업무가 특화되어 있던 인력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
고 있는 반면, 리테일 영업 업무에 배치된 대다수 인력의 불안감은 상대
적으로 크다. 후자의 경우 경력 경로에 대한 전망을 바꾸면서 변화에 적
응하거나 혹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리테일에 포
진하는 여성, 그리고 입사 후 주로 빠른 창구에서 일해 왔던 계약직 및
전환직 행원들의 경우 바뀐 환경에서 특히 불안감이 가중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대한 적응력과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40대 후반 50대 이후 세대의 불안 역시 크다.
“미래 은행에서 리테일 파트는 많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남는 거는 기업영
업과 자산관리 쪽이라고… 거의 모든 대출 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일반
가계대출은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것 같고. 아무래도 기계에 (적응하기) 어
려운 분들 어르신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아무래도 타겟팅해서 쉽게 말해
서 프라이빗 뱅킹 쪽이 살아남지 않을까요.” (대기업 영업점 직원)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불평등이 금융업에서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채용하
는 핀테크에 대한 투자와 사업 적용이 향후 강하게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를 더욱 비약적으로 전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은행들은 2018년까지 새로운 매출 수입의 50% 이상을 디지털
세일즈가 차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미국의 은행들 역시 소매 예금수입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상품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은행에서 이러한 사업전략 및 작업장 재편 추세
가 앞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인력 배치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가 노동
시장에 있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업무영역에서의 집단별 분리가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및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집단에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숙련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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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 명제(the thesis of skill-biased technical change: SBTC)는 특
히 기술활용 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20여 년간 사회과학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이론적 가정 중 하나다(권현지 외, 2008). SBTC는 최근
의 변화가 미(저)숙련자에 비해 교육과 숙련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을 선
호하는 숙련 편향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성은 기술의 발
전이 신기술과 자신의 숙련과 지식을 보완적 관계에 놓을 능력 있는 인력
에 대한 선호와 요구를 증가시킨다는 데 있다(권현지 외, 2008). 이러한
메카니즘이 작동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로 주목되어 온 현상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화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는데, 노동
시장 전반으로 보면 문제는 기술친화성이 높은 희소한 고숙련에 대한 임
금 프리미엄보다는 저임금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저평가된 돌봄서비스의
확산이나 최저임금 등 제도의 결여 혹은 부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그 예
다(Dwyer, 2013; Card & DiNardo, 2002). 그러나 비교적 고임금 부문인
금융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저임금의 확산보다는 중간 임금의
탈락 가능성, 중간임금의 고임금으로의 전환 가능성, 혹은 고임금의 임금
프리미엄 심화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SBTC론의 통찰력
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화의 노동시장 함의는
공급 측의 변화로만 혹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오히려 노동이 실제 조직되고 기술을 선별해 채용하는 작업
장의 특성이 디지털화와 불평등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컴퓨터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는 작업장의
보완적 디자인과 기존 인력에 대한 숙련 훈련이 숙련과 작업효율성, 그리
고 노동에 대한 시장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Doms, Dunne & Troske, 1997; Levy & Murnane, 1996; Batt, 2001). 고
객들 역시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인 디지털화 상품으로 빠르게 옮
겨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전(cyber-security), 투명하고 효과적인
금융자문 및 투자관리 서비스에 대한 신탁자로서의 역할, 은행의 플랫폼
화에 관련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인프라스트럭처의
안전한 구축과 운영, 사이버 문맹(illiterates)의 접근성 등 은행의 책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며, 이는 은행업무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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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핀테크가 융합적 기술, 이질적 분야 간 소통, 아직 채 충분히 차지 않
은 인력 저수지 등의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구나 이
런 작업조직의 문제와 숙련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디지
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의 오래된 혹은 새로운 양상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의 문제의식은 결국 작업조직의 문제, 즉 지속적 교육훈련, 그
리고 서로 다른 역량의 배치와 팀 등의 이슈와 연계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급격히 바뀔 수 있잖아
요. 그걸 누가 빨리 학습하고 적응하느냐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실상 30대
이하 직원들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창구도 보면 서류에 하던
것을 태블릿에 받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다 그걸 쓰구요. 그런데 아직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직원들은 전표 쓰시고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분들 가운데서도 노력을 해서 사실상 자기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직무에 대해서 어떤 적응력, 새로운 직
무나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적응이 떨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과거 했던 직무와 연관해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컨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
어 여신에 관련한 후선성 업무든지, 여신 관리라든지 그리고 은행 여러 가
지 업무에 대한 검사 감찰 이런 것들은 과거와 현재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그분도 분명 은행에서 자기의 존재나 역할
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런 이슈가 크지는 않
아요. 그분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
면 그분들이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 과거와 미래가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본
점 인적자원기획부 관리자)

모바일, 사이버 환경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채널로 등장함에 따라 뱅킹
의 서비스 방식과 서비스 영역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런 상황이 고용관계에 내미는 가장 큰 도전은 인간의 단순하고 직접적
인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투입은 고객기반 분석 및
구축과 상품 개발, 그리고 기술적 장치의 구축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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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은행산업에서는 지식기반 노동력의 편중, 즉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SBTC)의 전망이 여타의 산업에 비해 강하게 적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
다. 이는 향후 아웃소싱 후선업무 센터의 단순인력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상품 개발과 플랫폼 디자인에 직접 관여하는 IT 인력, 자산관리, 기업여
신 등 고도의 서비스 인력 간 불평등의 심화를 낳을 가능성을 매우 높이
고 있다.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되지만 숙련의 범용성과
P2P의 확산, 업종 간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의 공유/융합, 탈경계가 더
본격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장기고용에 기반한 내부노
동시장 쇠퇴의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동력 활용의
더욱 강한 유연화와 빈번한 노동이동을 함의하는데, 숙련과 미숙련 노동
을 조직하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노동시장의 결과(labor market
outcomes)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6절 핀테크의 전개에 따른 최근 노동조합의 대응

지난 수십 년간 기술변동에 대한 금융 노동조합의 대응은 거의 무대응
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는 화이트칼라 서비스/전문직 노동
자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특히 위기 이전까지 호황기에는 서비스의
고도화와 관련된 ICT 기술변화를 환영하는 경향이었으며, 위기 후 지난
20여 년간은 금융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규제완화, 내부노동시장 변화
시도에 대한 방어적 대응(예컨대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변화 방어 등)
등 계속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수시 대응이 노동조합 활동의 대부분을 차
지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확산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은행 등 대안금융기업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등장하면서 노동조합 내에
기술변화의 결과에 대한 우려와 개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7
년 출범한 금융산업노조 집행부는 노조 내에 4차 산업혁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17년 임단협에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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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기술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대응 전략
의 필요성을 조직 내에서 공감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행보는 아직 구체적인 현장 조사나 분석적 예측에 기
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인력이 축소될 전
망이라는 미디어의 보도와 자동화와 직업구조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혹
은 거시적 수준의 분석과 우려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금융 노동조합의 전략과 정책도 아직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
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는 인식은 진일보한 것이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한국 노동조
합 중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 리더십은 고용불안정
성을 완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시간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이르고 있다. 단, 이러한 고려가 조합
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방어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고민
을 토로하기도 한다.
금융노조가 만든 향후 행동계획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 및 대응팀을 구성하고, 산별
및 현장 지부 노사 단위로 논의기구에 대해 공동의 계획을 설립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무전환을 연구하는 방안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제기한다.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4. 단체협약 내용에 4차 산업혁명(디지털 노동)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기술변화가 영향을 미칠 노동의 변화에 대한 노사정 및 국가단위 논
의기구 구성 제안
향후 금융노조의 이와 같은 행보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될지, 그 여부나
정도에 작용하는 조직내외적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노사 교섭의 양상에
따라 작업조직, 숙련,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용과 불평등에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현재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
져 있는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테이블을 복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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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 선택은 제도 및 규제 관련 정책 및 거시 환경의
변화와도 결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융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비
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
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략과 활동,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험대로 작동할 전망이다.

254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제9장

산업별 사례연구 : 음악산업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제1절 서 론

‘소장에서 저장으로, 다시 소모로’. 가수 이승환씨가 음악 생산물을 소
비하는 방식의 변화과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
에 디지털 기술변동에 따른 소비의 변화와 음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
가 절하의 과정이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음악을 ‘소장’하는 시
대에 음악 콘텐츠는 LP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CD 등 피지컬 음반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며,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음반을 구매하여 소장하면서
음악을 청취하고 감상, 향유한다. 음악을 ‘저장’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MP3 플레이어, PC,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재생, 청취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피지컬 음반
에서 MP3 파일로 이행하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위주의 소
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음원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이동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온더고(on-the-go)’ 형식으로
음악을 청취하곤 한다. 이와 같은 ‘플로우(flow)’ 형태의 소비는 한편으로
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반이나 음원이 소장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장기적으로 보존되기보다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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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한 상품으로 변환되었다. 바야흐로 일회적 ‘소모’ 위주의 패스트뮤직
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서비스의 인스턴트화가 진행된 것이다.
소장에서 소모로 이르는 이와 같은 과정은 음악이 생산되고 유통․분
배되며 소비되는 과정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과거 음반 위주의 시장은 디지털 음원시장과 스트리밍 플랫
폼 중심의 시장으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악 생태계를 구성하
는 가치사슬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는 또한 가치사슬 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배급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만들
어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반산업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주
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 플레이어들의 권력 기반을 축소 혹은 와해
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전통적인 음악산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
게 되었다며 디지털 기술의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강조하였고(Kelly,
2002; Moreau, 2013), 이러한 변화가 아티스트들의 지위하락과 창작동기
저하 및 그로부터 기인하는 음악 생산물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낳음으로
써 전반적으로 음악산업이 정체, 퇴보하였다고 주장한다(한찬희, 2011).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음악산업의 시장구조와 가치사슬
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음악산업 종사자들과 뮤지션 및 아티
스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음악산업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었
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ockstedt et al., 2006; Waldfogel, 2017).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효과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기술변동이 가치사슬 구조 및 가치사슬 내 행위자들에게 미친 효과
를 기술결정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음반시장이 축소되고 음원시장이 약진하게 된 것은 글로벌 수
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변화의 구체적 양상과 효과는 나
라 혹은 지역마다 다소 상이하게 발현되었던 것이다. 이는 행위자들 간
교섭과정 및 역학관계가 기술의 사회적 효과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음악 생태계의 가치사슬 구조가 변화하는 속도(pace)와
패턴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와 같은 변이가
가치사슬 구조 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 권력과 자원 분배의 구체적 양상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행위자들 간 교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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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와 이로부터 비롯된 교섭 과정과 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필요
로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음반산업의 붕괴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전통적 디지털 음원시장으로의 대체과정도
매우 급진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치사슬이 출현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이동통
신사를 주축으로 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플랫폼이 권력과 자원의 집중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게 되는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비스 플랫폼으로
의 권력 이동 과정에서 전통적인 피지컬 음반의 기획과 유통, 판매를 담
당하던 음반사와 음반 도소매상 주체들은 시장 권력을 대거 상실하게 되
며, 음반기획사는 연예기획사로서 재포지셔닝을 통해 시장 권력을 유지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작 음악 생산물의 창작과 실연 주체인 아티스트들
-작곡가, 가수, 연주자들-은 어떠한가? 해외의 선행연구는 디지털화로 인
한 제작비용 감소가 음악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독립 레이블과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이들이 대형 음반사의 통제로부
터 벗어나 음악 콘텐츠를 자유롭게 기획, 제작, 유통시킬 수 있는 자율성
을 누리게 되었다고 지적한다(Bockstedt et al., 2006, Hracs, 2010). 그렇
다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화는 이와 유사한 기회와 자율성의 확대를 통
해 아티스트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가능하게 하였는가? 아니
면 가치사슬 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의 교섭력이
약화되어 이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본 연
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중점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디지털화가 음악의 실질적 생산주체인 뮤지션들의 작
업 생활(working lives)에 미친 효과를 탐색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변동과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가 뮤지션들의 영향력과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음악산업의 재구조화가 결과적으로 이들
의 작업조건 및 지위, 창작과 창작물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디지털 기술의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였지만, 음악산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변
화가 음악산업의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누구나 체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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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 음악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
켰는지를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음악 창작과
생산의 핵심 주체인 뮤지션들의 음악적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주제인 디지털화에 따른 뮤지션들의 지위 변화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가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그와 같은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속에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기회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핵심 플레이어들은 누구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관심의 초점은
뮤지션들이 변화의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 과
정에서 뮤지션들의 권력과 자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이다. 그러므
로 디지털화가 뮤지션들에게도 임파워먼트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였는지
고찰하고, 이들의 취약성, 불안정성(precarity), 불안정성과 위험(risk)의 요
소들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음악산업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1. 전통적 음반산업의 가치사슬
과거 음악산업은 음반의 제작과 판매, 레코딩된 작품의 재산권과 매니
지먼트를 중심으로 제조와 유통과정이 확립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레코드
판, 테이프, CD 등의 실물(physical) 음반을 통해 음악을 제작하였으며, 이
와 같은 음반이 도매상을 거쳐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성을 갖는(brick
and mortar) 소매점에서의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가치사슬 구조 내에서 음악 아티스트들은 음악 콘텐츠의 제작, 프로
모션, 유통을 위해 음반회사(레코드 레이블)의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이
를 위해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였다. 음반 제작 작업에는 대규
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고가의 음향 녹음장비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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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스튜디오에서 정교한 프로듀싱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비롯하여 실
연가, 작곡가 및 편곡가와 가수들의 협업에 의한 고예산의 전문적 음악작
업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와 같이 대규모 자본과 전문적 음악 역량을 동원
하여 제작된 음반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마케팅 판촉 활
동과 유통망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도 음반사의 자본과 노하우,
전문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로서 커리어를 발
전시키고 음반을 많이 판매하여 성공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음악 비즈니
스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예술적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
템하에서 음반을 제작함과 동시에 고도의 마케팅과 유통 전략을 통해 음
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어야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뮤지션들은
대형 메이저 레이블의 전방위적 지원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메
이저 레이블 모델(major label model)에 의하면, 뮤지션들은 레이블과 전
속계약을 맺음으로써 재정적, 기술적, 비즈니스적 자원을 제공받으며 계약
기간 동안 음악활동의 안전성(security)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음악 콘
텐츠 및 음악활동과 관련된 재량과 권한을 전적으로 소속 레이블에 위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도의 제작 시설과 전문적 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전략, 대규모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던 대형 메이저 레이블들이 아
티스트에 대한 통제력 및 음악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비롯하여 음
악시장 전반에 대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해외의 경우에는 대
표적으로 EMI, Seagram/Universal, Time-Warner, Sony 등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에 의한 규모의 경제 창출로
음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통제하고 음악 콘텐
츠의 제작과 유통을 통해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다. 한국의 경우
에도 YBM 서울 음반, 예당 엔터테인먼트, 대영AV, 도레미 미디어, 신나
라 레코드 등 대형 음반사들이 전속 아티스트들을 두고 음반의 기획, 제작
부터 타 기획사와의 제휴를 통한 홍보 및 유통까지 총괄하는 수직계열화
를 이루고 있었다(이수범, 2012).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가치사슬에서는 아티스트가 작곡한 음악 콘텐츠
를 음반사(레이블)에서 고가의 장비와 시설, 고도의 전문 아티스트와 기
술인력을 동원하여 레코딩하며, 이렇게 실물 형태로 제작된 음반을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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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음악산업의 전통적인 가치사슬

자료 : Bockstedt et al.(2006)의 그림을 필자가 재구성.

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시킨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음악시장 내에
서는 메이저 레코드 레이블들이 가치사슬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과 통제
력을 행사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2.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상(virtual) 가치사슬의 형성
음반산업의 전성시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그때까지 메이
저 레이블들은 음반시장에서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누렸다. 그러나 음악
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기존의 음반시장은 위축되고 음악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변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
넷을 통한 음악 콘텐츠의 유통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서 MP3 오디오 포
맷이 발명되어 디지털 음악 파일을 개인용 PC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광범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망을
통해 배급, 유통,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어났다. MP3 기술은 음악
콘텐츠를 쉽게 재생산․복제․저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네트워크
를 통해 쉽게 검색되고 교환될 수 있는 정보재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 의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용자들이
Napster Network나 소리바다 등의 서버에 접속하여 MP3 파일을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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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료로 다운 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MP3 파일을 네트워크상에서 불특
정 다수와 쉽게 공유하였다. 이는 음반의 매출과 음악산업 전반의 수입
자체를 급격히 감소시켜 기존의 대형 음반회사들의 시장 권력을 흔들어
놓는 등 음악산업 전반에 위기를 낳았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한 대응 속
에서 한국의 음원협회는 소리바다를 대상으로, 미국의 음반산업협회는
Napster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결국 이 업체
들의 서비스 종료로 귀결되며, 이로 인해 개인 대 개인의 P2P 프로그램,
웹하드형 P2P 사이트를 통한 음악과 미디어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무료
공유는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작권 소송의 결과로 인
해 무료 MP3 파일의 불법 복제와 공유 체계는 유료 음원 다운로드와 스
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된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이
이 과정을 촉진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음악을 재생하는
핵심 매체가 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음원 유통이 확산되면서 피지
컬 음반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바로 그 시점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은
역으로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LP, 카세트테이프, CD를 판
매하는 오프라인 유통체계만으로 구성되었던 음악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는 해체되고, 오프라인의 피지컬 음반 가치사슬과 더불어 유무선 네트워
크 기반의 가상 가치사슬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
를 통한 스트리밍 위주의 음원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그림 9-2 참조).
[그림 9-2]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가치사슬은 피지컬 음반 외 디지
털 음원을 주요 매체로 하며, 아티스트들은 음반사, 기획사에 소속되어
이들의 중개를 통하거나, 개인 레이블 형태로 직접 음원 유통사 및 플랫
폼 사업자(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와 유통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이 과
정에서 가치사슬의 새로운 참여자인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는 유료 다
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최
종 유통시킨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화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핵심 행위 주
체들의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야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행위자
들의 영향력이 축소된 반면 다른 행위자들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화되었다
는 것이다. 새로운 음악산업 가치사슬 구조의 등장에 의한 가시적 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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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디지털 음악산업의 가상 가치사슬

자료 : Bockstedt et al.(2006).

오프라인 음반 도소매상이다. 기술발전에 의한 대체재의 등장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 쇠퇴하게 되면 보완적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연관 사업분야
도 같이 쇠퇴하게 되는데, 음악산업의 경우에는 음반시장의 축소가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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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음반 상품의 창고관리, 물류 등을 담당하던 도매상과 오프라인에서 물
리적 형태의(brick-and-mortar) 음반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상들의 동반
몰락을 야기하게 된다. 그리하여 “구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음반유통 구조
에서 있었던 도매상들의 독점적 지위는 망 사업자로 전이되었으며”(한찬
희, 2011: 51), 음반시장이 붕괴함으로써 소매상들도 쇠퇴의 길로 들어섰
다. 일례로 장미혜․이충환(2006)은 2004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2004년 현재 전국 1만 개였던 음반 가게가 불과 5년 만에 500개
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음반 소매업의 드라마틱한 몰
락 과정을 드러낸다.
반면, 디지털 가상 가치사슬 구조 내에서 새롭게 핵심 플레이어의 지위
를 획득하며 독점적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기업 행위자들
(corporate actors)도 있다. 음악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음반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음악 콘텐츠의 유통이 확대됨으로써 온라인 음
악 서비스 제공자들이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의 중심도 메이저 음반사(레이블)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
공하는 플랫폼들로 이동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Apple
사가 아이튠즈(itunes)라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음원을 공급하면
서 온라인 음원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였다. Apple사는 MP3 플
레이어 아이팟(ipod)과 스마트폰 아이폰(iphone), 태블릿 PC 아이패드
(ipad)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제품들과 아이튠즈(itunes)라는 소프트웨어
간 보완적 가치사슬을 확립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무선 디지털
유통망 내에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 SK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YBM 서울음반을 인수하고 최근 다시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멜론, 최근 CJ E&M에서 분사한
엠넷, KMP홀딩스를 인수한 KT 계열사 KT뮤직의 지니, NHN 엔터테인
먼트에 인수된 벅스 등의 디지털 음원 플랫폼들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원 및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수익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
다. 이들은 대형 통신사와 미디어형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두었다가 최근
에는 거대 플랫폼을 보유한 IT 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 200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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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서비스 회사들의 집중률을 분석한 김기덕․최석호(2014)에
의하면, 2007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기업 집중이 한국의 대중음악시장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로엔, CJ E&M, KT뮤직과
같은 대기업 계열의 음원 유통․서비스 회사들이 한국 대중음악시장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쇠퇴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통업체의 등장 및
시장 지배력 강화는 매출 규모로도 확인이 되는바, [그림 9-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음악산업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
을 보면, 2015년 현재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제외하면 온라인 음악유통업
이 26.7%로 규모가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 음악제작업과 음악공연업이
각각 20.4%와 16.8%이고, 음반도소매업은 3.4%, 음반복제 및 배급업
2.4%, 음악 및 오디오 출판업은 0.3%에 불과하다.
[그림 9-3] 2015년 기준 음악산업 업종별 매출액 비중
(단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6 한국음악산업백서｣의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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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에서의 가치사슬 재구조화와 디지털 시장에서의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1. 피지컬 음반시장의 붕괴와 디지털 음원시장의 급진적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모바일 환경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음반시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디지털 음원시장은 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음악산업의 규모는 1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과거 압도적인
비율의 음반매출을 중심으로 20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던 시장이 2014년
145억 달러 규모에 그치며 꾸준히 규모가 줄어들었고, 2015년 다시 5억
달러의 소폭 상승으로 150억 달러의 규모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10년 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축소는 음반매출의 급격
한 감소에서 기인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9). 반면, 음악산업 내
음원시장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마침내 음반시장을 추월하였다.
[그림 9-4]에서 볼 수 있듯이 2005～15년에 걸쳐 세계 음악시장의 규모
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음반매출과 음원매출 비중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그림 9-4] 세계 음악시장 규모 변화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2016 Global Mus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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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에는 음원매출이 약 1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음반매출은 약
170억 달러에 육박하여 음반매출의 비중이 17배나 컸으며, 2010년까지도
음반매출 규모가 음원매출 규모의 2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음반매출은 급감하는 반면 디지털 음원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전 세계 음반매출과 음원매출이 50 대 50 수준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2015
년 마침내 음원매출이 음반매출 규모를 뛰어넘게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음악시장에서도 디지털화와 더불어 음반매출이 감소하
고 디지털 음원시장이 발전하여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와 피지컬 음반시장
규모 간 역전이 일어났으며, 음원매출이 음반매출을 앞지르게 되었다. 그
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음반시장의 감소와 디지털 음원시장의 확장이
규모와 속도 면에서 훨씬 드라마틱하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글
로벌 음악시장의 경우에는 2013년까지도 음반매출 규모가 음원매출 규모
보다 컸으며, 2005년에는 17배 이상, 2006년 8배 이상, 2007년 6배 이상으
로 음반시장 매출이 음원시장 매출보다 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음원시
장과 음반시장의 규모의 역전은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되어 피지컬 음반시
장의 규모가 1,833억 원, 디지털 음원시장의 규모가 1,850억 원으로 음원시
장이 음반시장을 소폭 추월하고 있었으며, 2004년에는 피지컬 음반시장이
1,338억 원, 디지털 음원시장이 2,014억 원으로 디지털 음원시장의 매출 규
모가 60%로 높아지면서 확실히 우세를 굳히기 시작했다(장미혜․이충환,
2006: 239). 이와 같은 경향은 불가역적인 추세가 되어 온라인 디지털 음원
시장이 2001년 911억 원에서 2009년 5,366억 원으로 10년도 채 안돼 약 6
배 급성장했으며, 2014년 1조 1,900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었다.99) 요약하
자면, 한국은 이미 2003년을 기점으로 음원시장 규모가 음반시장을 추월
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빠른 속도의 급진적인 음악산업의 디지
털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음악시장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의 급진성은 해외통계와 비교해도 잘 나타난다. 2014년 현재 미국의 피지
컬 음반시장의 규모는 21억 1,200만 달러, 디지털 음원시장의 규모는 37억
3,600만 달러이고 2015년에는 그 규모가 각각 18억 9,800만 달러와 39억
99) 뉴스토마토(2016. 10. 3), ｢음원시장 1조 돌파 … IT업체 인수합병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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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만 달러로서 미국에서도 음반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애플뮤직, 시리어스XM 등이 주도하는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이 음악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피지컬 음반시장 대비 디지털 음원
시장의 우세가 우리나라만큼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2011년까지도
피지컬 음반시장 21.3%, 디지털 음원시장 21.9%로 두 시장 간 규모의 차
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영국은 2014년 현재까
지도 피지컬 음반시장의 규모가 7억 8,600만 달러, 디지털 음원시장의 규
모가 7억 7,700만 달러로 여전히 피지컬 음반시장의 규모가 디지털 음원시
장의 규모보다 크며, 2015년 현재 스트리밍 시장이 전년대비 37.7%나 성
장하면서 비로소 피지컬 음반시장(7억 8,200만 달러)과 디지털 음원시장(7
억 7,900만 달러)이 거의 50 대 5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ibid.). 일본의
경우에도 음반시장은 하락세, 디지털 음원시장은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피지컬 음반시장이 29억 6천만 달러, 디지털 음원시장
이 6억 2천만 달러, 2015년 기준 피지컬 음반시장이 28억 8,400만 달러, 디
지털 음원시장이 6억 3,900만 달러로 피지컬 음반시장이 여전히 압도적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음원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기술변동은 음악산업의 유통 가치사슬
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도 ‘피지컬 음반에서 디지털 음원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
털화의 속도와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처럼 피지컬
음반매출의 비중이 디지털 음원매출 비중과 유사하거나 일본처럼 오히려
피지컬 음반매출의 비중이 여전히 더 큰 나라도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
도 피지컬 음반시장의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원시장은 확
대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산업 디지털화의 속도(pace)와 패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피지컬 음반시장 파괴 효과도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피지컬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 우리나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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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피지컬 시장이 여전히 지속
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소장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콘텐츠에 대한 소장의 문화가 급격히 해체
됨과 동시에 ‘소장에서 저장, 저장에서 소모로의 이행’도 가장 급진적으로
일어났다. 저장에서 소모로의 이행은 디지털 음원시장 내에서도 다운로드
서비스 시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으로의 소비자 이탈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음악 콘텐츠를 소장도 저장도 하지 않고서 실시간 흐
름형 청취형태로 즉시 소비하는 ‘패스트 소비’가 지배적인 소비유형으로 자
리잡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9-5]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이 스웨덴
에 이어 스트리밍 서비스 비중이 가장 큰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
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인 스포티파이(Spotify)가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과 시장 확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접 북유럽 국가들도 그와 같은 영
향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독일,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여전
히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9-5] 주요 국가별 디지털 음원서비스별 비중(2014년 기준)

자료 : IFPI(2016),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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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악산업 디지털화의 구체적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차이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
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가상 가치사슬로의 재구조화 과정에
서 행위자들 간 교섭력의 차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력과 자원의 재분
배 양상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술이 음반 레이블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 그리고 아티스트의 작업활동과 영향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가치사슬 재구조화의 특수한 맥락과 과정, 가
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교섭력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음악산업의 디지털화는 대기업 이동통신사 계
열의 음원 유통 및 음원서비스 플랫폼들이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시장을
과점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음원이라
는 새로운 상품이 유통되는 데에는 이동통신망과 인터넷망이라는 유무선
통신망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3G 모바일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 기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일례로 우
리나라는 2011년 12월 기준 초고속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100.6%로
OECD 평균 보급률의 2배 가까이 높아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OECD 브로드밴드 보고서, 2012).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해 초고
속 무선인터넷 가입률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모바일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에 한국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SKT, KT, LGT가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1위와 2위
간 경쟁이 치열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기업 계열의 이동통신사들
은 음원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자사 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기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음원시장에도 가장 먼저 뛰어들게
된다. SK텔레콤 계열의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멜론은 가입자
에게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전용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KT는
자사 음원서비스 지니와 연계된 요금제로 가입자를 모았다. 또한 이들은
통화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 등 스마트폰 이용기기와 연동된 다양한 음악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통신사 멤버십과 연계된 할인 상품으
로서 한 달 이용가격 7,900원인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5,900원의 할
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무제한 다운로드 + 무제한 스트리밍을 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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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1만 500원으로 제공하면서 음원서비스 가입자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
입자의 풀을 모두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가치사슬 진입과
지배적 지위의 공고화 과정에 대해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인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MF 이전까지 음반산업계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김건모, 서태지, 신승
훈처럼 백만 장 이상씩 밀리언셀러 하는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여서 소
위 그때는 음반이 하나 대박이 나면 빌딩을 하나 사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
다가 IMF 사태가 터지고 세상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IT 산업을 활성화하면
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었고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
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CD 리핑을 하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누구나 CD를 MP3로 변환시켜서 인터넷에 뿌리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음반사들이 이제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권력
이 이제 그때부터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로 다 넘어가요. 그 이전에는 미국
에 Napster가 있었듯이 2000년에 소리바다, 벅스 이런 회사들이 그때는 불
법 P2P 사업자였죠. 그렇게 음악이 불법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
제 상당히 많은 타격들이 있었구요. 그리고 2004년에 멜론이 처음 생겼는데
멜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 하면 불법 다운로드되고 불법
적으로 유통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 음성화된 시장을 아주 저렴한 가격
으로 양성화시키자는 거였고, 그래서 무제한 다운로드, 무제한 스트리밍 같
은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휴대폰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시기였
고,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어요. 그 당시에 음반업계 관계자들, 제작자나 음반사는 멜론
이 음성화된, 잘못 형성된 불법시장을 유료시장으로 이끌어내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시장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소위 디지털 시장하고 피지컬 시장하고 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멜론이 오
픈되고 불과 1, 2년 이내에 그야말로 디지털 음원시장이 역전을 했어요. 예
전에 음반, CD 전성기 시대를 누려봤던 사람들은 음반 내서 몇 만 장 나가
면 ‘와 망했다’고 했었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500장 1,000장 팔게 되도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고, 스마트폰이 보급되
면서 굉장히 변화가 가속화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한 90프로 이상
을 음원시장, 모바일 다운로드, 스트리밍 시장이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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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음원 유통 및 음원 포털 시장 내에서는 SKT, KT와 더불어
CJ E&M의 엠넷도 지배적 사업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SKT 계열에서 최근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CJ E&M에서
분사한 엠넷의 경우는 디지털 음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유통
사와 제작사를 겸하고 있어 전형적인 수직계열화된 대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신 및 미디어 시장에서 이들 기업이 행사하던
대규모 영향력이 고스란히 음원시장으로 전이되었다. 음원이 전송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망과 방송 미디어망을 이와 같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기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신규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도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멜론은 애초에 SK통신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였는데 SK가 그 당시 시장
점유율이 70%였거든요. 그때의 지배적 지위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죠.
멜론은 처음에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이었던 거죠. 통신사의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했던 음악 부가서비스 사업이었는데 그때 절대적인
숫자의 가입자들이 멜론 가입자였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매출은 계속 늘
어날 수밖에 없던 구조였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된 거죠.” (인터뷰, 면접참
여자 B)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멜론, CJ E&M의 엠넷, KT뮤직의 지니에 의한 독
점적 시장 지배력은 2016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음원
플랫폼사의 전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내 점유율은 2015년 각각 83.4%와
82.6%, 2016년에 각각 78.2%와 78.1%로 대기업 3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표 9-1 참조).
<표 9-1> 상위 3사의 전체 스트리밍 다운로드 내 점유율 추이(2012～16년)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스트리밍

77.5

79.9

85.4

86.7

83.4

78.2

다운로드

72.8

75.9

82.4

85.0

82.6

78.1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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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디지털 유통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원서비스 플랫
폼 사업자들은 음원 수익의 상당부분도 독식하고 있다. 현재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면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40%, 저작인접권자가 44%(유통
사 8.8%, 제작사 35.2%)를 받는데, 로엔, CJ E&M, KT 지니 뮤직, NHN
벅스의 경우 음원서비스사이면서 음원유통사를 겸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
체 음원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8.8%를 가져가고 있다. 또한 유통사 점유
율을 보더라도 2017년 10월 기준으로 로엔(멜론)이 58.14%로 압도적 점
유율을 갖고 있으며, CJ E&M(엠넷)이 23.59%, KT 뮤직(지니)이 11.07%
의 점유율을 보여, 음원서비스 플랫폼을 겸하고 있는 3대 유통사가 음원
유통시장의 92.8%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다.100)
그러므로 수직계열화된 대기업 계열의 음원서비스 플랫폼사들은 인터
넷과 모바일 환경 내에서 구성된 가상 가치사슬 내로 새롭게 진입했을 뿐
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치사슬 구조 내에서의 핵심적 플레이어로서 독점
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음원시장이 대규모 이
동통신사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통신시장에서 이들의 배타적, 독점적 지
위가 그대로 음원시장에도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막강한 지배
력에 기초하여 이들은 음원시장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도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음악산업 가치사슬 구조 내의 또 다른 주요 플레이어들인 대
형 메이저 레이블들과 아티스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해외의 일부 연구
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리코딩과 분배 테크놀러지로 인해 ‘do-ityourself’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아티스트들이 대형 메이저 레이블을 통
하지 않고서도 음악 작품의 생산과 분배를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물리적 오프라인 가치사슬 내에서는 대규
모 자본, 고도의 전문적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코딩 기술, 거대한 유통망
을 보유하지 않고서 음악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액세스하기 힘들
어서 아티스트들이 메이저 레이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디지털 테
크놀러지의 발전과 온라인 음원 유통망의 등장으로 인해 막대한 자본과
자원 없이 저예산으로 독립적인 음악 창작과 유통이 가능한 환경이 창출
100) 유통사 점유율 출처 : http://www.nah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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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형 메이저 레이블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한
편 독립 인디 뮤지션들의 권한과 재량이 증대하여 레이블과 아티스트 간
권력의 균형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ockstedt et al., 2006,
Hracs, 2010).
본 연구는 디지털화로 인한 권력의 재분배 과정에서 뮤지션들의 지위
변화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기에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민주화 효
과’ 가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은 기술이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단
선적이거나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결정론을 대체하는 본 연
구의 관점은 디지털화의 아티스트에 대한 효과 또한 음악산업 내 행위자
들 간 경쟁 및 교섭관계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Preston and Rogers
(2011)의 주장대로 ‘모든 급진적 기술혁신의 구체적 결과는 모두 상이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기에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결과는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주체들
간 교섭력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화가 일률적으로
뮤지션들의 임파워먼트로 귀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창작과 실
연의 실질적 주체인 뮤지션들이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고 변화의 과정을
선도하거나 통제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뮤지션들이 아티스트 행
동주의(artist activism)의 주체로서 다소의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회적 공간의 창출로 개인화된 리스크(individualization of risk)
를 축소하고(Cornfield, 2015) 가상 가치사슬 내에서 새로운 자원과 권력
을 보유할 수 있겠지만, 뮤지션들이 교섭력 결핍으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사회적 앙트러프러너로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보다
는 리스크 개별화의 폐해에 노출되어 취약성과 불안정성(precarity)도 증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변동이 레이블
과 아티스트 간 관계 및 음악을 생산하는 핵심 주체들에게 미친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어느 정도의 교
섭력을 행사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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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음악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

1. 디지털화와 권력 재분배 과정에서 레이블의 영향력
전통적인 음악산업 가치사슬 내에서는 음반사(레이블)가 가장 큰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전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하였다. 해외 메이저 레이블들은 수직계열화된 체계 내에서 음반 기
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총괄하는 음반사이자 기획사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고 있다. 이 레이블들은 음반 제작에 필요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추고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티스트들
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힘든 전문 레코딩과 매니지먼트, 마케팅 기술 및
배급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티스트들은 계약과 동시에 이와 같
은 레이블의 자원, 전문 매니지먼트와 육성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었으
나 그 대가로 자신의 음악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권한을 레이블에 위임하
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레이블-아티스트 간 관계는 비대칭적 권력에
기초한 아티스트들의 레이블에 대한 종속관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반제작사가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을 발매해 왔는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음반사와 기획사가 분리되기 시
작하여 음반사는 음반유통을 담당하여 가수들이 음반을 발매하게 되면
전국 매장으로 유통과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기획사는 음반 제작보다는
스타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다국적 메이저 음반기업이 합작이나 직배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국내 음반 제작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를 계기로 제작사의 힘이 약화되면서 연예기획사가 음반시장의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이수범, 2012: 54). 그리하여 1990년대 한국의 음악시장에는
대형 기획사가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아이돌 가수를 양성하는 스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체계적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사가 기획한 콘텐츠를 음반 음원 공연방송 등을 통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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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였다.
그렇다면 음악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내에서 이들 기획사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근래에 국내 유명 기획사들은 자체 매니지먼트 시
스템을 통해 육성,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들 기업이 대형화되면서 시장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형 기획사는 기존 중소 엔터테인먼트 회
사들의 인수 합병, 새로운 법인 형태의 레이블 설립 등을 통해 멀티레이
블화를 꾀함과 동시에 아이돌 그룹의 공연, 음반활동을 음악예능 활동의
일부로 편입시켜 여러 콘텐츠를 기획, 공급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악
비즈니스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를 모두 추진하면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즉 음반과 음원의 기획과 제작, 공연과 같은 음악
활동에 대한 투자 외에도 자사의 소속 아티스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제작, 패션 산업으로의 사업 다각화와 화장품, 여행서
비스 등 비관련 분야로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수익모델을 다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김은정․정우식, 2014: 13). 또한 최근 대형기획사들의
멀티레이블화도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2013
년 기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를 SM C&C의 자회사로 흡수했으며, 2014년
에는 인디음악을 주로 다루는 레이블 ‘발전소’를 설립했으며, 2015년에는
소속 아티스트인 수퍼주니어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레이
블 SJ를 설립하면서 멀티레이블화하고 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내부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2015년
에는 에픽하이의 타블로를 대표 프로듀서로 하는 하이그라운드라는 레이
블을 설립하고, 같은 해 자사의 대표 프로듀서인 테디의 주도로 독립 레
이블인 블랙레이블을 설립하였다. 또한 음원시장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
을 갖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도 레이블을 인수 합병하거나 자체 설립하고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로엔트리와 콜라보따리라는 자체 레이
블을 설립해 아이유, 써니힐 등의 매니지먼트를 독립법인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유통과 제작을 분리했으며, 2013년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인
수해 스타쉽X, 스타쉽 Y라는 독립 레이블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2015년
에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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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FNC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레이블 기능의 확보
및 확대를 꾀하고 있다. CJ E&M 또한 로엔과 유사하게 직접 레이블 설
립 및 외부 레이블 인수를 병행하며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등 자사의 방송 콘텐츠로부터 생성된 아티스트 매니지먼
트와 음원사업 기회를 확장하고자 멀티레이블 체제 구축을 선언하고
2014년 엠엠오엔터테인먼트, 1877, 서인영컴퍼니(이후 EB) 등을 설립했
으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뮤직웍스 등에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다.
2015년에는 팔로알토 등이 속한 힙합 레이블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인수
하고 2016년에는 박재범이 속한 AOMG를 각각 인수하였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7: 138～140).
요약하자면, 1990년대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급성장한 대형기획사들도
대기업 계열의 음원서비스 플랫폼과 더불어 음악시장 내에서 주요 권력집
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멀티레이블화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과점하
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CJ E&M의 엠넷은 음원 유통시장에서 음원
유통과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화와 음반산업의 쇠퇴와 함께 국내 제작사
들의 영향력이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2. 디지털 신기술의 민주화(democratizing) 효과?
레이블과 뮤지션 및 아티스트 간 권력 재분배와 관련하여 일부 논자들
은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과거 레이블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해체하여
인디 뮤지션과 아티스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디
지털 기술의 발달로 음악 콘텐츠 제작과 유통 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디지털 작업을 통해 쉽게 저예산으로 음악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자신의 콘텐츠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 페이스북과 같
은 SNS 사이트나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쉽게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DIY(do it yourself) 디지털 환경에 의해 인디레
이블들뿐만 아니라 1인 음악 창작자들과 1인 레이블들이 그 어느 때보다

276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많은 자유와 기회를 얻게 되고 권력 및 자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
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Bockstedt et al., 2006, Hracs, 2010).
한편으로는 낮아진 진입장벽에 의해 인디 뮤지션과 1인 레이블들이 기
존의 음반 레이블들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직접 DIY 방식으로 음원을 제
작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Preston
and Rogers, 2011; 이수범, 2012). 이수범(2012)에 의하면, 누구나 웹캠과
PC만 있으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
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알릴 방법으로 동영상 업로드가 이용되기 시작
하면서 유튜브 같은 MCN이 음악인 배출 창구가 되고 있다(이수범,
2012., 74). 본 연구의 면접에 참여한 인디 싱어송라이터(1인 개인 레이블)
의 경우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집에서 레코딩을 하는 추세예요. 저는 아닌데.
저는 디지털 싱글 내면서 녹음실을 빌렸기 때문에 디지털 싱글치고는 돈
을 좀 많이 썼는데… 집에서 레코딩을 하면 인건비와 비용이 아예 확 줄어
드니까 그렇게 많이들 해요… 요즘엔 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매우 활성
화되어 있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거기서 또 연예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요… 아프리카 티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 방에서 라
이브를 하고 음악활동을 해도 돈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굳이 요즘에는 공
연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안 해봤지만…”
(면접참여자 A)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메이저 음악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권력의 해
체와 분권화, 독립 아티스트들의 임파워먼트로 귀결되고 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
인먼트와 CJ E&M의 사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대형 음악기업들은 멀티
레이블화를 통해 인디 뮤지션들이나 중소 규모의 레이블들을 자사에 흡수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과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디 뮤지션들과
개인 레이블들의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이 인디 뮤지션들과 아
티스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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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하에서 스스로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프로모션과 유통까지 담당하
는 독립 뮤지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기회는
대부분 주변부 니치 마켓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주변부 시장에서
벗어나려면 여전히 메이저 레이블과 대형 음원 유통사의 매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Preston and Rogers, 2011: 16).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논자
들은 일찌감치 디지털화와 더불어 기존의 레이블이 보유하던 권력과 권한
이 인디 레이블과 뮤지션들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디 뮤지션
들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얼터너티브’로서 행동하는 데 제약이 가
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Hesmondhalgh, 1998).
마찬가지로,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프로페셔널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음악시장으로의 유입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주류 음악
시장의 수요는 극히 적어서 젊은 인력들의 과잉 공급(youthful)이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언제나 수요를 초과하는 창조적 노동력의 저사용
(under utilization)이 산업의 특징이 되고 있다”(Smith & McKinlay,
2009: 7). 이와 같은 상황은 소수의 스타와 다수의 불안정 뮤지션들로 음
악시장이 양극화되고 다수의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저임금 조건이 재생
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극소수의 스타 뮤지션과 창작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수입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
이는 음악산업에 배태되어 있는 강한 리스크로부터 비롯되는 측면도 있
다. 음악 콘텐츠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화예술 상품과 서비스는 제작이
완성되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소비의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매
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음악산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risk)가 매우 강하
다(Smith and Mckinlay, 2009). 음악 상품과 서비스는 판매되기 전까지는
시장 반응과 판매실적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반이 히트하면 제작
비 회수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모든 자금 손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률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음반이 제작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판
매고를 올리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미래수익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의 음반회사나 기획사는 신인가수들에게 계약금을 빼고 거의 판권
수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을 보장해주곤 했다. 유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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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흥행보증’ 커리어에 기초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좀 더 유리한 계약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신인이나 무명 아티스트들
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음반사와 기획사는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시장 성공률이 높은 소수의 아티스트들 위주의 제작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음악시장 내에 분절과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
다(권혜원 외, 2016).
그렇다면 디지털화는 이와 같은 제작방식의 해체를 가져왔는가? 본 연
구에 의하면, 음악산업의 디지털화는 오히려 대형기획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화하여 상업적 성공이 높은 소수 아티스트 위주의 음원생산 방
식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2000년대 초반 뮤직 파일의 무료 공유, 음
반시장 매출하락 등의 요인은 음악산업 내 기업 행위자들의 위기의식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대형 레이블들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음악상품과 장르에 대한 투자에 배타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 외의 장르
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더
욱 강하게 띠게 된다. 한편 온라인 음원 유통 시스템은 앨범 단위의 판매
모델을 개별 곡을 판매하는 모델(pay-per-song model)로 대체하였고, 이
와 같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히트 싱글 차트를 운영한다. 그
러므로 레이블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
은 히트 싱글들의 제작, 프로모션과 배급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10대 아이돌 위주의 스타시스템 제도가 공고화되
는 계기가 되어 기획사의 제작구조가 아이돌 스타를 양산하는 체제로 전
환하게 되며, 음악산업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음악이 생산되기보다는 아
이돌 그룹의 댄스곡 위주로 장르의 편중이 심화되었다(이수범, 2012: 74).
그러므로 디지털화가 인디 뮤지션들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여 대안음
악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는 결론은 디지털 음악산업의 민주화 효과나
앙트프러너십 촉진 효과를 과도하게 낭만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혁신
의 프론티어에서 창조적 음악적 실험을 하고 있는 1인 레이블들이 확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주로 니치 시장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음악시장은 여
전히 대형기획사의 영향력하에 이들의 리스크 회피-수익성 위주의 투자
에 의해 좌우되며, 그 결과 아이돌 위주의 제작이 주를 이루어 오히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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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다양성을 축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DIY 정신과 독립적
태도가 태동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국내 음악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
되면서 인디 뮤지션들의 입지도 축소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주류 음악에서 그나마 보장되던 음악의 다양성이 급격
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줄어든 시장 안에서 이익 창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른바 기획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
고, 인디 음악씬을 점유하던 음악 창작자들 역시 흐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김작가,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125에서 재인용).

3. 디지털 시대 음악과 음악가들의 ‘불안정한 창조성(precarious
creativity)’
한편, 인디 음악가들과 아티스트들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디지털 신기
술의 민주화(democratizing), 평등화(flattening) 효과에 대한 가설이 입증
되려면 음악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음악 아티스트들과 인디
뮤지션들이 충분한 교섭력을 행사하여 자원과 권력의 배분과정에서 공정
한 몫을 분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젊은
뮤지션들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교체 가능인력이 풍부하며 소수의 스타와
다수의 무명 뮤지션들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체제하에서는 스타와 명망
있는 일부 아티스트들을 제외하면 뮤지션들의 교섭력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아티스트들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를 구할 때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의존하므로 업계의 네트워크 내 평판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열악한 작업조건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공식적 항의나 구제
절차 요청 등의 행위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Umney and Kretsos, 2014;
Ursell, 2000; 권혜원 외, 2016). 이에 덧붙여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실연
가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이해
대변 조직을 대부분 결여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더라도 조직적
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음악인들의 노동
조합이 존재하였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을 통해 뮤지션들의 지위를 보호
하기 위해 상호부조와 단체교섭 및 집단행동을 조직해왔다. 이와 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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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이해대변기제가 강할수록 뮤지션들은 디지털화의 과정에서도 일정
한 교섭력을 발휘하여 자원과 권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 뮤지션 유니온을 비롯하여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애드보커시(advocay) 단체들이 설립되어 뮤지션들의 이해를 대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교섭력과 제도적 자원의 결핍으로 집
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의 스타와 명망 있는
아티스트를 제외하면 소득불안정성이 심각하여 기본생활조차 어려운 열
악한 처우가 만연해 있고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계약조건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항의는 매우 제약되어 있다. 기본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 기회와 안전성의 부재, 집단적 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대변 안전성이 결여된 이와 같은 조건은 대다
수 아티스트들의 창작환경을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precarious) 상태로
만든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뮤지션들로 하여금 음악 외의 수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다중취업(multi job)을
보편화시켰다.
“제가 볼 때 대다수의 뮤지션들은 알바 해서 먹고 살아요. 음악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1프로밖에 안된다고 봐요.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것도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몇 년 전까지 강의했어요. 음악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
람들은 1프로도 아니고 0.1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음악가들에
게는 불행한 시대예요 지금. 가끔 보면 저작권료 몇 십억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진짜 극히 일부의 얘기죠. 도끼가 차가 몇 대 있더라 그런 얘기
들은 정말 진짜 극히 일부의 얘기예요. 조앤 롤링이 돈을 몇 십억 불을 벌
었다고 소설가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대철 인터뷰)

그렇다면 디지털화는 이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창작 조건(precarious creativity)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Curtin and Sanson(2016)
은 새로운 제작환경 내에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제작비용 절감 압력
이 강화됨에 따라 창조적 산업 내 종사자들(creative workers)의 작업조
건(working conditions)도 하향화되고 있어서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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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등 전반적으로 창작조건의 위태롭고 불안정한 성격(precarious creativity)
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디지털 음원시장으
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와 미디어 대기업 계열의 음원서비스 플
랫폼들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배율을 책
정한 반면, 창작자와 실연가들은 취약한 교섭력으로 인해 요율 협상과정
에서 발언권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요율교
섭은 전적으로 대형 음원 플랫폼의 주도하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
정되었고, 그 결과 현재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면 음원서비스 사업
자가 40%, 저작인접권자가 44%(유통사 8.8%, 제작사 35.2%)를 받는데,
로엔, CJ E&M, KT 지니 뮤직, NHN 벅스의 경우 음원서비스사이면서
음원유통사를 겸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체 음원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8.8%를 가져가고 있다. 반면, 저작권자(작곡, 작사, 편곡자)는 10%, 실연
자(가수, 연주자)는 6%를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분배의 불공정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 음원시장의 확대가 대형 음원 플랫폼사의 독점적 권
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실제 음악의 생산 주체에 대해서는 매우
배제적인 패턴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익 분배구
조는 음악 창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에게 정당
한 몫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대
상이 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음악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였으나 분배 과정이 거대 권력인 음원서비스 플랫폼에 의해 왜곡되면서
많은 음악 생산자들은 성장의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병
오, 2010: 58). 여기에 덧붙여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불리한 창
작자 수익분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와 함
께 결합상품과 할인혜택 등의 프로모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로 인해 1곡 스트리밍 시 저작권자가 정산받는 금액은 0.6원, 실연자가
받는 금액은 0.36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익분배구조는 창작자의 창작동기와 창작조건을 더욱 악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음악의 가치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곡당 낮은 평균 단

282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가로 인해 이와 같은 구조 내에서 창작자들이 음원 수익만으로 투자금액
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음반을 내면 낼수록 더욱 가
난해지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면접에 참여한 인디뮤지션
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디지털 싱글 치고는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예전 음반 내는 것처럼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요. 녹음실도 빌리고 연주가
들도 오고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싱글치고는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음원수익으로 1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공연도 하고 강사도 하고 있어
요...”(면접참여자 A, 싱어송라이터 20대)

스트리밍 시장에서 음악의 교환가치가 워낙 저평가되고 있고, 실연가
와 작곡, 작사가들에게 분배되는 몫도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첫 싱글
음반을 낼 때는 고품질의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지만, 투자
대비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창작 열의는 곧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아티스트들도 작업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아티스트들은 제작비가 많이 드는
앨범 제작 대신에 싱글 음원을 낼 수밖에 없고, 레코딩 과정에서 연주가
들을 MIDI로 대체한다든지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대신 집에서 녹음을 한
다든지 하는 등 더 경제적인 작업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창작 에너
지 욕구의 저하와 음악 콘텐츠 질의 저하로 귀결되는바, 결국 음악의 교
환가치 하락이 사용가치의 하락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은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신대철 씨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고
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음악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앨범이 없어졌어요. 대부분. 아이
돌 앨범말고는 없어요. 아주 셀럽이 아니면. 셀럽이 아니고서는 앨범 내기
가 쉽지가 않아요. 밴드하는 친구들은 앨범을 꾸준히 만들어내죠. 그런데
경제성이 없는 거고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명 가
수들도 싱글 단위로 음반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건 사실 음악계에서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음반을 하나 만드는 거는 정말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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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일이었거든요. 진짜 모든 걸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만드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찢어서 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음악계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소설 장르라면 단편만 있는 게 아
니라 장편소설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음악계에는 단편들
만 있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신대철 인터뷰)

요컨대, 분배의 불공정성, 음악 콘텐츠의 교환가치 하락과 사회적 저평
가로 인해 음악산업의 생산주체인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창작조건은 더
욱 열악하고 불안정해졌으며, 그와 같은 ‘위태로운 창작성’이 창작자의 창
작 욕구와 음악의 가치와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5절 소 결

디지털 기술변동은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을 재구성하여 피지컬 음반에
서 디지털 음원으로의 이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행과정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처럼 피지컬 시장과
디지털 음원시장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일본처럼 여전히 피지컬 시장의
비중이 더 큰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디지털화의 속
도가 유례 없이 빠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음
악산업 디지털화의 속도와 패턴 차이가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디지털 가상 가치사슬로의 재
구조화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 교섭력의 차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력
과 자원의 재분배 과정의 상이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대기업 이
동통신사 계열의 음원 유통 및 음원서비스 플랫폼들과 미디어 대기업이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시장을 과점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급속한 3G 모바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무선 인터넷과 모
바일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대기업 계열의 이동통신사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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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자사 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기반 확대라는 이중
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원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였고, 기존 시장
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바탕으로 음원시장에서도 압도적 지
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음원서
비스 플랫폼사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내에서 구성된 가상 가치사슬
내로 새롭게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치사슬 구조 내에서 핵
심적 플레이어로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90
년대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급성장한 대형기획사들도 대기업 계열의 음
원서비스 플랫폼과 더불어 음악시장 내에서 주요 권력집단으로 자리잡
게 되었다. 특히 멀티레이블화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과점하고 있는 로
엔엔터테인먼트와 CJ E&M의 엠넷은 음원 유통시장에서 음원유통과 서비
스 플랫폼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실제 뮤지
션과 아티스트에게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본 연구는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과거 레이블에 집중되었던 권
력을 분해하여 인디 뮤지션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 ‘디
지털 기술의 민주화 효과’ 주장을 온전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예산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가능
해졌으며, 이와 같은 DIY 디지털 환경에 의해 인디레이블들, 1인 음악 창
작자들과 1인 레이블들에 대한 음악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은 분명
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인식하여 스스로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프로모션과 유통까지 담당하는 독립 뮤지션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기회가 대부분 니치 마켓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프로페셔널 음
악가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음악시장으로의 유입은 더욱 늘어나고 있
지만, 주류 음악시장의 수요는 극히 적어서 음악시장은 여전히 소수의 스
타와 다수의 불안정한 뮤지션들로 양극화되어 있다. 게다가 디지털화에
따른 음반산업의 위기는 제작사, 기획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더욱 강화
하여 대형기획사들로 하여금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음악상품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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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 대한 배타적 투자에 집중하게 하였으며, 음원 사이트의 히트 싱글
차트 시스템도 이와 같은 히트곡 위주의 투자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관행은 인디뮤지션들의 대안음악 공간을 더욱 축소하는 결과
를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1인 레이블과 인디레이블들의 생산과 유통의
장은 매우 주변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의 효과는 행위자들의 교섭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요지인데, 이와 관련하여 음원서비스 사업
자와 기획사와 달리 뮤지션들의 교섭력은 매우 취약하다. 소수의 스타와
다수의 불안정 뮤지션들로 분절화된 노동시장하에서는 일부 스타 뮤지
션들과 창작자들을 제외하면 뮤지션들의 교섭력이 약하며, 프리랜서 성
격이 강한 실연가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적 이해대
변 조직을 대부분 결여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더라도 조직적으
로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다수의 뮤지션들은 열악한 처우,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계약조건 속에서 소득 불안정성, 이해대변의 불안정성을 겪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은 대다수 아티스트들의 창작환경을 매우 위
태롭고 불안정한(precarious) 상태로 만든다. 그런데 본 연구는 디지털화
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안정성(precarity)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음악 콘텐츠의 교환가치
하락과 음원수익 분배구조의 불공정성이 자리잡고 있다. 음원 수입의 요
율 협상과정에서 음원서비스 플랫폼들은 대규모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배율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반면, 창작자와 실연가들
은 취약한 교섭력으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권한과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분배의 불공정성은 음악의 창작을 실질적으로 담당
하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들의 불안정한 창작(precarious creativity)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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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디지털 시대 서울지역 젊은 대중예술 노동자의 노동 및
고용여건 변화조사

제1절 연구목적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의 청년 음악인(주로 대중음악)들이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기
술발전으로 인해 노동과정과 고용, 그리고 고용관계상에 어떤 변화를 경
험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조사는 최근 저
숙련 저임금에 기반한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청년의 고용상황
과 노동경험이 크게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커
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관련, 새롭게 등장하는 고부가 혹은 미래
산업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문화․창의 산업에서 청년의 괜찮은
노동 및 고용경험의 가능성을 진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산업에서 현실은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화적 관심 및 문화 자본
축적을 제대로 고양하고 나아가 산업적 에너지로 전화시키는 양태로 전
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화활동을 통한 생존을 포기하고 다른 취약
노동을 병행하는 다수의 청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술, 문화,
산업, 인력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서울지역에
서 이 산업의 핵심이라 할 콘텐츠의 원천인 인력, 특히 청년이 지닌 문화
적 관심 및 문화자본을 기술적 변화 및 예술적 요구와 제대로 매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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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빠른 환경변화 속에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음반제작 방식은 보컬과 목소리를 한꺼번에 연주하면서 동시
에 녹음이 이루어졌다. 음악 창작자들은 과거와 현재에 상관없이 음악을
만들고, 곡을 쓰며, 연주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음악을 녹
음하고, 편곡하며, 홍보활동을 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음악에 대한 역량을
넘어서 자본과 기술(skills)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음반제작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음악 창작자가 자신
이 만든 음악을 음반으로 취입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접촉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곡을 연주해줄 연주자를 섭외하고 연습을 한 후 음악을
녹음한 Demo Tape을 만들어 기획사에 전달해야 했다. 그러나 MIDI를
이용하게 되면서 연주자의 직접 연주 대신 합성된 사운드를 통해 대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녹음은 개인 작업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가능해졌
다. 또한 음반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 녹음, 믹싱, 편곡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음반제작과 관련된 전통적인 두 가지 장벽인 자본과
기술의 제약요건이 약화되었다(Hracs, 2010). 이러한 변화는 뮤지션들이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
으켰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음반제작의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음악과 상관없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음악가 스스로
홍보를 해야 하고 음반제작을 위한 자금확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아티스트보다는 사업가로 변모하고 있다.
MIDI의 이용과 관련된 음반제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스트리밍 서비
스의 대중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음악가의 노동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국내 음악시장은 초고속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음악에 대
한 ‘소유’보다는 ‘소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한국의 디지털 음악 매출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상은 스트
리밍 서비스 소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
플랫폼인 Melon의 경우 3백만 명 이상의 유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
원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규모가 2011년에 약 6,700만 달러에서 2014년에
6,200만 달러로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2011년에 5,900만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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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년에 1억 7백만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PWC, 2014). 음반소비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통신사 중심의 대형 자본이 투입되면서 음반 기
획 및 제작, 유통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과 음반유통시장의 변화는 음악인들의 노동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 제작 및 유통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악
시장으로의 진입이 비교적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음
반 제작 및 유통이 활성화됨으로써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MIDI의 보편
화로 인해 연주자(session man) 인력의 축소를 가져왔으며(김혜선, 2002),
음악인들이 음악과 상관없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상
황에 이르렀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동통신 회사들은 음
원을 통한 수익극대화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모회사의 수익
극대화가 근본적인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음원가격 정상화보다는 이용자
수의 확보나 데이터 요금을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저가 음원시
장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다시
말해, 수익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음악 이외의 노동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발전이 음악인들의 노동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서베이는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중예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고, 두
번째 서베이는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는 음악이용자에 대한 서베이다. 우
선 서울지역 음악인(주로 대중음악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발전과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노동과정과 고용, 그리고 고용관계상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주요 질문 주제는 창작활동 경
험, 소속 집단, 예술활동 관련 숙련과정, 기술변동으로 인한 예술산업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창작활동 및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삶의 만족도 및 안
정성, 예술인 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이다. 또 다른 서베이는 디지
털화와 음악시장의 변화에 대한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
태조사로서 음악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은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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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증대로 인해 음악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패턴에 변화를 경험
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음원수익 분배구조와 예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발전
에 따른 음악인들의 작업환경 및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이 얼마
나 공감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서베이 대상 확보와 온라인 서베이 플랫
폼 구축, 충분한 서베이 케이스 확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
번에는 기술통계 수준에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기초통계

우선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대중음악
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이다.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중음
악과 관련된 10개 단체를 접촉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뮤지션 유니
온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이메일 발송을 통해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참여한 음악인은 440명이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부
터 12월 말까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창작활동 경험, 소속 집단, 예술활동
관련 숙련과정, 기술변동으로 인한 예술산업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창작활
동 및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삶의 만족도 및 안정성, 예술인 복지지원 제
도에 대한 인식 등이다.
<표 10-1>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조사 개요
조사대상

대중음악과 관련된 10개 단체를 접촉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뮤
지션 유니온에 등록된 회원 중 총 440명 조사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101)

조사기간

2017. 11 ～ 12

주요 조사내용

창작활동 경험, 소속 집단, 예술활동 관련 숙련과정, 기술변동으로
인한 예술산업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창작활동 및 창작활동 외 경제
활동, 삶의 만족도 및 안정성, 예술인 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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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특성은 <표 10-2>와 같이 440명 중 69.09%가 남성이며
30.91%가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약 40%, 30대가 43.6%로 청년세
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한
편 40대가 11.36%, 50대 이상이 5.23%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10.23%, 초대졸이 4.09%, 대학 재학/휴학이 9.77%이며 대학 중퇴 포함 대
졸 이상이 75.91%로 응답자의 약 76%가 대졸 이상이거나 대학 중퇴다.
<표 10-2>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기초통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례수(명)

백분율

남성

304

69.09

여성

136

30.91

20대

175

39.77

30대

192

43.64

40대

50

11.36

50대 이상

23

5.23

고졸 이하

45

10.23

초대졸

18

4.09

대학 재학/휴학

43

9.77

대졸 이상(중퇴 포함)

334

75.91

작곡가

134

30.45

94

21.36

134

30.45

보컬리스트

61

13.86

엔지니어

17

3.86

121

27.5

97

22.05

1,200만～2,400만 원 이하

109

24.77

2,400만 원 초과

113

25.68

프로듀서
종사업계

연주자

600만 원 이하
총수입

600만～1,200만 원 이하

101) 본 서베이를 위해 구서정․김반석․채민진․정수연․신정민․신규호 등 조교 6
명이 예술인 단체에 직접 접촉하고 설문지를 배부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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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계별로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30.45%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다음
으로 프로듀서(21.36%), 보컬리스트(13.86%), 엔지니어(3.86%) 순이다.
총수입은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과 예술활동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의미하는데 600만 원 이하(27.5%), 2,400만 원 초과(25.68%), 1,200
만～2,400만 원 이하(24.77%), 600만～1,200만 원 이하(22.05%) 순이다.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은 서울
에 거주하는 만 15～59세 성인 남녀이며 표본의 크기는 650명이다(1차 :
500명, 2차 : 150명). 조사기간은 1차의 경우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4
일까지였으며 2차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 조사방법은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조사(CAWI)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연령*권역을 고려
한 비례할당(2017년 10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방식이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10-4>와 같이 650명 중 남성은 320명(49.2%)이며,
여성은 330명(50.8%)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15%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으며 그다음으로 30대(22%), 40대(21.69%), 50대(18.92%), 10대(9.23%)
순이다. 학력 수준은 대졸이 49.3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으로 고졸 이하(22%), 대졸 이상(16.15%), 대학 재학(12%), 기타(0.46%)
순이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는데 100만 원 미만이
31.85%로 가장 비중이 높다. 그다음으로 400만 원 이상(22%), 200만～299
만 원(16.46%), 100만～199만 원(15.38%), 300만～399만 원(14.31%) 순이다.
<표 10-3> 디지털화와 음악시장의 변화에 대한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
용자 실태조사 개요
조사개요
조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59세 성인 남녀

표본의 크기

650명(1차 : 500명; 2차 : 150명)

조사기간

1차 : 2017. 11. 29(수) ～ 2017. 12. 04(월)
2차 : 2017. 12. 11(월) ～ 2017. 12. 14(목)

조사방법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조사(CAWI)

표본추출방법

성*연령*권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2017년 10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조사기관

(주)칸타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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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디지털화와 음악시장의 변화에 대한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
용자 실태조사 기초통계

성별

연령

학력

사례수(명)

백분율

남성

320

49.20

여성

330

50.80

15～19세

60

9.23

20～29세

183

28.15

30～39세

143

22.00

40～49세

141

21.69

50～59세

123

18.92

고졸 이하

143

22.00

대학 재학

78

12.00

대졸

321

49.38

대졸 이상

105

16.15

3

0.46

100만 원 미만

207

31.85

100만～199만 원

100

15.38

200만～299만 원

107

16.46

93

14.31

143

22.00

기타

소득

300만～399만 원
400만 원 이상

제3절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조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이 절에서는 디지털 기술변동이 음악인들의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음악인들
과 음악이용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음악산업
에서 디지털 기술변동은 음악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본 조사에서는 음악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을 생산과 유통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는 MIDI 기술
과 각종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작기술 발전으로 실제 연주자 없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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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생산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유통 측면에서는 디지털 음원의 발달
과 함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음악소비 방식의 확산을 목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에서
디지털 기술변동은 디지털 제작기술의 발전과 유통 플랫폼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산업에서 디지털 기술변동은 음악인들의 작업환경과 노
동조건을 변화시켰을 것으로 유추되었다.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망이 있어왔다. 첫째, 디지털화가 음악시장의 다양
성을 불러오고 더 많은 음악산업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
는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기존의 음악 생산과
유통에 필요하던 자본의 양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접근성을 높일 것
이라 기대했다. 둘째, 일부 시각에서는 앞선 전망과는 상반되게 디지털화
가 음악시장의 독점구조를 활성화하고 오히려 음악시장의 다양성을 축소
시킬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창작자를 비롯한 음악인들
이 대형기획사 체제에 종속되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바탕으로
음악시장의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전망들이 실제 음악인의 삶과 노동조건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
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음악인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는 변화와 관련하여 대중예
술 노동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미래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0-1]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성, 연령, 종사업계, 총수입,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10점
척도 중 평균이 8점을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음악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한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이후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
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보다 높다. 우선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이후 임금/소득수준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9%로 감소(18.18%)했다고 응답한 비율보
다 약 20%포인트 높다. 작업기회확보의 안정성, 작업환경 만족도, 예술인
으로서 성장가능성, 작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증가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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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다만 작업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2%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MIDI를 이용하게 되면서 연주자의 직접 연주 대신 합성된 사운드
를 통해 대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녹음은 개인 작업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가능해졌다. 또한 음반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 녹음, 믹싱, 편
곡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뮤지션들이 과거
보다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음반을 제작하게 되면서 작업기간이 줄어들
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0-1] 디지털 기술 중요도에 대한 인식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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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이후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

주 : 1) 매우 감소/약간 감소를 ‘감소’로, 약간 증가와 매우 증가를 ‘증가’로 재구성함.
2)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다음으로 산업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음악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10-3]과 같다. 우선 예술작품시장의 규모와 관
련하여 약 70%가 규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창작활동 기회의 분배와 관
련하여 총 응답자의 약 50%가 다수의 창작활동기회가 확장되었다고 응
답했다. 그러나 35%는 소수에게 창작활동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고 응답
함으로써 창작활동 기회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작품 제작방식과 관련해서는 약 78%가 독립적인 작품생
산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약 12%만이 기획자/제작사에 대한 의존도
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예술문화업계로의 진입장벽과 관련해서는 약
72%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허물어져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응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통경로와 관련해서는 약 61%가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소수 플랫폼의 독점으로 유통경로가 한정되
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8%다. 음악인들은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 차원의 변동에 대해서 예술작품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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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디지털화 이후 예술산업 전반의 변화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작품생산이 가능해졌고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며 유통경로가 다양화되었
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창작활동 기회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절반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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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창작활동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했지만 35%는 소수에게 창작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창작활동의 기회는 대중음악인의 소
득수준 혹은 삶의 안정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응답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0-5>와 같이 주요 인구․사회적 변수별로
<표 10-5> 디지털화 이후 창작활동 기회의 분배
다수의
다수의
소수에게
소수에게
사례수 창작활동
창작활동 변화 창작활동
창작활동
(명) 기회가 매우 기회가 약간 없다 기회가 약간 기회가 매우
확장
확장
집중
집중
전체

440

21.82

27.95

15.23

16.36

18.64

남성

304

23.03

25.66

16.12

14.8

20.39

여성

136

19.12

33.09

13.24

19.85

14.71

20대

175

17.71

26.86

22.86

17.71

14.86

30대

192

26.04

29.69

8.85

16.67

18.75

40대

50

18

26

20

8

28

50대 이상

23

26.09

26.09

0

21.74

26.09

고졸 이하

45

24.44

20

20

20

15.56

교육 초대졸
수준 대학 재학/휴학

18

33.33

22.22

11.11

27.78

5.56

43

27.91

25.58

20.93

13.95

11.63

대졸 이상(중퇴 포함)

334

20.06

29.64

14.07

15.57

20.66

작곡가

134

23.88

25.37

12.69

19.4

18.66

94

17.02

30.85

15.96

17.02

19.15

134

20.15

28.36

17.91

13.43

20.15

61

26.23

21.31

18.03

18.03

16.39

17

29.41

52.94

0

5.88

11.76

121

14.88

31.4

19.83

15.7

18.18

97

17.53

24.74

17.53

23.71

16.49

109

22.02

30.28

11.93

13.76

22.02

113

32.74

24.78

11.5

13.27

17.7

성별

연령

프로듀서
종사
연주자
업계
보컬리스트
엔지니어
600만 원 이하
600만～1,200만 원
총 이하
수입 1,200만～2,400만 원
이하
2,400만 원 초과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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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이후 창작활동 기회의 분배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
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다수의 창작활동 기회
가 확장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
다. 사례 수가 작긴 하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다수의 창작활동 기회가 확
장되었다는 의견과 소수에게 창작활동 기회가 집중되었다는 의견이 팽팽
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과 대학 재학/휴학이 다수의 창
작활동 기회가 확장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종사
업계별로는 엔지니어가 다수의 창작활동 기회가 확장되었다고 응답한 비
율이 약 82%에 달하지만 역시 사례 수가 작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
득수준별로는 총수입 2,400만 원 초과집단이 다수의 창작활동 기회가 확
장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반면 600만～1,200만
원 집단의 경우 소수에게 창작활동 기회가 집중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한편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악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음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음악소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빈도와 관련해서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
별로는 10대 중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
장 높다. 또한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없다. 20대의 경우 일주일에 5일 이
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지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도 33.3%이다. 30대의 경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으며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4%이다. 40대와 50대 모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를 넘으며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8%, 26%이
다. 다시 말해, 10대와 20대의 음원서비스 이용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빈도가 많다.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화 이후 음악감상 빈도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살
펴보면 더 듣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0명 중 43.6%로 10명 중
4명 정도는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화 이후 음악감상 빈도가 늘어났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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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빈도
사례수 전혀 이용하지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일
(명)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한다
이상 이용한다
전체

650

46.30

22.20

11.70

19.80

남성

320

46.90

20.90

12.50

19.70

여성

330

45.80

23.30

10.90

20.00

15～19세

60

0

23.30

23.30

53.30

20～29세

183

33.30

16.90

12.00

37.70

연령 30～39세

143

52.40

22.40

14.00

11.20

40～49세

141

61.70

24.80

7.80

5.70

50～59세

123

63.40

26.00

7.30

3.30

고졸 이하

143

41.30

21.70

11.90

25.20

대학 재학

78

15.40

19.20

17.90

47.40

321

52.30

23.10

10.90

13.70

105

58.10

21.90

9.50

10.50

3

33.30

33.30

0

33.30

207

39.60

19.80

11.10

29.50

100만～199만 원 100

57.00

18.00

8.00

17.00

소득 200만～299만 원 107

45.80

26.20

7.50

20.60

300만～399만 원

93

51.60

18.30

12.90

17.20

143

45.50

28.00

17.50

9.10

성별

학력 대졸
대졸 이상
기타
1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주 :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수 있다. 반면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6.5%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자주
혹은 약간 더 듣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학력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자주 듣게 되었다는 비중이 높다. 대
학 재학생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음악감상 빈도가 높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반면 성별, 소득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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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화 이후 음악감상 빈도의 변화
사례수 매우 자주 듣게 약간 더 듣게 변화 약간 덜 듣게 매우 덜 듣게
(명)
되었다
되었다
없다
되었다
되었다
전체

650

17.40

26.20

46.50

5.50

4.50

남성

320

15.00

26.90

49.40

4.70

4.10

여성

330

19.70

25.50

43.60

6.40

4.80

15～19세

60

36.70

38.30

23.30

1.70

0

20～29세

183

28.40

29.00

36.60

2.70

3.30

연령 30～39세

143

16.10

28.00

42.70

7.70

5.60

40～49세

141

6.40

18.40

58.90

9.20

7.10

50～59세

123

5.70

22.80

62.60

4.90

4.10

고졸 이하

143

20.30

22.40

46.90

7.00

3.50

대학 재학

78

41.00

26.90

32.10

0

0

321

11.50

28.30

48.30

6.50

5.30

105

13.30

23.80

52.40

4.80

5.70

3

33.30

33.30

0

0

33.30

성별

학력 대졸
대졸이상
기타
100만 원 미만

207

20.30

25.10

44.00

4.80

5.80

100만～199만 원 100

20.00

23.00

50.00

4.00

3.00

소득 200만～299만 원 107

15.90

27.10

43.00

6.50

7.50

300만～399만 원

93

17.20

28.00

46.20

5.40

3.20

143

12.60

28.00

50.30

7.00

2.10

400만 원 이상

주 :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제4절 음악인의 경제적 안정성 및 고용환경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음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음악소비 방
식의 확산에 대해 음악인들은 본인의 작업과정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의 작
업과정과 관련해서는 임금/소득수준, 작업 기회확보의 안정성, 작업환경
만족도, 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 작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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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최소 2배 이상 높다.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예술작품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다수의
창작기회가 확장되었고 소수 기획자/제작사에 대한 의존보다는 독립적인
작품생산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또한 예술문화업계로의 진입장
벽이 낮아졌으며 유통경로가 다양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
털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작업조건 및 산업구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창작활동만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표 10-8>과 같이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표 10-8>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의 삶의 경제적 안정성 보장 여부

전체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40

3.64

4.09

11.14

23.41

57.73

남성

304

3.29

3.95

13.49

23.03

56.25

여성

136

4.41

4.41

5.88

24.26

61.03

20대

175

1.14

2.29

10.86

25.71

60

30대

192

5.21

5.21

10.42

19.27

59.9

40대

50

8

8

18

26

40

50대 이상

23

0

0

4.35

34.78

60.87

고졸 이하

45

4.44

2.22

11.11

20

62.22

교육 초대졸
수준 대학 재학/휴학

18

0

5.56

5.56

5.56

83.33

성별

연령

43

0

0

20.93

23.26

55.81

대졸 이상 (중퇴 포함)

334

4.19

4.79

10.18

24.85

55.99

작곡가

134

5.22

5.22

11.19

17.16

61.19

프로듀서
종사
연주자
업계
보컬리스트

94

1.06

1.06

6.38

26.6

64.89

134

3.73

4.48

9.7

29.85

52.24

61

4.92

4.92

24.59

16.39

49.18

엔지니어
600만 원 이하
총 600만～1,200만 원 이하
수입 1,200만～2,400만 원 이하
2,400만 원 초과

17

0

5.88

0

29.41

64.71

121

0.83

1.65

9.09

25.62

62.81

97

1.03

2.06

6.19

24.74

65.98

109

0.92

1.83

9.17

24.77

63.3

113

11.5

10.62

19.47

18.58

39.82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302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
다. 다시 말해, 대중음악인들은 창작활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의 유지가 어
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의 8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40대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50
대 이상의 경우 약 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총수입별로는 2,400만
원 초과 집단이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종사업계별로
는 보컬리스트 집단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창작활동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
은 음악인들이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10-9>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약 82%가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보다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과 대졸 이상
(중퇴 포함) 집단이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종사
업계별로는 프로듀서와 연주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창작활동 외 경
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총수입별로는 600만 원 이하 집단과
2,400만 원 초과집단이 상대적으로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
율이 낮다. 2,400만 원 초과 집단의 경우 경제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
에 예술활동에만 전념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총수입이
600만 원 이하 집단의 경우에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
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작품활동
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 10-10>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응답자의 약 47%가 창작 외 경제활동 참여로 작품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보다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종사업계별로는 작곡가와 프로듀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작품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반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음악인의 상당수가 예술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수입은 높은 편이 아니다. <표 10-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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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명)

예

아니오

440

81.82

18.18

남성

304

80.92

19.08

여성

136

83.82

16.18

20대

175

85.14

14.86

30대

192

81.25

18.75

40대

50

76

24

50대 이상

23

73.91

26.09

고졸 이하

45

64.44

35.56

초대졸

18

83.33

16.67

대학 재학/휴학

43

79.07

20.93

대졸 이상(중퇴 포함)

334

84.43

15.57

작곡가

134

78.36

21.64

94

84.04

15.96

134

87.31

12.69

보컬리스트

61

75.41

24.59

엔지니어

17

76.47

23.53

121

66.94

33.06

97

91.75

8.25

1,200만～2,400만 원 이하

109

92.66

7.34

2,400만 원 초과

113

78.76

21.24

전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프로듀서
종사
업계

연주자

600만 원 이하
총수입

600만 원～1,200만 원 이하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서 알 수 있듯이 총수입의 경우 전체 440명 중 1,200만 원 이하라고 응답
한 비율이 49%로 거의 절반의 응답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으로 생활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600만 원 이하라고 응답
한 비율이 약 16%포인트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70%가 1,2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의 경제적 안정성이 낮음
을 알 수 있으며 1,2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30대 역시 약 36%로 서울지
역 청년 음악인들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과 대졸 이상(중퇴 포함) 집단이 고졸 이하와 대학 재학/휴학 집단
보다 소득수준이 높다. 종사업계별로는 프로듀서의 총수입이 다른 집단에

304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표 10-10> 창작 외 경제활동으로 인한 작품활동 제약여부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440

29.44

17.5

29.72

18.61

4.72

남성

304

31.71

17.07

28.46

18.29

4.47

여성

136

24.56

18.42

32.46

19.3

5.26

20대

175

32.89

14.09

25.5

23.49

4.03

30대

192

29.49

21.15

30.77

14.1

4.49

40대

50

21.05

15.79

42.11

13.16

7.89

50대 이상

23

17.65

17.65

29.41

29.41

5.88

고졸 이하

45

31.03

17.24

24.14

27.59

0

교육 초대졸
수준 대학 재학/휴학

18

53.33

6.67

26.67

13.33

0

43

35.29

23.53

20.59

11.76

8.82

대졸 이상(중퇴 포함)

334

27.3

17.38

31.56

18.79

4.96

작곡가

134

33.33

17.14

28.57

20

0.95

94

37.97

20.25

25.32

13.92

2.53

134

23.08

16.24

34.19

17.95

8.55

61

23.91

17.39

30.43

19.57

8.7

17

23.08

15.38

23.08

38.46

0

121

28.4

17.28

30.86

22.22

1.23

97

28.09

19.1

23.6

22.47

6.74

109

29.7

18.81

31.68

16.83

2.97

113

31.46

14.61

32.58

13.48

7.87

전체
성별

연령

프로듀서
종사
연주자
업계
보컬리스트
엔지니어
600만 원 이하
총 600만～1,200만 원 이하
수입 1,200만～2,400만 원 이하
2,400만 원 초과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연주자의 소득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작활동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서 총 응답자의 47%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전문적인 예술활동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약 예술활동 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면 향후 몇 년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표
10-12>처럼 207명 중 30.4%가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응답했다. 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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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1>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외 총수입(연간소득)
사례수
(명)

600만 원
이하

440

27.5

22.05

24.77

25.68

남성

304

22.7

21.38

25.99

29.93

여성

136

38.24

23.53

22.06

16.18

20대

175

39.43

30.29

18.29

12

30대

192

20.31

15.63

31.77

32.29

40대

50

14

16

22

48

50대 이상

23

26.09

26.09

21.74

26.09

고졸 이하

45

33.33

22.22

8.89

35.56

초대졸
교육
수준 대학 재학/휴학
대졸 이상(중퇴
포함)

18

16.67

27.78

33.33

22.22

43

39.53

34.88

18.6

6.98

334

25.75

20.06

27.25

26.95

134

26.87

22.39

22.39

28.36

94

36.17

25.53

18.09

20.21

134

25.37

17.16

32.09

25.37

61

19.67

26.23

24.59

29.51

17

29.41

23.53

23.53

23.53

전체
성별

연령

작곡가
프로듀서
종사
연주자
업계
보컬리스트
엔지니어

600만～1,200만 1,200만～2,400만
원 이하
원 이하

2,400만 원
초과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3년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7.5%에 달한다. 따라서 약 57%가 1년에서
5년까지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36.5%
가 1～3년이라고 응답했으며 남성의 경우 31.25%가 3～5년이라고 응답했
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11%는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지
속적인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30대 역시 40
대 이상보다 예술활동 지속기간에 대한 전망이 짧다는 사실을 통해 서울
지역 청년 음악인들의 경우 예술활동 지속기간에 대한 전망이 매우 짧음
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다른 집단보다 대졸 이상의 지속기간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을 통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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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별로 살펴보면 2,400만 원 초과집단의 34%가 예술활동 중단을 생각
한 적이 있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예술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함
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이 예술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0-12> 예술활동 지속기간에 대한 전망
사례수(명) 1년 미만
전체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207

5.8

27.54

30.43

15.46

20.77

남성

144

6.25

23.61

31.25

17.36

21.53

여성

63

4.76

36.51

28.57

11.11

19.05

20대

80

11.25

30

33.75

12.5

12.5

30대

95

3.16

27.37

30.53

16.84

22.11

40대

24

0

25

16.67

20.83

37.5

50대 이상

8

0

12.5

37.5

12.5

37.5

고졸 이하

21

4.76

19.05

23.81

38.1

14.29

교육 초대졸
수준 대학 재학/휴학

8

0

25

25

0

50

18

0

22.22

44.44

5.56

27.78

160

6.88

29.38

30

14.37

19.38

62

6.45

29.03

24.19

16.13

24.19

48

10.42

25

39.58

10.42

14.58

68

4.41

27.94

27.94

16.18

23.53

23

0

26.09

34.78

26.09

13.04

엔지니어

6

0

33.33

33.33

0

33.33

600만 원 이하

51

7.84

37.25

25.49

17.65

11.76

49

8.16

24.49

40.82

8.16

18.37

63

0

26.98

36.51

15.87

20.63

44

9.09

20.45

15.91

20.45

34.09

성별

연령

대졸 이상(중퇴 포함)
작곡가
프로듀서
종사
연주자
업계
보컬리스트

총 600만～1,200만 원 이하
수입 1,200만～2,400만 원 이하
2,400만 원 초과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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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음악인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음악 플랫폼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로
인해 개인 수준의 작업환경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음악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현재 서울지역 음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은 매우 낮으며 80% 이상이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약 47%가 창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인들의 삶
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얻는 수
익을 높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우선 시장에서 수익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하여 음악인들과 음악이용자
들은 현재 음원수익 분배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부록 1>과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분배구조를 제시하고 현
재의 수익 분배구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그림
10-4]와 같이 음악인의 91%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이용
자의 경우 약 58%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재의 음원수익 구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공
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인들과 음악이용자는 스트리밍 수익 분배구조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그림 10-5]와
같이 수익 분배구조의 1순위에 대한 응답은 음악인의 경우 70%가 작곡
가, 작사가, 편곡자와 같은 창작자를 꼽았으며 음악이용자 역시 55.5%가
창작자를 꼽았다. 즉,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분배에 있어서 창작자의 비
중을 가장 높게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음악인(17.7%)과 음악이용자(32%)
모두 실연자라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제작사나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
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한편 음악이용자를 대상으로 뮤지션의 수익증진을 위해 음악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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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음원수익 분배구조에 대한 공정성 인식

주 :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그림 10-5] 스트리밍 수익분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1순위)

주 : 1) 플랫폼은 Melon, Genie 등의 음원유통 플랫폼을, 창작자는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등의 저작권자를, 실연자는 가수나 연주자를 의미.
2)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상승하는 경우에 현재의 음악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스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48.9%가 현재와 같이 사용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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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으며 8.5%가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25.4%는
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7.2%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
다. 총 응답자의 약 57%는 음악인의 수익 증진을 위해 기존 서비스의 비
용이 상승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용하거나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
한 사실을 통해 뮤지션의 수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 상승에 대해서
는 절반 이상이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가가 제도적으
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2010년에 대중음악가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
원의 사망, 2011년에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의 노
동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2011년에 ｢예술인 복
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은 현재 한국예술
인복지재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
행개선’, ‘사회보장지원’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각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창작역량강화는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
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 24). 불규칙한 예술
[그림 10-6] 뮤지션의 수익증진을 위해 음악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 현재 음악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의향

주 :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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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예술활동이 저조한 시기에 수입이 없는 경우 창작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최보연․안채린, 2017). 직업역량강화의 경우 예술인을 기업
이나 기관 혹은 지역에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직업역량을 개발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 개발을 목표로 한다(한국예술인복지
재단, 2016). 불공정관행 개선은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지원’과 같이 불
공정행위에 대한 파악과 대응에 대한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
로 보험료 50%를 지원하거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음악인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10-13>처럼 전체 응답자 중 65.2%가 들어본 적이 없다
고 응답했다. 아직까지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홍보가 예술인들에게 부족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73.7%가 들어보지 못
했다고 응답했는데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따라
서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정
부 차원의 홍보와 알림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성별, 교육수준별, 종사
업계별, 총수입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153명 중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8.6%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
을 받아보지 못한 셈이기 때문에 수혜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며 제도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20대의 약 87%는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청년 예술노동자들의 제도적 접근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의 57%가 수혜 경험이 있으며 총수입이 연간 600만 원 이하 집단의
34.9%가 수혜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
로 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153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이 음악인의 생계유지와 예술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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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3> 음악인들의 예술인 복지법 인지여부
사례수(명)

예

아니오

440

34.77

65.23

남성

304

32.57

67.43

여성

136

39.71

60.29

20대

175

26.29

73.71

30대

192

41.15

58.85

40대

50

36

64

50대 이상

23

43.48

56.52

고졸 이하

45

31.11

68.89

초대졸

18

38.89

61.11

대학 재학/휴학

43

34.88

65.12

대졸 이상(중퇴 포함)

334

35.03

64.97

작곡가

134

34.33

65.67

94

38.3

61.7

134

30.6

69.4

보컬리스트

61

37.7

62.3

엔지니어

17

41.18

58.82

121

35.54

64.46

97

35.05

64.95

1,200만～2,400만 원 이하

109

38.53

61.47

2,400만 원 초과

113

30.09

69.91

전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프로듀서
종사
업계

연주자

600만 원 이하
총수입

600만～1,200만 원 이하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물어본 결과 총 응답자의 32%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41.1%가 예술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52.3%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총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생계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예술인들의 생계유지 혹은 경제적 안정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 중 정부가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 10-8]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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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4> 예술인 복지법 수혜 경험
전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사
업계

총수입

사례수(명)

예

아니오

153

31.37

68.63

남성

99

32.32

67.68

여성

54

29.63

70.37

20대

46

13.04

86.96

30대

79

43.04

56.96

40대

18

27.78

72.22

50대 이상

10

30

70

고졸 이하

45

57.14

42.86

초대졸

14

14.29

85.71

대학 재학/휴학

7

6.67

93.33

대졸 이상(중퇴 포함)

15

32.48

67.52

작곡가

46

34.78

65.22

프로듀서

36

25

75

연주자

41

31.71

68.29

보컬리스트

23

43.48

56.52

엔지니어

7

0

100

600만 원 이하

43

34.88

65.12

600만～1,200만 원 이하

34

29.41

70.59

1,200만～2,400만 원 이하

42

26.19

73.81

2,400만 원 초과

34

35.29

64.71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55%가 창작역량강화를 선호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19.1%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응답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용조건과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연간 총수입에 상관없이
창작역량강화 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연간 총수입이 600만 원 이하인
집단의 약 53%는 창작역량강화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약 20%만이 사
회안전망 구축을 선호했다. 연간 총수입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경우 창작역량강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4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 불공정관행에 대한 개선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경제적
안정성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권리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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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예술인 복지법의 생계유지와 예술활동 도움 여부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10-8] 선호하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

주 :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성별, 연령별, 종사업계별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예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는 세금을 지불하는 음악소비자이자 시민들의 예술인 지원에 대한 인
식과 세금 추가지불 의향도 중요하다. [그림 10-9]와 같이 음악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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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인에 대한 창작활동지원과 생계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총 응답자의 43.1%가 국가정책 측면에서 창작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응답했으며 39.4%가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음악이
용자의 약 40%가 뮤지션에 대한 창작활동과 생계지원이 필요함을 인식
하고 있다. 반면 해당 정책에 대한 세금 추가지불 의향과 관련해서는 창
작활동지원에 대해서 43.1%가 세금 추가지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18.7%만이 세금 추가지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음악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생계지원
[그림 10-9] 음악인에 대한 창작활동지원과 생계지원에 대한 인식과 세금 추가
지불 의향

주 : 음악이용자 인식조사 및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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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음악이용자의 거부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6절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
폼의 등장, 그리고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음악소비 방식의 확산으로 대
표되는 디지털화와 관련해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음악인과 음악 콘텐
츠를 소비하는 음악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베이에 대한 기
초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인들은 디지털화가 본인
의 작업과정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다. 앞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의 작업과정과 관련해서는 임금/소득수준,
작업 기회확보의 안정성, 작업환경 만족도, 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 작
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다. 산업구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예술작품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다수의 창작기회가 확장되었고 소수 기획자/제작사에 대한 의존보다는
독립적인 작품생산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또한 예술문화업계로
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며 유통경로가 다양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작업조건 및 산업구조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창작활동만을 통해
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20, 30
대 젊은 음악인들의 80% 이상이 창작활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
하고 어렵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상당수의 음악인들이 창작활동 외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서 응답자의 약 47%가 작품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
다. 또한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수
입은 높은 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익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음
악 이외의 노동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프레카리아트의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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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창작활동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 응답자의 약 57%가 1년에서 5년까지 예술활동
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연간 총수입이
2,400만 원이 넘는 응답집단의 경우 34%가 예술활동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예술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이 예술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예술인들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박영정,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인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
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얻는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고 두 번째는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
법이다. 우선 시장에서 얻는 수익과 관련하여 현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의 수익 분배구조에 대해 음악인의 91%와 음악이용자의 58%가 불공정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음원에 대한 수익 분배구조를 재조정
함으로써 음악인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하여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서베이
에 참여한 음악인 중 65.2%가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
으며 예술인 복지법을 알고 있는 152명 중 약 31%만이 실제로 수혜를 받
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현재의 예술인 대상 정책 프로그램은
경제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의 청년 대중예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의 보
장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개
정이 필요하고 포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음악
인과 음악이용자 모두 생계유지의 명목으로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
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방식의 정
책적 접근은 음악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나 근로연계복지와 같은 다
양한 맥락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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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음원수익 분배구조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곡이 한 번 재생될 때 7원의 수익이 발생합니
다. 이 중 뮤지션(가수, 연주자)은 0.42원, 음원 유통 플랫폼(멜론 등)은
2.8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차트는 관련자들이 스트리밍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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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산업별 사례연구 : 택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제1절 문제 제기

산업(industry) 4.0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진행
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기술적인 변화와 발전은 오프라인 세계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세계와 접합되면서 미래 사회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적인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모습 또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의 실제 내용에 있
어서 기존의 노동방식과 작업조직에 큰 변화를 수반하고, 나아가 노동자
개인과 기업 간의 고용계약 관계에서도 과거와 다른 방식의 변화를 동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업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
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전통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
면 각자 부분적으로 특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기로 ‘업무위탁계약’을 체
결할 것인지에 따라서 작업자의 경제활동지위는 ‘노동자’(고용계약)가 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업무위탁계약)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개인사업자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는 현대 사회의 기술적인 변화가 노동 및 고용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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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역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택배산업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나아가 로봇이나 인
공지능을 활용한 배송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내외 관련
업체들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
술을 활용한 물류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DHL, UPS 등 기존의 전통
적인 배송업체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아마존(Amazon) 같
은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구글(Google)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도 드론, 로
봇 등을 활용한 무인택배 배송시스템/장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으며, 미래에는 판매/유통/배송의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이는 1)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2) 직업 선택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가 점차 커지면서 배송
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택배배송 부문
의 자동화 시스템 및 무인배송 기술개발은 ‘지능화 장비를 이용한 작업환
경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원종운 외, 2016). 그
런데 택배산업에서 급격한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장비들의 개발 흐름
은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생태
계나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형성, 조직 간의 관계
변화, 조직과 근로자의 관계 변화, 기업과 고객의 관계 변화, 일하는 형태
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택배산업을 사례로 앞서 살펴본 기술적인 차원에
서 전개되고 있는 자동화 흐름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 중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노동과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 흐름은 어떠한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한국 택배산업의 현
황과 성장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살펴보고, 택배산업 및 택배기사들
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 택배산업에서 자동화 도입 흐름과 업무별 자동화 도입진행 정도와 내
용을 확인하고, 택배산업 종사자들인 택배기사들의 고용관계 변화와 노
동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택
배기사들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 상(像) 자체가 변화했지만 작업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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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율형태는 변화한 형태로 택배기사들의 업무 및 업체에 대한 종속성
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화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고용관
계에 따른 노동주체들에 대한 규율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
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 부문에서는 한국 택배산업에서 자동화 설비
투자와 배송비 인하 경쟁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필요성, 그리고 설비투자
와 경비절감 흐름의 충돌과 접점으로서 택배산업의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동화 촉진/제약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의 함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택배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와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택배산업은 고객(기업 또
는 개인)의 배송요청(주문)을 접수한 후, 요청받은 물건을 고객으로부터 수
령하여 이를 최종 배송지로 배달하면 끝이 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택배배송 시스템 전반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무직 및 기술담당 엔지니어들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실제 택배물품의 수송업무는 택배기사, 간선차량
기사, 물류 허브나 터미널에서 작업하는 상하차 작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택배회사 사무실 작업자를 제외한 택배기사,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 작업자
의 업무 구분은 명확하며, 업무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다. 아울러 택배배송 작업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최종 배송 확인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계량
적인 평가가 용이하다. 이와 같은 노동과정 및 업무평가의 단순함으로 택
배산업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대하는 경우에 작업과정에
서 자동화 도입, 인간노동의 로봇 대체 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택배산업에서 자동화 등의 신기술 도입이 노동 및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이
후 과거 노동자가 직접 담당했던 분류작업을 전산화하면서 상당한 노동력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택배배송 물량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택배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택배기사
들을 대상으로 기술변화와 노동․고용의 영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한국 택배산업
및 택배기사들의 노동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우선 검토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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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 택배기사들의 노동과정 특성과 자동화 같은 기술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
사는 2017년 9월 한 달 동안 택배기사 5인(A업체 3인, B업체 2인)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2013년 설립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분회’
와 2017년 별도로 새롭게 설립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소개로 택배기
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102)

제2절 택배산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의 택배산업 현황
한국의 택배산업은 단순히 소형화물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물
류(Third Party Logistics)103)나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제공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단
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택배’는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
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으
로 정의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개정안(제10026호, 2007.

102) 실태조사를 관련 노동조합의 소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서 실제 기업들이 활
용하는 택배물류 자동화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의 관점에서
택배 자동화의 논리구조, 추진원칙 등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는 애초 본 연구
의 문제의식이 노동․고용 관점에서 자동화와 택배기사들의 고용위치 변화에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택배산업의 자동화를 엔지니어 관점에서 접
근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103)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
을 말한다. 3자 물류는 화주업체와 1년 이상 장기간 계약에 의해 제휴관계를 맺
고 복수의 물류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류와 다르다. 3자 물류는 계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계약물류’라고도 한다
(다음 백과사전, 해외투자용어사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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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택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개인 또는 기업 화물 송화인(보내는 사람)이 화주로부터 포장
단위당 30㎏ 이하(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 이내, 최장변이 100㎝ 이
내)의 소형․소량 화물의 수송을 의뢰받아 화물의 접수부터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수송서비스를 운송인의 일관책임하에 문전 서
비스(Door to Door Service)로 운송하는 수송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송
계의, 2011).
그리고 택배산업의 산업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
하게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택배산업
은 고객의 요구가 고도화․다양화되면서 정확성, 신속성 및 편리성에 주
안점을 둔 수․배송체계와 현대화된 물류 인프라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
이며, 고객 요구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중심
이 되는 경쟁 심화의 ‘레드오션(Red Ocean) 산업’이라는 지적, 그리고 택
배사업은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
하며, 단위당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터미널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물량 확대에 맞춰 허브(Hub) 터미널의 시설 확충이 뒤따
라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오승철 외, 2017:
66)이라고 그 특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동시에 전국적인 택배배
송 망(network)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보화와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함께 기존의 가게 방문을 통한 쇼핑이 아니라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모
바일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소량 운송하는 택배산업
이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택배산업은 우리의 일상에 보다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산업’이라고 여겨지기도 한
다. 여러 논의들과 함께 택배산업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택배산
업에서는 첫째, 배송시간과 운송책임의 명확성, 둘째, 다양한 고객요구에 응
하는 유연성, 셋째, 소형⋅소량화물을 위한 운송체제를 구비, 넷째, 수송서비
스에 있어서 편리성, 다섯째, 네트워크에 기반한 장치산업 등 크게 다섯 가
지로 택배산업의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이명복, 2013).
다음으로 택배산업의 유형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화물처리 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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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최종전달 대상자를 구분하여 B2B 택배, B2C 택배, C2C 택배 등으로 구
분하기도 하며104), 택배 네트워크의 운영방식 특징에 따라서 Hub &
Spoke(H&S) 시스템, Point to Point(PTP) 시스템, 그리고 두 가지 시스템
을 절충한 절충형 시스템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택배 네트워크
운영방식의 차이는 택배산업의 자동화 및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차별적으
로 전개되고 있기에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유형별 세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는 <표 1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1> 택배 네트워크 체계별 특징과 장단점
특징

대 형터 미널
(허브)에 집
Hub
결한 후 분
& Spoke
류하여 배달
시스템
지 터미널로
운송

장점

단점

- 적은 비용(단일 허브)으로
많은 연결 구축 가능
- 간선운행 설계 용이
- 물류 이동이 단순하며 높은
운송효율로 운송비 절감
- 분류작업비가 가장 적게
소요
- 허브 단일 중계로 사고율
낮음

- 허브가 스포크의 수요를 감당
하지 못하면 비효율 발생
- 허브 마비 시 전체 물류 마비
- 인접 스포크 간 연결망이 없어
운행거리 비효율 발생
- 원거리 지역의 도달 늦음
- 허브 위치 선정 시 입지조건
제약이 큼(구인이 어려운 지역은
대규모 허브 운영난 발생 가능)

- 허브 과부하 시 물량 분산 - 많은 수의 간선 및 지선 필요
Point to
가능
- 간선 비효율성 및 분류작업비
각각의 터미
Point
- 거점 간 직접적으로 간송 증가
널 간 직접
(P2P)
운영 가능
- 화물 취급단계 증가로 사고율
발송
시스템
- 수도권 과밀 물량에 대한 증가
부분 효율 높음
- 중복투자 우려 및 운영비용 과다
- 상대적으로 원거리 간선도
두 시스템의
절충형
- 간선운행 설계 복잡
착도 빠른 운영 가능
장단점이 모
시스템
- 수도권 과밀 물량에 대한 - 노선 조정이 매우 어려움
두 존재
부분 효율 높음
자료 : 강동수 외(2015), p.14.

104) 홈쇼핑 등 온라인 상거래 발전의 영향으로 개인고객이 기업고객에게 주문을 하여
기업고객(Business)이 상품을 개인고객(Customer)에게 발송하는 B2C가 2000년 이
후 크게 증가하면서 오늘날 택배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고객이
개인고객에게 택배를 발송하여 배송받는 형태인 C2C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우편소
포의 영역이다. 그리고 B2B 택배는 기업 간 운송으로 기업 간 고정물량의 대량배
송은 택배업무의 초기 산업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반 다수 고객
을 대상으로 하는 C2C, B2C 택배와는 특성이 다소 상이하며, 주로 특정한 업종에서
특정기업을 전담하는 전문배송업체들이 장기배송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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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 택배시장의 성장과정을 간략하게 보면, 1992년 한진택
배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택배업체 수는
1992년 9개에서 2017년 현재 16개 중대형 업체가 택배영업을 하고 있다
(신태중, 2017). 이 중 상위 5개사(CJ대한통운, 로젠, 롯데, 우체국, 한진)
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택배시장의 81.1%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
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CJ대한통운이 4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진택배(12.2%)와 현대택배(12.0%),
로젠택배(7.3%)의 순서로 국내 택배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체국택배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6.1%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 물류업체
86개사의 전체 매출은 약 1,700억 원으로 한국의 택배산업에서 약 4.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한국통합물류협회, 2016).105)
이어서 2000년대 이후 국내 택배시장의 성장추이를 보면, 2001년 택배
물량 약 2억 개, 매출액 6,466억 원에서 2016년에는 택배물량 약 20억 개,
매출액 4조 7,444억 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택배물량은 약 10.3배, 매출액
은 7.3배가 성장하였다.106) 또한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
38.0%, 2001～05년 26.9%, 2006～10년 16.2%, 2011～16년 9.5%의 연평균
105) 한편 택배산업과 유통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즉, 유
통업체들의 자체 배송 시스템 구축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이미 물류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드론 배송, 로봇 배송 등을 통한 무인배송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로 시작한 쿠팡(coupang)이 부분적으로 자체 배
송을 시도하면서 물류업을 겸하고 있다. 쿠팡은 자체배송은 일부 물품들을 대상
으로 ‘로켓배송’ 슬로건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택배
기사(쿠팡맨)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로켓배송 대상 상품만 쿠팡맨들이 배송을 하고, 나머지 상품
들은 전문 택배업체에 위탁배송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쿠팡에서 취급하
는 전 상품을 쿠팡맨들이 로켓배송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
정에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기존
택배업체들은 쿠팡의 이와 같은 자체 배송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량의 수를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택배업체들은 영업용 화물차를 확
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 쿠팡은 자체 보유한 자가용 화물차로 배송영업
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06) 택배물량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낮은데, 이러한 증가율의 차이를 통해서 평균
택배배송단가가 점차 낮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뒷부분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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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한국통합물류협회, 2016). 2000년대 초반과 비교
하면 최근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 3～4%
대의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택배산업은 여전히 매우 높은 성장세를 지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신태중, 2017). 아울러 전체 택배물량이 증
가하면서 1인당 택배이용 횟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2000년 연간 3회에서 2014년 38회로 매년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한국통합물류협회, 2015). 더욱이 기존의 TV 홈
쇼핑, 오픈 마켓(open market) 등의 인터넷․모바일 쇼핑과 함께 최근 스
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점포영업뿐 아니
라 온라인 부문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추세를 고려한
다면 택배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대부분의 관련 당
사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림 11-1] 택배물량 및 택배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 신태중(2017), p.10의 수치를 이용해서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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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는 동안 택배 박스당 평균단가는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0년 박스당 평균 운송단가는 3,500원에서 2002
～03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낮아져서 2016년에는 2,173원으
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약 37.9%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박스당 평균배
송단가의 하락 이유로는 택배업체에서 자동화 및 전산화에 대한 설비투자
를 통해서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이와 연동하여 택배 처리능력이 향상되어
대규모로 물량을 처리하면서 가격인하 여력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심화 ‘레드오션’인 택배산업에서 택배업체
들 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택배산
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규 택배업체들의 시장 진
입이 증가하였는데, 택배산업의 경우 물건배송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서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평균 택배운송단가 하락은 택배업체의 이익률 저하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배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집하․배송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
고 있기 때문에, 택배운송단가의 하락은 택배기사의 소득 및 노동시간, 그
리고 서비스의 질에 곧장 영향을 미친다. 택배기사가 기존의 소득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만 하며, 그 결과 근무시
간이 늘어나서 택배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에서 택배운송단가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택배산
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택배운송단가 하
락은 현재로서는 중소 택배업체들에는 일종의 ‘치킨게임’과 같다. 대형업체
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운송망 확대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형급 택배업체들은 아마도 점차 몰락하거나 인
수․합병되면서 2020년에는 10개 이내로, 그 이후는 일본과 같이 2～3개
업체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6). 한국
의 택배산업이 재편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택배운송단가 하락이 앞으로
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107)
107) 한편 택배운송단가 하락의 원인으로 우체국이 택배산업에 진출하면서 보다 가
속화되었다는 지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우체국 택배는 국가 재산인 물류배송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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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택배 박스당 평균 운송단가 추이

자료 : 물류신문사, 2016년 물류산업총람(신태중, 2017: 13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택배산업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현황
을 살펴보도록 하자. 택배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화물을 송하인(보내는 사
람)으로부터 수집하는 집하업무, 그리고 수집된 화물을 목적지별로 분류
하여 지역별 거점(터미널 및 허브)으로 이동하는 운송(간선)업무, 그리고
지역별 거점에서 최종 수하인(받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브나 터미널에서 화물차로 택
배물품을 실어올리고 내리는 상하차 업무가 있다.108) 이 중 택배기사는 주
고와 우체국 건물 등을 대가 없이 사용 가능하며, 택배업체들과 달리 우편법 적
용이기 때문에 차량 증차가 용이하다. 또한 우편법에 따라서 택배물품 구분 작
업에 공익요원을 투입할 수도 있어서 우체국의 택배업 진입은 불공정 경쟁이라
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문화일보, 2015. 1. 7).
108) 이러한 점에서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는(사무관리 및 기술직 제외)
택배물건의 집하와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보통 11톤 이상 대형 트럭으
로 터미널과 허브 간에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간선차량 기사, 그리고 터미널과
허브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는 계약직/용역 노동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2017년 등장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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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차 집하업무와 최종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논문의 분석대
상인 택배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소형(1톤 내외) 화물 차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차량
을 확보한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코드’를 부여받으면 공식적으로 택배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러한 초기 업무 준비과정은 대부분 택배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형 트럭을 준비하지 않은 채 택배기사 모집에 응하더라도 택배업체
나 대리점에서 화물차량 구입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택배기사 규모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추정되어 왔다. 한국노
사관계학회(2011)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하고 영업 중
인 택배업체 수는 17개, 전체 택배기사의 수는 약 3만 7천 명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박지순 외(2014)는 택배업체들의 배달용 차량대수를 바
탕으로 2014년 기준 택배기사 수를 약 3만 9,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태중(2017)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우체국 택배를 제외
한 업체별 전체 택배차량(택배기사) 수는 4만 2,148대이며, 여기서 제외된
우체국 택배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우체국 택배기사를 약 5천～6천
명 정도로 추정하여 전체 택배기사는 4.7만～4.8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택배연대노조 인터뷰에서 2017년 현재 택배기사는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연도별 택배기사 현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4년 약 2만 명 정도에서 2016년 말
현재 4.5만～4.7만 명 수준으로 택배기사 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
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택배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택배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유통 및 물류 전공자들을 중심으
로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세영(2002)은 한국 택배산업의 초
창기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이 택배서비스 터미널 등 기본적인 기반에
택배기사, 간선차량 운전기사, 상하차 작업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는
택배기사들만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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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택배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학
(2003)의 경우에는 물류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물
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 내용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오영택․홍상태․강경식(2007)은 택배산
업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영
업조직 관리와 실제 택배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명복(2013)의 경우에는 택배산업이 일정 정도 성장하고 과포
화상태인 2010년대 이후 택배산업 진입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기존 택배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요
건 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택배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관련 법령들과 충
돌하면서 야기되는 산업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들과 함께 택배산업과 다
른 산업의 차별적인 특성에 대한 지적을 통해 택배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후에는 택배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정보화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연관산업이 택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등에 대한 연
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기호․정원재(2008)는 택배수송비용의 절감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 수․배송의 효과를 가상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구훈영(2010)은 택배산업에서 정보화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
고 있는데, 택배산업에서 RFID109) 시스템 도입 비용과 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 및 처리물량 증대로 인한 매출상승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송승훈(2011)은 2000년대 이후 택배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과정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실증
지표를 통해서 입증하면서 택배산업의 산업 간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의
109)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system
으로 일명 전자태그라고 불리며, RFID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
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RFID).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RFID 태그와 RFID 판독기가 필요한데, 택배산
업과 같은 물류산업에서는 물건의 위치추적을 위해서 RFID 기술을 활용하는 사
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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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넓혀주고 있다. 원종운 외(2016)의 경우에는 택배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인력수급
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택배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로봇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
다. 마지막으로 마진희 외(2016)는 국내 택배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5～
6개 대형 택배업체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택배업
체의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형 업체와 중소형 업체의 상생을 통한
한국 택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택배기사들의 고용관계-계
약관계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는 택배기사들
이 과거에는 고용계약을 통해 택배회사 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택배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용계약은 점차 사라지고 개인사업자로
서 택배회사 또는 택배대리점과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즉 고용계
약관계의 변화에 따른 택배기사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택배기사들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는 거의 대부분 노동법 전공자들이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성(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신태중, 2017: 14～15에 정리된 선행연구 결과 참고). 택배기사들에 대한
연구인 이승욱 외(2006)를 시작으로 이후 이호근 외(2008), 한국노사관계
학회(2011), 권순원 외(2014), 박지순 외(2014), 조돈문 외(2015)의 연구에
서는 여러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한 유형으로 택배기사를 선정하여 이
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택배기사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
고 있다. 오늘날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정기준인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그리고 최근에는 조직종속성을 기준
으로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노동
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특수고용 노동
자들의 노동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문제에 대한 연구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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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재훈 외, 2010; 조선주 외, 2015; 황덕순 외, 2017). 택배연대노조
(2016)는 처음으로 택배기사들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규모
있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택배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하여 택배기사들의 전반적인 노동실태,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
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택배기사들 대부분이 CJ대한통운 소
속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2017)는 서울 시
내에서 여러 업체 소속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택배기사들의 소속업체별 조사대상 인원수를 비례할당표집해
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 시내에서 택배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배
송지역이 장거리인 시골지역의 특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택배기사들의 전
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고 있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택배산업의 자동화 추세

1. 한국 택배산업의 변화 과정
과거에도 서류나 소화물 운송서비스가 있었는데, 주로 기업 간 긴급한
상업서류 배송의 필요성으로 인해 기업 간 서류행낭(pouch) 서비스에서
택배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10) 그러던 중 1980년대에 ‘한국고
속서비스’라는 업체가 등장해서 긴급한 서류나 소화물을 고속버스를 이
용하여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88년
고속버스를 이용한 서류 및 소화물 탁송이 고속버스 영업의 본래 취지에
서 벗어난 불법소화물 취급이며, 해당 사업의 탈세 가능성으로 금지조치
110) 초창기 한국의 택배서비스는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물
류협동조합 차원에서 거점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업택배(B2B)에서부터 시
작했었다. 지금도 중소형 택배업체들 중에서 B2B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택배업
협동조합’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또한 이와 같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택
배산업이 시작되면서 구성원들이 직접 출자한 방식이었기에 초기 한국 택배산
업에서 고용계약 관계는 부재했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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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려지면서 택배수요는 새로운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이 시작되면서 한국 택배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갖
춰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소
화물 일관수송업(일명 택배업)이 제도화되었으며, 1991년 1월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가 ‘소화물 일관수송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
업자는 노선화물운송사업자,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
동차운수사업자’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1992년 6월 (주)한진이 ‘파발마’라는 브랜드로 한국에서 본격적인 택배영업
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의 택배산업이 성장
<표 11-2> 법제화에 따른 택배업의 시대적 구분
시대적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규

- 국내 소화물운송은 우편소포, 철도소화물, 노선트럭
운송, 항공화물, 고속버스 탁송(위법)에 의존하여
제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나 현대적 의미의 - 자동차운수사업
법제화 이전
법
택배서비스로 볼 수 없음
- 우편법
(～1990)
- 특히 1970년대 후반 사내문서 행낭업체 및 상업서 - 철도운송사업법
류송달업체가 출현하여 기업 간 문서 및 부수적인
소화물 배송이 수행되었음
- 1991년 9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ㆍ
공포로 택배사업자의 법제화
법제화 시기
(1991～97)

- 사업의 허가제, 운임의 신고제, 운송약관의 인가제
- 자동차운수사업
- 진입 자격은 노선화물,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에서
법
전국화물사업자까지 확대
- 18개 운송업자가 면허를 취득하여 본격적인 택배
사업 개시
-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업종구분을

폐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택배사업이 가능(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자유화 시기 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
- 우편법
(1998～현재) 업법으로 각각 분리ㆍ제정되었음)
- 우정사업운영에
- 우정사업본부, 소포방문접수 서비스(우체국택배) 개 관한 특례법
시(1999. 8)
- 철도공사, 철도소화물운송사업 폐지(2006. 5)
자료 : 강동수 외(201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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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중, 1997년 4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부분을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제정되었다. 이때 기업활동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택배산업은
전면 자유화되었다. 그 결과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이후 일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화물 운
송사업(택배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택배산업을 시작하였
다. 이 시기는 또한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 등 택배산업에 영향을 주는
전방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택배업체들의 시장진입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전반기 한때는 무려 2,000여 개의 택
배업체가 난립하기도 하였다(신태중, 2017: 6). 하지만 이후 택배산업의 규
모가 확대되고 대규모 물류 허브 및 터미널 등의 네트워크를 갖춘 대기업들
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산업 내 독과점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택배산업의 성장과정은 다음의 <표 11-2>와 같이
1990년대 이전 택배 관련 법규가 없던 시기, 1990년 이후 택배산업의 법
제화 시기, 그리고 1998년 이후 전면 자유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 택배산업의 자동화 추세
택배산업의 자동화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택배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택배처리 시스템
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H&S 시스템에서는 <집하→운송→분류→운송
→배송> 단계로 구분되며, PTP 시스템은 <집하→분류→운송→분류
→ 배송>의 5단계로 H&S 시스템은 1회 분류, PTP 시스템은 2회 분류가
특징이다. 먼저 택배 접수 및 집하 프로세스는 발송인 정보입력, 포장 및
요금부과, 요금 지불(수납), 운송장 부착, 상품 접수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집하 프로세스는 택배업체의 배송기사가 담당하며 개인 고객의 경우 1회
방문 시 1개의 택배 화물을 인도받으나 기업 고객인 경우에는 1회 방문 시
다량, 다수 배송지의 화물들을 인도받는다.111) 분류 프로세스는 택배사의
택배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 택배물건이 입고되면 배송지별로

334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화물을 분류하여 배송지별 화물을 해당 운송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프로세
스이다. 분류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는 입고 정보 접수, 분류작업 계획수
립, 입고 및 하차, 분류, 상차계획, 상차, 잔류화물 처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국내 택배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배송 완료되므로
택배화물 터미널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 내에 화물 분류를 완료해야 한다.
국내 대형 택배사의 경우 자동 분류기(소위 ‘소터(sorter)’)를 도입하여 사
용하고 있다. 운송 프로세스는 서브터미널과 허브터미널 간, 또는 서브 터
미널 간 대량 택배운송을 의미하는데, 정보 접수, 배차, 차량 운송, 차량 및
운행 관리, 운임정산 등의 업무로 이루어진다. 택배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
인 배송 프로세스는 택배화물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최종 배송지까지 운
송하여 화물을 인계하는 작업으로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배송은 운송장 확인, 배송 지시서 출력, 배차계획, 배차 및 화물
상차, 배송, 화물 인계 등의 업무로 이루어진다. 최근 국내에서는 무인택배
함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 이외의 배송
지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원종운 외, 2016: 81～82). 그리고 택배
산업에서 자동화는 집하, 분류, 운송(간선), 배송 각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택배 프로세스별 세부 업무에서 자동화시스템은 <표 1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택배 자동화/지능화 시스템으로는 터미
널에서 활용하는 택배 자동 분류기(소터기),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택배정
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또한 택배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휴대용 바코드 리더기 및 택배기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이 있
다.112)
그리고 한국에서 택배산업의 자동화에 대한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 현
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배 상․하차 자동화 기술

111)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상가가 밀집한 용산과 같이 소규모 화물을 다량으
로 집하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택배기사들이 집하업무를 선호한다고 한다.
112) 운송(간선)과 배송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은 대부분 ‘택배정보 시스템’인데, 이
는 택배업체의 메인 관리 시스템과 택배기사 및 간선차 운전기사의 휴대폰 앱
간의 정보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택배처리 시스템은 택
배회사의 메인 전산 프로그램과 수많은 택배기사 및 간선차 운전기사들 간의 정
보교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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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택배 프로세스별 상세 업무 및 자동화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세부 업무

국내 적용된 자동화 시스템

택배 발송,
1 발송인/수취인 정보입력 발신인/수신인 정보입력 무인택배발송(편의점
우체국 무인우편창구
2 포장 및 요금부과
발송
(집하) 3 요금지불

중량측정 및 규격측정

전자식 종합 측정계, 스캐너

차량 운행

카드/현금 인식기

4 운송장 부착

라벨 부착

오토 라벨러

5 상품 접수

상품 보관

택배보관함, 영수증 인출기

1 입고예정 정보접수

입고화물 정보 수집

택배정보 시스템

2 입고/분류작업 계획수립 입고/분류작업 스케줄링 택배정보 시스템

분류

3 입고/하차

하차 업무

컨베이어시스템, 지게차, 상/하차
설비(리프트게이트, 도크레벨러 등)

4 분류

파손확인/보수, 화물별
목적지 분류

분류기, 자동인식장비(스캐너),
컨베이어 시스템

5 상차계획

택배정보 시스템

택배정보 시스템

6 상차

상차 업무

컨베이어 시스템, 상/하차 설비,
소형 운반차

7 잔류화물 처리

재분류

분류기

1 정보접수

운송화물 정보접수

택배정보 시스템

2 배차 및 운행지시

배차계획 수립/운행지시 택배정보 시스템

3 간선차량 운송/추적
운송
(간선) 4 사고관리 및 예비차량
관리

운송/이동추적

운송 차량, 네비게이션/GPS

사고접수 및 대응계획
수립

택배정보 시스템

5 운행일지 관리

이동거리/주행시간 관리 네비게이션, 택배정보 시스템

6 운임 정산

운임 정산

택배정보 시스템

1 배송화물 운송장 확인

배송화물 접수

자동인식 장비

2 배송지시서 출력

배송

택배정보 시스템

3 배차계획 수립

배송 계획 수립

택배정보 시스템

4 배차 및 상차

배차/배송경로 고려 상차 택배정보 시스템, 상/하차 설비

5 배송

수신인 화물 배송

6 화물하차

목적지 해당 화물 하차 -

7 화물인계/인수확인

화물 인수

배송차량(탑차량, 밴형 트럭, 소형
윙바디 트럭, 오토바이 등)
무인택배함

자료 : 원종운 외(2016), p.83.

연구개발(R&D)’은 상․하차, 분류, 배송 등 작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개발비용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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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택배산업에서 RFID 도입에 따른 효과
혜택 요소

주요 내용

- 수십에서 수백 개의 다량택배 접수 시, RFID 휴대용 리더를 이용한
일괄인식으로 기존의 바코드 스캔을 위한 택배상자 이동 적재 및 개
접수 생산성
별 스캔 제거
향상
- 이로 인한 접수 리드타임 단축을 통한 이후 물류센터 처리 효율성
제고
차량 대기
시간 절감

- 물류센터 출입문에서 차량 인식을 통해, 업무 지시와 실행이 동기화
됨으로써 불필요한 차량 대기 시간을 최소화
- 차량 공회전 절감으로 연료 및 탄소 절감

- 접수 및 체결 정보를 활용한 효과적 업무계획 수립
발착 효율성 - 배송추적 정확도 제고
향상
- 체결정확도 관리 지원
- 특급 서비스 업무편의성 향상 등
인수인계
효과

- 물류센터 간 인수인계 적용 시, 개별 택배를 대사하기 위해 바코드
스캔하는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오송 감소

- 발착처리 시, 일괄 인식으로 오발송되는 택배를 실시간 확인 처리

분실 감소

- 도착, 구분, 발송 구간별 정확한 실시간 확인으로 분실 관리 수준 제고

- 구분기 인입 시, 기표지가 위로 오도록 컨베이어에 작업할 필요 없이
구분 생산성 인입만 하면 됨
향상
- 바코드 스캐너가 오인식하던 비닐 포장 택배도 구분기를 이용할 수
있어 기계구분율이 증가됨
체결 생산성 - 발송 시, 일괄 인식으로 체결작업을 수행하므로, 구분기 슈트에서 개
향상
별 택배에 대한 바코드 스캔 작업이 제거됨
배달 생산성 - 배달 준비 시, 배달자료 등록을 위한 바코드 스캔을 RFID 휴대용 리
향상
더에 의한 일괄 인식으로 대체
자료 : 구훈영(2010), p.129.

13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상차 작업은 상․하․좌․우 조절이 가능한 컨베이어를 사용
하게 되면서 작업자들이 직접 택배를 싣는 작업이 대폭 줄어들게 돼 시간
당 처리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하차 작업은 제품인식 센
서가 탑재된 반자동 리프트가 택배상자를 차량에서 내리는 등 작업 전반
에 걸쳐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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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택배산업에서 자동화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113) 택배산업에서 자동화 도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분
류기 도입, RFID를 활용한 택배 위치 추적 및 택배물건의 이동정보 파악
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택배물품에 RFID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비단
위치추적과 배송오류 감소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있어
서 긍정적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구훈영(2010)은 택배산업에 RFID
도입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를 낙관적, 보수적, 비관적으로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정리한 RFID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들을 통해 향후 설비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자동화 추세
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제4절 택배산업의 고용관계 변화

1. 임금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
택배산업의 성장 및 변천과정과 함께 전개된 고용-계약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1970년대까지 초창기 택배산업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고용관계가 부재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택배산업의 제도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택배업체들이 등장
하기 시작하면서 택배업체들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고용해서 택배업을 시작했었다. 이는 과거 기업 간 거래가 중심일 때에
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택배업체와 택배기사
는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B2C를 중심으로 택배산업의 규모가 서서히 증가하는 가
운데 택배기사에 대한 고용계약은 점차 도급계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이 택배기사들에게

113) 부정적인 효과는 뒷부분 종속성의 심화에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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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소유 화물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택배물량을 주
지 않겠다고 하면서 택배기사들은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다(조돈문 외, 2015).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후반 시기는 택배산업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개인사업자화가 진행된 중대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고용관계가 해체
되던 초기에는 택배업체와 택배기사가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처음에는 택배업체와 택배기사 중간에 택배업체 본사 직영 지점이나
영업소와 소통하면서 업무수행을 했었으나 이와 같은 계약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 택배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지
점들이 택배업체와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택배기사들은 이제 택배본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택배
대리점과 택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택배기사들은 임금
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다시 단층 계약관계의 개인사업자에서 증충적
계약관계하의 개인사업자로 택배산업 내에서 존재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택배업체와 택배기사 중간에 대리점이 존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과거와 같이 택배업체 직영 영업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혼재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중간 대리점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인터뷰 내용 정리). 그 결과 현재 택배기사의 업무수행은 주로
택배업체와 영업소 간 계약에 의해 수행되었고 택배영업소는 택배본사의
직원이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본사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본
사의 직원이 아닌 지점장이 본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조돈문 외, 2015). 인터뷰한 택배기사들
에 따르면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 2013년 이후로 업체 직영은 점차 사
라지고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통한 개인사업자 계약
방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택배영업 조직의 운영에서 택배업체,
직영영업소, 위탁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중층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택배기사들의 계약관계 변화 흐름
을 요약하면, [그림 1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번 면접조사와 기존 실태조사의 내용을 종합해서 택배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택배업체와 대리점 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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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택배기사 계약변화의 과정

자료 : 조돈문 외(2015).

계약에는 대리점에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체인력 또는 배송사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
험, 연금보험 등 보험을 대리점 명의로 가입하고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고용한 직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제반 비용을 대리
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택배차량이 지입
차량이 아닐 경우 차량의 소유는 택배기사 개인소유이며 이 경우 차량 관
련비용(차량구입, 각종세금,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은 모두 택배기사
가 부담해야만 했다(조돈문 외, 2015; 인터뷰 내용 정리).
그리고 대리점주는 보통 10명 정도, 많게는 20～30명 정도의 택배기사
들과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집하와 배송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
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 택배산업의 운영구조에서 대리점 방식이 대세
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데, 대리점 소장들은 대리점 관리비용이라는 명
목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대리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택배기사들은 대리점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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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대리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로는 과거에는 택배위탁수수료만 택배업체에서 공제하고 배송수당
을 받았으나, 현재는 택배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대리점
수수료 또한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114)
전통적인 표준 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act)이 내부노동시장에
포함된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면서,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제도로서
의 노동권 보호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형태의 위장된 개인
사업자(disguised self-employed) 또는 종속적인 자영업(dependent selfemployment)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15)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과 흐름에 택배기사들의 고용관계 변화는 거의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서비스산업 부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본과 기업의 규제회피와 비용합리화 차원 등에서 전통적인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새로운 계약노동으로서 개인사업자 형식의 특수고용 종사자들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기본적인 노동권들이 침해되고 있으며,
고용관계의 해체로 인해 취약해진 개인사업자의 노동소득 분배비율은 악
화되고, 이들의 업무상 부상과 질병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
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특수형태고용 종사
자들을 활용하는 택배업체들은 본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개인사업자
들에게, 또는 대리점(영업소)과 개인사업자의 다단계 형태로 전가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14)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에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
진 비율은 없고 같은 대리점 내에서도 택배기사별로 대리점 수수료의 차이가 있
기도 하였다. 대리점 수수료의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고는 하
지만 사실상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
에서 현재 택배업계에서 대리점 수수료율을 평균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었다. 그리고 대리점주 중에서도 택배기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리점주이면서 택배기사들과 함께 택배업무를 하는 일
부 대리점주들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 같았다.
115) 비정규 고용의 한 유형으로서 disguised self-employed, dependent self-employment를 유형화하고 있는 논의로 ILO(201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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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
다음으로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확인한 바
와 같이 택배기사는 계약 유형으로 접근했을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
고 있다. 첫째, 택배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경
우로, 오래된 택배회사의 초기 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택배회
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주로 일하는 경우, 셋째는 택배
업체 본사와 형식적으로는 무관한 채 대리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
인사업주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이다. 둘째와 셋째 유형은 소위 특수형태
고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돈문 외(2015) 보고서와 면접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택배기
사의 하루 일과를 재구성해보면,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터미널이나 대리
점에 출근하며, 먼저 배달할 물건들의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본인이 운전
하는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보통 3∼4시간 정도 소요되므
로 빠르면 오전 10시나 늦어도 11시 전에는 분류업무를 끝내고 배송업무
를 시작하게 된다. 오전 10∼11시 정도에 배송을 시작하여 보통은 17시
정도에 배송업무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밤 늦게까지 계속 배송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배송작업을 종료한 택배기사들의 경우 오후 5시 이후
에는 택배발송업체를 방문해서 택배발송 물건들을 받아서 터미널-허브로
보내는 집하 작업을 오후～저녁 시간에 하기도 한다. 배송 및 집하 작업
과 함께 송장 작업을 하면 보통 저녁 9시 넘어서 업무가 종료되는데, 늦
으면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은 14∼
15시간, 일요일을 제외한 6일 근무로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 매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거기다 업무 중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으며, 일을 하
는 과정에서 중간에 조금씩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할 수 있다. 택배기사들의 식사시간은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
니며, 사무실을 나와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들이 알아서 각자 식사
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 택배기사들이 오전에 담당하는 당일 배송할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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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택배기사의 정식업무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최종 ‘배송’하는
것이다. 택배회사에서는 분류작업을 화물인수 작업으로 배송업무의 일환
으로 해석하면서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수당(수수료) 없는 분류노동’을
하고 있었다. 분류작업은 오전 7시부터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에 걸
쳐 진행하기도 한다. 분류작업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의 실제 업무인 배
송업무 마감시간이 늦어지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택배기사의 삶과
건강을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하고 있다.116)
택배기사의 수입은 택배에 따른 수수료에 의해 결정되지만 문제는 택배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고 거의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조돈문 외, 2015). 면접조사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은 택배회
사로부터 지급받는 월평균 수수료가 500만～600만 원이지만, 차량유지비,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최근에는 약 35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117) 이와 관련 한 택배기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한 달 수수료 수입이 많을 때는 600만 원도 될 때가 있었는데 실수령액은
4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 (Q : 보통 때는요?) (실수령액으로) 월 350
만 원 정도 … 4인 가족 기준으로 꼭 필요한 정도를 번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루 180～200개 정도 배송해야 이
정도 받는데,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수입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A업체
택배기사, 경력 5년)

하루 12～14시간 노동에 월 35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일요
일만 쉬고 주 6일 월평균 5천 개 정도 택배배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택

116)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들과 달리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쿠팡맨들
의 분류작업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다. 쿠팡맨들은 오전에 물류창고로 출
근해서 주문에 따라 미리 분류된 제품들을 상차하여 배송하기만 하면 된다.
117) 다른 실태조사에서는 택배기사들의 월 순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경우들
이 많은데, 이는 다소 과소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쿠
팡맨들의 경우 주 6일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월 310만 원 이상을 보장받고 있
는데, 쿠팡맨을 그만두고 택배기사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다. 이들이 (정
규직) 임금노동자 신분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자인 택배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는 비슷하게 장시간 시간을 일하는 것이라면 소득이
좀 더 많은 택배기사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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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사들의 1일 적정 화물 취급량인 150개 내외보다 많은 180～200여 개
를 취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정도 배송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5～6개월 정도 지역 특성과 거주민들 특성을 파악해야만 한다고 한다.
아울러 택배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평균 택배수수료가 점차 낮아지
기 때문에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택배기사들 공통적으로 불만이 컸다. 그리고 낮은
택배운임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택배기사들 중에서 경력
5년 미만이 52%에 이르고 있었다(김은실, 2010).
그리고 택배기사들의 노동실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으로 산업안전
보건 측면이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때때로
중량물 택배 이동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이 있다. 허리부상이 빈번하며,
2～3년 일을 하고 나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신체적인 부상과 같은 ‘사고산재’뿐만 아니라 택배업체 관리자
와 고객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폭언 등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질병산재’를 경험하는 사례들
도 매우 많았다. 택배연대노동조합(2017)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택배기사
의 57.7%가 본인의 잘못이 없었는데도 욕설을 듣거나 욕설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며, 택배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설치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22.0%였다. 이와 같이 택배기사들이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신체적․정신
적 측면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 건강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번 면접조사 대상 5명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업무 중 부상에 의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정신적 스
트레스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택배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숙련노동’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번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 택배기사는 각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담당하는 지역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야만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하루 180개 이상의 택배배송물
량을 혼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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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택배업체에 취업에서 일을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해도 하루 150
개를 처리하기도 힘든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숙련의 내용에는
배송지역의 주택 및 아파트 분포 현황, 배송 중 택배차량을 주차하기 용
이한 장소들에 대한 파악 등 배송지 공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아파트 경
비원들에 대한 특성, 배송받는 소비자들의 특성(부재중 문자, SNS, 전화
등 어떠한 연락을 할 것인지, 배송물건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일
상적인 정보들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내재화시키는 게 포함된다. 이와 같
은 경험과 정보에 대한 숙련이 체화될 때 적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택배업무는 공간과 일상에 대한 경험적인 정보에 대한 일종의
숙련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자동화와 노동규율의 강화

이 부문에서 업무자동화와 같은 신기술 도입이 택배기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즉 고용 및 노동시장에서의 특성과 노동과정에서
의 변화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택배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택배업체 또는 택배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고용계약이 아니라 택배배
송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에 대해 고용관
계와 같이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택
배업체들은 택배기사들에게 사실상 직접적인 노동통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택배기사들은 본인들을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와 노동자 중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택배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인식하
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택배연대노동조합(2016)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
답자의 81.9%가 그냥 노동자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택배업체가
사실상 직업 관리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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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전히 택배업체가 개별 택배기사들에게 근무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배송지역도 정해주고 있었다. 특히 근무수칙 중에는 복장 및 외
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택배기사들이 업체가 정
한 수칙들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벌금
을 공제하고서 받고 있었다. 택배물품의 파손 및 분실, 배송지연 등 다양
한 고객민원 접수건 등에 대해 택배기사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며,
업체에서 진행하는 친절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기 교육은 거의 모든 택배업체에서 1년에 1∼2회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는데, 교육일이 공휴일임에도 교육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
를 부여하고 있고, 만약 참가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다(조돈문 외, 2015). 이러한 택배업체들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리 및 통
제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고용주로서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준수를 요
구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업무는 할당된 지역에서 할당된 택배물품들을 수화인(받는
사람) 고객에게 최종 전달한다는 점에서 업무 자체만으로는 비교적 단순
한 업무118)이면서 미배송은 고객의 민원접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노동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사실상 없어도 무방하다. 하
지만 배송구역, 그리고 터미널 방문시간대, 집하 작업을 하는 경우 송화
인 방문 시간대 등의 경우에는 택배업체나 대리점/영업소의 지시를 따라
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임금노동자로서 장점은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서 불리한 점
들은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제공
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할당된 택배업무는 의무적으로 처리해
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
인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배송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 ‘용
차’를 써서 자신의 업무를 본인이 알아보고서 대체할 수는 있다. 여기서
‘용차’란 개인화물 트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처럼
용차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부분 대체기사들이 배송지역에 대한 정보와
118) 택배업무의 숙련은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 특수적인’ 것에서 기
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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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배노
동이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용차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더
라도 효용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불가피하게 업무대
체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같은 영업소/대리점에 소속된 동료 택배
기사들이 조금씩 배송할 물량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상을 당했다거나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업무대체는 하지 않
는 것이 관행이었다. 용차를 하는 경우 용차비용도 하루 25만～30만 원가
량 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지
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휴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못
했다. 이러한 점에서 휴가미사용 및 용차 및 동료부담이 남는 업무대체
방식은 택배기사들의 택배처리업무가 사실상 강제적인 의무가 된다는 점
에서 직접 통제라기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의 통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
으로 택배업체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리점 방식의 운영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통제양상에 대해
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과거 영업소에 대한 본사
의 통제력과 같은 수준으로 대리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
특히 이와 같은 계약의 중층화 과정에서 택배업체 본사와 택배기사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택배대리점 및 택배기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영
영업소 체제는 아니지만 택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업체는 ‘M plus’라는 업무 전산망을 구축하고, 택배업체 본사는
전국 각 지역의 대리점들을 전산망을 통해서 일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는 소장 아래 SM(service man)이라고 지칭되는 택배기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정(대리점화)을 거치면서 기존 택배업
체의 직영 영업소나 지점은 점차 슬림화되고 있는데, 이는 곧 택배회사들
이 직접 운영하는 지점의 책임이 새로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
점으로 지속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지점의 슬림화는 택배회사의 운영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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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대리점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서
택배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딱히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택배업체
본사의 책임회피로 인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책임만 커지고 있다. 따
라서 A업체에서는 초기에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
해서 대리점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하는 경우에 택배 박스 1개당 20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국 296개 영업소에 자동분류기
(wheel sorter)를 10억 원씩 투자해서 설치하는데 자동분류기에 대한 투
자비용을 이유로 대리점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즉 회
사에서는 자동분류기가 설치되면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속도가 빨라져
서 더 많은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20원 지원금이 없어지더라
도 택배기사들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택배기사들 입장
에서는 당장 택배배송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금 20
원 폐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

2. 택배기사의 업체 종속성 심화
이번 면접조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두 업체 소속이었는데, 모두 소속
된 한 택배업체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배업체에 대한 강
한 ‘전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와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서 택배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택
배기사들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업체별로 택배물량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된 택배업체에서 요구하는 물
량을 다 소화해내기에도 벅차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로서 복수의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임
에도 불구하고 개별 택배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성은 높았다. 비록 택
배차량은 택배기사들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있
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종속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었다. 우리가 일상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택배기사들은 본인 소유의 택배차량에다가 택배
업무를 처리하는 택배회사의 상표를 광고비도 받지 않고서 외부에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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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만 하고,119)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택배업체의 징
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택배차량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조돈문 외, 2015). 또한
택배업체가 일방적으로 배송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자 간
의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택배기사나 택배대리점은
택배회사 본사에 거의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택배회사
-대리점-택배기사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리점은 택배기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택배
기사와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지시, 명령, 강요 등을 통해 택
배기사들을 종속시키고, 계약해지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생존권을 유린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들은 다른 업체와 이중
적인 계약을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특정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서 경제적인 전속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조돈문 외, 2015). 앞에서 확인
했던 것과 같이 택배기사들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배송수수료는 과거와
비교할 때 오히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택배업체에서 배송수수료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택배업체에서는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임을 다양한 방식으
로 상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가 일방적으로 배송수수료를
결정하고 택배기사는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조건에서 택배기사를 단순하
게 자영업자로 보기 힘든 부분이 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입 넘버 구입 또는 지입료,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택배업무
시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업무를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개별
업체들의 스마트폰 앱(App) 유지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할 뿐 아
니라 심지어 택배업체의 유니폼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일을 할 수

119) 그리고 택배업무를 그만둬서 택배 트럭을 중고로 처분하는 경우에 도색하지 않
은 차량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80만～100만 원 낮게 책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소유 트럭에 대한 의무적인 외부도색은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며 택배기사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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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택배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택배산업에서 대표적인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사례인
자동분류기(sorter) 도입 또한 택배기사들의 업무능률 향상보다는 택배업
체에 대한 종속성이 더 강화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동분류기는 소
화물에 사람이 직접 부착한 바코드를 읽어서 배송지역을 자동으로 분류
해주므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도 없애고 분류속도도 향상시킨다
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50여 터미널
에 기존의 자동분류기보다 한 단계 진화한 휠-소터(wheel sorter)를 도입
했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 200여 개
서브터미널에 휠-소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매일노동뉴스,
2017. 9. 14).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택배물품 분류작업을 간소화시켜줄 휠
-소터 도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업체의 자동화
시설 도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업체에서 터
미널에 배치한 휠-소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예전에는 오전에 한 번만 터미널에 출근해서 배
송업무를 진행했는데, 휠-소터 도입 이후에는 터미널에 오전과 오후 각
각 1회씩 들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동화 설비 도입에 매우 비판적이었
다. 즉, 택배기사들이 두 번 터미널을 방문하게 되면서 터미널 방문시간
이 2배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차량운행비가 많이 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택배업체에서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대
신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 있게 되면서 배송 수수료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과 설명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
다. 하지만 최근 휠-소터 도입에 따라서 나타난 이와 같은 논란은 기본적
으로 인간과 기계(장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계장
비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인간을 기계에 복속시키
는 방식으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서 노동과정에서 반발이 야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노동4.0>의 문제의식과 같이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기업-노동자
가 함께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택배업체에서 소속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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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업무뿐 아
니라 자동화장비에 대한 종속성, 자동화장비를 보유한 택배업체에 대한
종속성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3.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율성 부재 : ‘위치’ 정보를 활용한
직접적인 통제
택배기사들은 배송업무 처리 과정에서 택배회사에서 제공하는 택배기
사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그림 11-4 참조), 집하에서 배송까지 업무진
행 단계마다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아울러 미배송인 경우에도 미배송
사유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택배업체 대리점 또는 집하터미널을 떠
난 이후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택배업체가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택배기사들은 사무실에서 출퇴근 및 업무집중 정도를
감시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그림 11-4] CJ대한통운의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자료 : CJ대한통운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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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들의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위치정보를 on인 상태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배송하는 택배상품과 함께 택배기
사들의 이동경로가 택배회사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점에서 택배기사들은 위치정보라는 정보기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
상적인 노동이 통제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CJ의 경우에는 중앙
물류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모든 택배기사들과 택배물건에 대한 일괄
적인 관리․통제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경우에는 업무 중 일
정 시간 동안 택배배송을 완료했다는 스캔 입력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는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전자
기술을 통한 택배배송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통제를 하면서도
임금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수수료 지급
계약을 하여 고용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부담은 덜면서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제6절 결론 및 논의의 한계

택배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급속하게 성장해 온 산업이면
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택배산업에
서 최종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은 고용계약을 한 임금노동자에서 수
수료 지급계약의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로서 고용지위가
변화하였다. 택배산업에서 임금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이 공존하던 시
기도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개인사업자화가 진행되었으
며, 나아가 이와 같은 개인사업자 신분은 택배업체와 직접계약에서 중간
에 다시 택배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또는 영업소)과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관계의 중층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택배기사들의 고용지위 변화는 택배업무의 상대적인 단순함
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즉,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는 최종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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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체에서 특
별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최종소비자의 불만이 없으면 업무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20) 앞서 택배업무를 원활
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고도 지적했
었는데, 택배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숙련(skill)은 기계설비나 장비, 또는
특정 기술에 대한 숙련(기업/자산-특수적인 숙련)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역-특수적인 숙련(community-specific skill)’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서 지적했던 택배산업의 생활밀착형 산
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유형의 숙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
다.121) 이러한 점에서 택배업무는 기술적으로는 숙련이 필요하지 않으나,
공간적으로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택배업무의 특성은 기술적인 미숙련 업무이며, 최종업무 수
행결과를 ‘150개 택배 집하/배송’과 같이 쉽게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
서122) 고용계약을 통해서 임금노동자로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서 노
동과정을 통제하며 업무를 맡겨야 할 필요성이 낮다. 그 결과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서 활용하면서 수수료
를 지급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수수료
120) 이러한 이유로 택배배송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택배업체로 접수되는 경우 수수
료 차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일종의 품질관리를 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장불량, 슬리퍼 착용 등 택배업체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각서를 받는 업체들도 있
는데(이호근 외, 2008; 박지순 외 2014; 조돈문 외, 2015),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노동자에게나 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1) 다만 생활밀착형 산업의 특성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22) 오늘날 대부분의 특수고용형태 직종들은 이와 같이 개별 취업자의 근무성과를
쉽게 정량화할 수 있으며, 최종 성과물의 품질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한 직종들
이다. 지도학생 수로 계산 가능한 학습지 교사나 라운딩 횟수로 보수를 받는 골
프장 캐디 등과 운송건수당 수수료가 책정되는 택배, 퀵, 레미콘, 화물차 기사들
도 마찬가지이며 최근에는 배달부도 특수고용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노동과정을 분할해서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수고용형태
로 노동력 활용방식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자들의 협업으로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개별 근무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앞으
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로 노동력을 활용할 것이다.

제11장 산업별 사례연구: 택배업의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353

지급방식의 노동력 대가의 지급은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택배시장의 초기 팽창기에 진입장벽
은 낮고, 누구나 네트워크만 구축하면 택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
간 과당 경쟁 상황에서는 택배서비스의 차별화 시도123)를 특별히 하기 힘
든 택배업무 특성상 택배배송단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17개 택배
회사가 경쟁하는 한국 택배시장에서 중소규모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 또는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투자가 부족해서 단가인하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배송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택
배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루에 처리하는 배송물량이 늘어나야만 기존
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대응은 배송
단가 인상 요구 이외에는 노동시간을 갈수록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
법이 없다.
이를 다시 택배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배송단가 인하/택배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요인은 택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허브나
터미널 확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이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굳
이 할 필요가 없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택배산업의 성장과 운송
단가의 인하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국 택배산업에서 택배물품 처리
과정에서 로봇을 통한 공정 자동화와 같이 설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낮
은 운송단가의 장점을 활용해서 택배기사에게 더 많은 택배배송을 강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택배산업은 해외와 달리 집하에서 최종 배송까지 전 단계가 보통
24시간 이내, 길어도 48시간 이내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단시간 내 신속하
게 배송처리를 완료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한국 택배산업의 특징
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데 일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매우 다양
한 택배물품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화 및 표준화
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따라서 단시간 동안 신속하게 배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직
접 인력을 활용해서 비정형화된 물량들을 상황대처 방식으로 집하-분류123)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의 질보다는 빠른 배송, 로켓배송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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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택배배송 수수
료가 낮고, 연동해서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조건을 택배회사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택배기사들의
노동력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보다 효율적일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택배산업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로봇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택배산업의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이 노동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으나 고용관계나 고용구조 변화와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다. 그 결과 노동
배제적인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화에 앞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임금
노동자의 개인사업자화)가 택배산업에서 나타난 것인지, 또는 정보기술
기반 자동화에 기반한 통제의 자신감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전개된 것
인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124) 또한 연구질문(택배산업의 자동화와
고용구조 변화)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택배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와 함께 택배기사들에 대한 면접조사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즉 택배산업
물류처리 시스템의 정보화와 자동화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변화와 고용구조 변화를 검토하는 데서
야기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번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택배산업에서 자동화와 고용구조
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124) 1990년대 후반 택배산업의 고용구조 재편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부족했
고, 또한 당시 고용구조의 변화를 경험했던 대상자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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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4.0의 필요성과 과제 : 독일 노동4.0의 수용을
통한 ‘노동포용적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모색

제1절 들어가며

산업과 경제의 전면적 디지털화를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경제
사회질서의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노동이 그
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의 주제는 디지털화의 수용방식
및 그것의 성공적인 혁신의 구현 모두를 위해서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
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노동을 대체 내지 해체하고 경제에서 주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공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이지도 않
고 규범적이지도 않은 진단이라고 판단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
화를 일종의 기술결정론적 비관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류이며,
오히려 디지털화야말로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것이 노동
에 끼치는 영향 역시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개입을 거치느냐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다는 접근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종의 ‘노동포용적 디
지털화’, 좋은 일자리와 함께 가는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최대한 모색할 수 있다.
노동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움직임들은 이
제 막 대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논의나 움직임은 여러 측면에서 찾
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고 포괄적이며 주목할 만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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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독일의 노동(Arbeiten)4.0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시기 산업(Industrie)4.0을 향한 기업과 경제의 움직임이 심화되면서 자연
스럽게 노동4.0으로 확산,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노동4.0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개된 바 있으며, 그에 대
한 관심은 노사정 모두로부터 높은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신
드롬과 공포 마케팅이 횡행하는 한국에서 독일의 기술담론의 사회화 방
식은 매우 큰 교훈을 지니며, 그것을 벤치마킹 하면서 현 시기 한국에서
한국적 문제 해결과 과제 수행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독일의 노동4.0에 대한 소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으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미진하고 수박 겉핥기식 시도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문제는 독일의 모습에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어떠한 식의 lessondrawing을 도모할 것인가에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시도
와 논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세 가지가 주안점일 수 있
는바, 그것은 (1) 노동4.0을 왜 그리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3)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등이다.
첫째, 우선 노동4.0을 개념화하는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무엇을
위해 그것을 정의내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독일에서 노동4.0을 정의
내린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이른바 ‘한국형 노동4.0’을 정의내리
려 한다면, 그것은 독일에서의 개념화와 동일한 이유와 목표를 지니는 것
인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과 기능을 염두에 두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형 노동4.0이 한국만의 독특한 특수성을 충분히 담지한 색다른
의미를 지녀야 하는가 아니면 보편적 시각에서 독일의 노동4.0과 크게 다
르지 않은 무엇일 수 있는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는 자연스럽게 독일의 노동4.0이 담고 있는 내용적 고민과 잠
정적 결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주제로 이어진다. 노동4.0을 설계하
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정리한 독일의 텍스트에는 독일식 컨텍스트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텍스
트 자체로 번역하는 것은 미흡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결합양태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는 우리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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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해내는 창의적 번역이 도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토대로 그러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노동4.0 시도는 독일식 혁신을 향한 코포라티즘, 즉 사회
적 대화의 활성화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질서 전환 거버넌스의 한
시도로 단행되어진 것이다.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구상
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의 그러한 모습은 보다 특별한 함의를 지
니고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lesson-drawing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독일의 노동4.0

1. 정의와 태동맥락
독일의 노동4.0은 미래의 노동질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
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노동질서가 어떠해야 하
는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소통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규정하
였고, 그럼으로써 향후 그에 따른 정책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실행되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산업사회가 형성된 이후 노동의 변
화를 경험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노동질
서를 법적, 정책적으로 규정하며 이끌어가지만, 커다란 기술변화를 염두
에 두고 그 속에서 ‘미래의 노동질서가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규정을
사전에 수행하는 작업은 기존에 없던 시도이다.
노동4.0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로 본 노동형태 및 노동관계의 변화에 초
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노동 1.0(Arbeiten 1.0)’은 18세기 후반 산업혁
명 초기의 노동체계를, ‘노동 2.0(Arbeiten 2.0)’은 대량생산체계가 시작되
는 시기의 노동형태를, 그리고 ‘노동 3.0(Arbeiten 3.0)’은 독일에서 1970
년대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n Marktwirtschaft)가 공고하던 시기
의 노동형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이야기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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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Arbeiten 4.0)’은 네트워크화 및 디지털화되고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
는 노동세계를 지칭한다(Krause, Rüdiger, 2016: 11; 김기선, 2016: 4). 한
마디로 노동1.0은 노동조합의 출현, 노동2.0은 복지국가의 출현, 노동3.0
은 공동결정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출현, 그리고 노동4.0은 노동1.0부터 노
동3.0까지 축적된 발전 위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유연적이고 가변적이며
이동성이 높은 노동세계의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매
우 서유럽적이고 독일적인 맥락에서 노동세계의 변화를 해석하고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노동4.0에서는 필자가 ‘포용적 디지털화’라고 칭하는바,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대안적 일자리의 상에 대해서 몇 가지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다분히 독일이 지난 시기 발전시켜 온
사회국가와 산업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어 나가자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
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신자유주
의로의 회귀를 불가피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일의 노동4.0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고 나서 대두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 드라이브 속에서 노동의 미래 존재방식에 대한 상을 광
범위한 사회적 소통을 통해 확립한 소프트한 사회계약적인 성격을 지니
고 있다. 그것이 노동4.0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산업4.0의 시도로부터 영
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계기로 독일의 민주적 자본주의의 역
사적 진화 과정을 반추하면서 현재까지 3단계의 시대규정을 하면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내 용
가. 5대 원칙
독일에서는 노동4.0 시대에 실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규정하면서 그에
앞서 그러한 정책에 스며들어야 할 규범적 지향성을 정의한다. 노동4.0 백
서에서는 미래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원칙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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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야 함을 명시화하였다. 이러한 원칙의 수립 역시 광범위한 사회적인
소통(녹서의 제작 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백서는
일정하게 그 안에 정책적 방향의 원리를 다양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 그것
은 유연화의 불가피한 확대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안전과 공
동결정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래에서는 이 다섯 가지
원칙과 그것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암시되어진 사항들을 요약해 보겠다.
첫째 원칙은 소득과 사회적 안전이다. 백서에서는 성과에 부합하는 소
득과 사회적 안전을 누구나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삶
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soziales Netz)에 의지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화로 생길 수 있는 생산
성 증진이 모든 직종에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야 하며,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단체협약임을 명시화하였다. 이른바
성과정의(Leistungsgerechtigkeit)는 정당한 임금의 지급으로 나타나야
하며, 남녀간 임금차별의 철폐로 나타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적
보장(kollektive Sicherung)의 한 요소인 단체협약 외에도 적절한 시점에
서 이루어지는 직업설명과 직업상담도 개인의 안정적 취업이력을 보장하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에서 양질의
사회보장은 특히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이 지향해 온 사회국가
(Sozialstaat)의 핵심적 기능은 나이, 질병, 사고, 실업과 같은 삶 및 고용
의 위험에 대한 보장이며 그러한 원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자영업을 원하
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보장을 받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원칙은 양질의 노동으로의 편입이다. 누구에게나 양질의 노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양질의 노동을 전제로 한 완전고용은 항
상적인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좋은 일자리를 취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원과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고, 경
미한 소득과 낮은 계획 안전성만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존
재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개인의 취업이력을 결정짓게 두어서는 안 된다
고 보고 있다.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도 계속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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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상의 개발을 통한 고용능력(employ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원칙은 새로운 표준이 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의 노동 요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적극 받아들여 경직된 노
동모델 대신 생애단계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모두에게 적용
되는 유일한 ‘표준적’ 근로관계(normales Arbeitsverhältnis)라고 하는 오래
된 비전은 오늘날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 즉, ‘표준적’ 근로관계가 ‘표준적’ 성격을 점점 잃어가는 대신
다양성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풀타임 근로(Vollzeit)
단계와 파트타임 근로(Teilzeit) 단계 간 이동, 가정생활 단계와 경제활동 단
계 간 이동뿐 아니라 종속고용과 자영업 간의 이동이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는 더욱더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표준고용관계와 ‘비전형
고용’을 무차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단시간 근로
(Teilzeitarbeit)와 관련해 의미가 있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사회적 파트너
와 정치는 노동에 대해서 다원화된 요구를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생애단계
별로 더 많은 자기주도권을 부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상이
한 직업활동 사이 가정생활 단계와 경제활동 단계 사이의 이동을 원하는 경
우 그러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보장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원칙은 노동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지털 노
동세계에서 노동의 질과 관련한 네 가지 핵심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i)
어떻게 ‘더 많은 유연성을 감당’할 것인가, (ii) 어떻게 ‘사람과 기계 사이
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할 것인가, (iii) 어떠한 ‘새로운 조직형태’를 구
축할 것인가, 그리고 (iv) 생산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이다. 이 모든 방안들은 노동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
담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과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면
서 그러한 모델을 현대적인 산업안전 4.0(Arbeitsschutz 4.0)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칙은 공동결정, 참여, 그리고 기업문화를 함께 생각해 가야 한
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단 국가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되, 구
체적인 사항은 사회적 파트너들 간에 또 기업 내에서 가장 잘 협의,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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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대의적 구조(repräsentative
Struktur)는 필요하나, 직장에서 개별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기업협약(Betriebsverfassung, 기업 내에서의 노사 간 협약)에 의
거한 공동결정, 근로자의 참여, 좋은 기업문화와 경영문화는 서로 상반되
지 아니한 행위들이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혁신적, 민주적 사회의 혁신적,
민주적 기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8대 정책방안
노동4.0 백서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전제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 핵심적이며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위의 5대 원
칙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미래지향적인 유연성, 안정성 그리고 참여기회
의 확대라고 하는 가치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1) 직업안정을 위한 조기투자의 보편화: 실업보험에서 노동보험으로
백서는 기술과 경제의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의 대량 자동화가 일어나지
는 않을 것이나, 적어도 직업과 일의 변화 및 업종 간 경계의 변화는 일어
날 것이라고 보았다. 노동4.0의 구현을 위해서는 능력 및 직업적 상승 전망
개선을 위한 조기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투자에 대한 지원은 예방
적이어야 하며, 단지 비전문 단순인력이나 경제활동 이력의 마지막 단계,
또는 곧 실업이 닥쳐오는 경우 등 절박한 예외적 상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기존의 실업보험을 단계적으로 노동보험
(Arbeitsversicherung) 내지 취업보험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해 가야 한다. 이때 특히 독립
적인 직업상담과 계속교육 상담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어야 하는바, 미래지
향적 관점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의 변화도모 : 유연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디지털화는 자기주도적인 노동세계 4.0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다만 이해충돌이나 목표충돌이 조정되어야 하
는데, 그 기본적 토대는 탈경계화(Entgrenzung)와 과도한 부담이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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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과 위험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기
주도적 결정과 시간주권(Zeitsouveränität)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모델 설정과 유연화를 위한 타협
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새로운 근로시간제의 형성은 기업의
인사방안, 업적평가의 기준, 경영문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를 구체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근로시
간법(Wahlarbeitszeitgesetz)｣을 마련하는 것을 단초로 삼을 수 있다. 이
는 근로시간 및 장소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사양을 부여
하며, 아울러 사회적 파트너 간, 또는 기업 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법 규
정의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법은 우선 2년간 시행하면서,
기업 내 실험공간에서 그 효과를 시험해 보도록 되어 있다.
3) 서비스 부문에 주목 : 양호한 근로조건의 촉진
디지털화는 제조업의 혁신을 의미하는 <인더스트리4.0>을 넘어서는
것이다. 백서는 그것이 특히 서비스 분야와 수공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 자체에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일
의 중개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백서는 일단 서비스와 돌
봄 부문에서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의 도입까지 이르러
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분야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지므로, 바로 이 분야에 양질의 노동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백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사적으로 조달되는 서비스
의 재원은 공공부문에서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원칙을 강
조하고 있다. 가계와 관련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계의 지원을 위해 <가
사서비스계좌(Haushaltsdienstleistungskonto)>를 제도화시켜 운영하고,
디지털 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 갈 수 있다고 본다.
4) 산업안전보건4.0의 추구
산업안전(Arbeitsschutz)은 디지털화뿐 아니라,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인구변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또 노동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
신적 부담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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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4.0’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 노동자 정보보호의 강화
계속적인 기술발전, 노동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 증가, 그리고
2018년 발효 예정인 ‘유럽정보보호준칙(Europäische 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 등 유럽의 새로운 법제도로 인해 근로자 정보보
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고용자 정보보호에 중요한 법
조항인 독일정보보호법(BDSG) 제32조(‘고용관계 관련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처리, 사용’) 규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다음 단계로
‘유럽정보보호준칙(DSGVO)’이 구체적 규정과 관련해 개별 국가 입법자
에게 허용하는 재량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
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제 간 전문가위원회를 설
치하고,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정보보호
지표(Index Beschäftigtendatenschutz)’ 구상을 장려해 가야 한다.
6) 공동결정과 참여의 지속과 전환
사회적 동반자 관계(Sozialpartnerschaft), 공동결정, 근로조건 형성에
대한 민주적 참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위기 시
안정의 닻이자 국제경쟁에서의 성공요인이었다. 디지털 구조전환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 간 협의과정과 기업 노사 협의과정
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협약구조의 안정, 기업에서 고용자 참여기
반 확대, 민간기업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와 공공부문 직장평의회
(Personalrat)가 적절한 권리와 자원, 유럽 차원에서의 기업 공동결정 국
가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입법계획에 있
어, 단체협약 유지와 기업 내 구체적 규칙들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
는 가능성의 확대를 서로 연계시킬 것이다. 종업원평의회 구성을 지원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이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당한 유연성 확대
를 요구하는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디지털화 노동세계에서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공동결정을 위해 종업원평의회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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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증진
자영업자와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위해 좋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이다.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속 고용과 자영노동 간의 경
계가 희석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디지털 노동세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를 종속 근로자와 마찬
가지로 법정 연금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 발생하는 보
험료 부담은 다른 사회보장보험, 특히 법정 의료보험 비용과 함께 평가되
어야 한다. 노후연금(Alterssicherung)을 제외하고는 정액 방식이 모든 자
영업자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특수 유형 취업자의 보
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각의 실제 사정에 따라 노동법과 사회법의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어 검증된 재가노동자
(Heimarbeitnehmer)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크라우드워크(Crowdwork)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8)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구축 : 개인결제활동계좌와 장기근로시간계좌
복지국가제도 발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고용능력을 안정화시키고 과도기 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다. 백서는 ‘개인경제활동계좌(Persönliches Erwerbstätigenkonto)’를 구
축해 젊은 경제활동자에게 ‘사회적 유산’을 제공해 주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즉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출발자금
(Startkapital)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젊은 경제활동자들은 그러한 출
발자금을 받아서 직업세계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해, 또는 창업단계나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간(휴직, 휴가, 실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장기근로시간계좌(Langzeitkonto)’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오늘날 노동과 사회복지의 조화는 유럽적
맥락 속에서만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바, 디지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유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노
동4.0’에 대한 대화는 유럽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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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성방식
노동4.0의 개념과 원리를 형성시킨 과정을 보면 일종의 사회적 소통 확
대를 통한 전환 거버넌스를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산업4.0
의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전환의 길을 모색하다가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논
의 플랫폼(Industrie 4.0 Platform)’을 구축했고, 그 한 주체인 노동계의 주
도적인 문제제기로 이를 노동4.0까지 심화시켜나간 것이다. 특히 노동4.0
녹서를 마련하여 디지털 시대 새로운 노동질서의 수립을 위해 무엇이 문
제가 되고 관건이 되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구성해내고, 이를 추
슬러 다시 그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을 끄집어내어 백서를 구축해 발간해
놓은 양상이다.
특히 독일은 지난 시기 이른바 공급 중심의 코포라티즘이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등에서 태동하고 지속되었을 때, 정부 주도의 하르츠 개혁을 시
도하며 합의적인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에 실패를 한 경우였다. 따라서 경
제의 디지털화를 놓고 최근에 사회합의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
는 모습은 더욱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매우 독일적인 방식으
로, 오히려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신자유주의화의 문제를 정부나 경제주체
들이 모두 공감하면서 도모해 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맹아
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분적으로 태동한 바 있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는 현재 지난 9월에 치러진 총선 이후 연립정부의 수립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힘 있게 제도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정치적
세팅이 완결되면, 녹서와 백서에 이어 흑서를 마련하면서 미래를 위한 제
도화는 힘을 받아 진행될 것이다. 다만, 노동4.0의 시도가 대연정하에서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연
정의 구성에서 사회민주당이 빠지게 된다면 노동4.0이 흑서로 이어지는
것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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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형 노동4.0의 형성 과제

1. 독일과 한국 : 맥락의 대조
독일의 노동4.0은 일종의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적 디지털화’를 추구하
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역시 그러한 지향을 담아 새로운 노동
세계의 원리를 정의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회귀적인 정
규직 고용의 경직된 틀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디
지털화된 경제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근무조건을 원활히 구축해 가면서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회적 안정성, 즉 사회적 시
민권을 향유하게 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노사관계
의 틀과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해나간 나라이다.
디지털화 속에서 모색되는 새로운 포용화 내지 유연안전화를 모색하는
노동4.0의 시도와 그것의 사회합의적 추구는 모두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
적 시장경제 모델을 패러다임의 큰 전환 없이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하게
적용시켜나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틀은 독일의 사회국가의 헌법
이념과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개입력이 두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나아가 과거 1970년대에 자동화와
생산합리화의 시도 앞에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의
인간화’를 제기하며, 미시적이고 정치한 측면까지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
하려는 노력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그러한 전통은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Gute Arbeit)’를 향한 별도의 강조점과 노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
그램과 프로젝트들로 계승되고 있다. 지금의 노동4.0의 내용은 바로 그러
한 역사적인 흐름의 연장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모습은 한국과 큰 대조를 보인다. 한국은 이미 비정규직
의 남용이 심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확대된 상태이며, 기업별 노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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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노동이해대변이 편중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사회연대성
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동화나 디지털화의 경향에 대해 노동
조합은 깊은 고민을 해오지 않았다.
그간 한국에서 행한 독일에 대한 학습은 언제나 전제조건의 차이로 인
하여 늘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고 마는 측면이 강하였기에, 독일의 노동
4.0과 같은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당장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구현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야 할 대안은 여전히
독일과 같은 방식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독일이 지니고 있는
전제조건적 측면의 인프라들까지 어느 정도 함께 지향해가는 식일 수밖
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디지털화의 전면화를 새로운 포용화의
계기로 삼는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화는 단순히 비즈니
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넘어선, 산업민주주의 원리의 강화와 사
회적 안전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기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받
아들여야 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새로운 사회
적 대타협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적 방안의 구현을 위하여
가. 한국형 노동4.0은 필요한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 표준고용관계의 약화 내지 중심성 상실은 명확해 보인다.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관계로 인력을 충원하는 ‘긱 이코노미’의 등장과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가상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거래하는 ‘크라우
드 소싱’, 보다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1:1로 관계
를 맺는 ‘우버형’ 플랫폼 노동의 등장 등은 이제 익숙한 현실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들이 처한 노동지위에서 기인하는 불안정한 소득원이나 사회보호
망은 디지털 경제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과 같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영향과 폐해가 심하게 나타나 있
으면서도 보편적인 노동권의 확립이 취약한 상황에서 표준성의 해체와
관계의 다원화는 안 그래도 파괴되고 낮아져 있는 노동세계의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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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노
동4.0은 특히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와 그에 기초한 일자리 질서가 지난 10
～20년 동안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디지털화를 품은 새
로운 일자리 질서를 신자유주의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확산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가 요구
하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동성, 탈경계성, 다양성의 과제를 고려한 일자
리의 원리가 설계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한국형 노동4.0은 독일의 노동4.0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식이어서
는 안 되나, 그 합리적 핵심을 창의적으로 우리의 맥락 위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독일 노동4.0이 담은 합리적 핵심은 노동의 탈경계화와 파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거기에서 노동3.0까지 축적해 왔던 장치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구성해 새롭게
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다. 즉, 독일에서 노동4.0을 정의한 것은 노동1.0
에서 노동3.0까지 자신들의 발전양상을 모두 흡수하고 축적해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뜻이 강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일단 독일이 노동1.0에서 3.0까지 이미 형성해
놓고 있는 제도적 자원을 압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작업을 진행하
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들어가야 한다. 독일의 노동4.0이 일종의 노동
1.0부터 3.0까지 축적적 이행의 연속이라면, 한국은 비동시적인 과제들의
압축적이고 단속적인 이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서 노동4.0
을 규정하려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노동1.0부터 3.0까지의 과제는 어떠한
양상인가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여전히 결사의 자유에 제약이 있는 나라로, 노동1.0
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나아가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의 강조로 태동하
는 복지국가(emerging welfare state)로서 일정하게 유의미한 변화를 겪
어 왔지만, 사실 여전히 노동2.0에 해당하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시민권에
걸맞은 사회적 보호와 안전 기제들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서 더 나아가 노동3.0이 의미하는 공동결정이나 산별단체교섭과 같은 협
치적이고 노동참여적인 거버넌스의 관행도 지극히 미진하다. 이러한 문
제의 해결책으로서 노동4.0을 정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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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현재 산업의 혁신을 향한 노력과 무관하게, 이미 한국에서는 신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존중사회로 전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
다. 독일에서 정의한 노동1.0부터 노동3.0까지의 기획은 이미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지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
다. 말하자면, 한국형 노동4.0은 현 시기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는 (i) 노조할 자유의 전폭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노동기본
권의 확립(노동1.0)을 토대로 해서, (ii)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시민권의 확
대(노동2.0), 그리고 (iii) 노동의 참여와 산업민주주의의 확대에 근거한 혁
신적인 일터의 구축과 산별교섭체제의 확립(노동3.0)의 내용을 담아야 한
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더 있는바, (iv) 현
시기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의 다량 창출방안을 통한 노동기회의 확대
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v) 공정경제와 연대교섭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노
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소하고 노동불평등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 등이다.
한국형 노동4.0을 기획하면서 일단 이러한 노동존중사회의 원리와 가
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섯 가지 내용적 원칙이 디지털화
된 노동세계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질서를 고민할 때, 노조할 권리의 보
편적 보장,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실업, 노후, 질병, 산업재해의 공
포로부터 상당한 해방), 그리고 공동결정과 초기업수준 노사관계 및 사회
적 대화 기회의 보편적 보장과 같은 현대적 노사관계의 원리를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회확대 및
격차축소 지향적인 원리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그러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실의 일자리가
디지털화의 전면화를 통해 재구성될 것을 감안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
겠다. 예컨대 독일에서 고려하고 있는 8대 방안들은 매우 흥미롭고 적극
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사회안전, 직업훈련 등의 필요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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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한국형 노동4.0 기획안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다. 직업안정을 위한 조기의 사회적 투자를 보편화
시키는 것, 자기주도적인 근로시간을 구성하게 하고 선택적인 근로조건
을 구축하는 것, 서비스업종이 특히 노동권의 취약성이 심하다는 점과 향
후 이 부분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성
기제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와 파악, 정보보호를 위한 세
심한 조치도 필요하며, 새롭게 종업원평의회와 공동결정의 기제들을 활
성화시켜 가는 것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영업자
와 특수고용종사자가 미래에 보다 더 보편화될 것을 고려해 그들에 대한
이해대변과 사회안전망 문제를 적극 모색해야 하고, 개인들의 경제활동
계좌나 장기근로시간계좌 등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노동을 향한 지원과 안전 장치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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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앞서 보았듯이 독일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코포라티즘의
대표국가로서 사회합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세계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양상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디지털화가 노
동배제적이거나 일자리의 재취약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험적
비관론이 과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화와 일자리 질
서의 변화는 일정하게 보다 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에 따라 다양
하게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
에서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제도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요인들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화의 도전 앞에서 정부, 기업, 노동조합
모두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의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약한 편
이다. 정부는 정합성 없는 일자리 대책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4차 산업
혁명을 마치 개발국가시대의 산업전략을 다루듯이 모색하려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인식과 실천은 매우 얕은 상태에 있으며, 독일
의 노조처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비즈
니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질서를 함께 구축하려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에서 ‘노동배제적 자동화’가
일자리 질서를 양극화시키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의 기회를 차단시켰던 시
기, 기업별 노조가 그에 담합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대응했던 양
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인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도전이 초래할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비즈니스의 기회로
서만 사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디지털화를 향한 전환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현재
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현
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즈니스와 기술을 중심으로 지니며
정부의 산업 관련 관료들, 전문가들 및 비즈니스맨들의 논의체이다. 이
위원회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첫째, 광범위한 사회적 소통이 아니라 국
가주도적 산업화 시대의 정책결정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 그
리고 둘째, 그 내용에 있어서 노동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

374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을 여전히 산업-기술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후자에 종속적인 것으로 사
고하고 있는 한국의 주류 경제 엘리트들의 사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한국형 노동4.0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를 새로 구축하게 될 사회
적 대화기구의 핵심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는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사회적 대화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를 녹서, 백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숙의민
주주의의 방법을 기초로 추진할지는 고민해 가야 하겠으나, 일단 현재의
산업-기술 중심성과 경제-국가 엘리트 중심적인 접근은 피해 나가야 한
다. 무엇보다 노동하는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노동존중사회의 원리를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이미 실현해 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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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대체로 마무리될 즈음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몰아 닥쳤다.
개천용이 되고 싶은 욕망은 주식시장에서도 부동산시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며 흙수저가 목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는 비
트코인’이라는 투자시장과 미디어의 직간접적 시그널에 세간의 관심 역
시 크게 출렁였다. 서울 시내 유명서점의 경제/경영부문 베스트셀러 목록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들 중 세 권은 그 제목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직접 담고 있었고, 이들 외에도 기술혁신이 만들어낼 미래 예측서가 세
권 더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등 듣기에도 생경한 개념을 추가 학습하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앞 장에서 언
급한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 한국인의 80% 이상이 4차 산업혁명 개념
을 인지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한다.
2017년 한국을 휩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크게 확산시킨 것은
이세돌과 알파고가 벌인 세기의 대결이지만, 스마트폰, AI를 장착한 로봇,
IoT, ICT 기반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 디지털 기술혁신이 만들어내는 변
화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의 일상에 성큼 들어와 있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용된 이래 유독 우리 사회에서 크게 번진 ‘4차 산업
혁명’ 담론에 대해 과연 혁명을 운운할 만큼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뒷북치는 떠들썩함이라 여기게 되는 이유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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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떠들썩함이 만들어내는 현실도 있다. 알파고가 준 충격, 즉 가공
할 속도와 깊이의 머신러닝으로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를 어렵지 않게 제
친 인공지능의 위력이 사람들에게 가한 충격은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고
이는 인공지능이 열어갈 시대를 미래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두려움에 찬
눈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갖가지 통계적
추정과 미디어의 과장이 충격의 효과를 배가했다. MIT와 옥스퍼드 등 세
계적 대학의 석학들이 내놓은 직업구조에 대한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효
과를 미디어가 디지털 기술의 직접적인 일자리 ‘대체’ 효과로, 그것도 머
지않아 약 50%의 일자리가 사라질 듯 의역해 쏟아내놓자 사람들의 관심
은 나와 내 아이들의 일자리는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지 고용의 여지가 남
아있기나 할지 고용불안에 쏠리기 시작했다.
열풍을 몰고 온 비트코인은 정확한 정보 부재, 잦은 전산장애 등 가상
화폐 시장 및 기술의 불안정성과 급등락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로 최근 하루에도 20% 가까이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낸 바 있
다.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한 4차 산업혁명 담론, 특히 일자리와 연관된
담론은 아직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기술만큼이나 불확실성을 내
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노동에 대한 거의 유일한 관심
은 사라질 일자리였지만 정작 사람들은 알파고가 물리친 인간 프로 바둑
기사의 일자리의 향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 일자리가 어떤 방식으
로 사라지거나 혹은 어떻게 변화할지 알파고 이후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는 놀랄 만큼 관심이 없거나 추상적․거시적인 사고에 매달려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혁신 담론이 산업과 기술변화
의 측면에 매몰된 채 인간의 노동하는 일상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어
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관심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
각으로 준비된 시론과 탐색 연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는 첨단을 구가하는 디지털 혁명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거의 누구나 디지
털을 생활과 노동과정에 채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이 파편화한 일과
그 일의 조각들이 다양한 경계를 넘어 조합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사
람은 드물다. 디지털 혁명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개입과 통제자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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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아닌 파편화된 사용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풀지 못한 오래된 노동의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는 모순의 시대에 살
고 있다. 오래된 문제 위에 디지털 기술혁신이 주조하는 새로운 방식의
오래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일정한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
때만 불려 나가 그때그때 일하던 20세기 초 뉴올리언즈, 시카고의 불안정
재즈 노동자들을 일컫던 ‘긱(gig)’ 노동자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새로 대거 소환되고 있다. 케인즈는 인류
사회가 한 세대만 건너가면 한층 짧은 시간 일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시대를 맞을 것이라 예견했지만, 우리는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눈
부신 기술혁신을 일구어냈으면서도 동 시대 그 수도 헤아리기 어려운 긱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Zurich라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영국법인에
따르면 1/3에 이르는 영국 긱 경제 노동자들이 최소 2개 이상의 임시 일
자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Independent지, 2017. 12. 18).
생활을 꾸리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최근 영국을 시
작으로 유럽에 번진 0시간 고용계약(zero-hour contract)의 경우에서도 목
격하듯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성이 결합된 불안과 위험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커지고 있다. 100여 년 전 버트런드 러셀의 통찰력 있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아직 유토피아적 상상의 세계에 봉인된 상태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디지털 경제화가 노동세계에 가져올 변화
의 핵심이 일자리의 양에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일자리 양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인식한다.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갈래의 심
화된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는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잠식할 만한 잠재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의 경험, 그리고 최근까지 진행
된 디지털화와 일자리의 상관관계는(이 보고서의 I-3장 참조) 고용량(의
변화)에 대한 기술 자체의 결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역설한다. 기술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디자인할 것인가를 둘러싼 상황 특성과 사회적 관
계가 여기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둘째,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을 구
성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술에 의해 실제 변화하는 것은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직무의 결합방식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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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직무의 조합이 현재 완전 자동화될 수 있는 직업은 5% 남짓에
불과하다. 결국 대개는 직업을 구성하는 일부 직무가 부분적으로 자동화
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착목하면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보다는 인간의 고단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노동과정과 숙련을 고
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인간노
동에 대한 기술 대체성뿐 아니라 보완성의 측면, 즉 기술과 인간이 공존
함으로써 생산체계를 보다 인간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
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을 열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는 정치의 문제다. 사회가 디지털화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자본의 고도화
와 인간노동의 대체와 소외가 아니라 노동을 인간생활과 사회에 보다 친
화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동세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며 디지털화는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결국 좁게는 고용관계, 넓게는 사회
계약을 통해 디지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본 연구진은 한편으로는 디지털화가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노동세계의 여러 이론적 쟁점에 개입하고자 했다. 우선 지난 세기
정립된 임금 노동의 정상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개념적 지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해 정상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
반 제도가 현장과 여하히 불일치되고 있는지를 개념과 어휘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I부의 1장). 생존형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희구하는 유토피아
적 사고는 ‘노동의 상품화’를 비판하는 움직임 속에서 자본주의 내내 존
속해왔다. 인류가 일궈온 고도의 생산성은 생존의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
는 노동, ‘일’로 지칭되는 자율적인 활동영역의 장을 확대할 잠재역량을
지니고 있다. 실제 공식영역의 상시화된 실업, 젊은 층의 고용위기, 서구
의 노동시간 축소는 임금과 무관하게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영역에서 자
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 숨어 있던 노동의 재발견 등 ‘일’에 대한 개
념적 전환, 일이 곧 노동이라는 패러다임이 디지털 시대에 재구축되어야
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정상적 노동형
태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사고와 정책의 편협성을 넘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문제를 직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개념과 정책의 확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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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수의 장시간 노동이 아닌 다수의 단시간 노동을 지향하는 정책의 핵
심은 노동시간 축소와 일 나누기(work sharing) 정책에 있다는 점에 대
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 정
책, 일 나누기 정책을 추진할 사회적 역량으로 다시 회귀한다. I부의 4장
은 이러한 사회적 역량과 관련해 디지털 시대 노사관계에 주목한다. 환경
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서비스
및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거대구조변동을 겪으며 비전형 고용형
태가 확산되고 노동조합의 근간이라 할 종래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상당
히 위축-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과 교섭력 약화가 두드러져 산업화 시대에 확립되어온 노조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 역시 엄중한 변화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
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야기
하고 있는 기존 산업부문의 고용관계 변화와 디지털 노동에 기반하는 신
생 산업부문의 등장 역시 기존 노사관계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세적 상황은 노사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
될 가능성 역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의 필자는 독일의 노동4.0
등 노동조합의 디지털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나아가 노조의 전략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 디지털
화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Inclusive
and integrated approach, Kochan & Dyer, 2017)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
러 디지털 특고 및 간접고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협의의 필요성, 공간과 시간 및 작업방식 등에
대한 노동자 주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세우기 위한 정책협의를 강조한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디지털 기술혁신은 사회 전반의 일과 생활의 영역
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기술변화와 다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속도나 과정은 산업과 직업에 따라 상당
히 다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본 연구진은 I부의 개념적,
이론적 논의에 이어 II부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이 노동과 고용관계에 미치
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산업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기존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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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4.0이 대체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조업의 자동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더 드물다. 2016년 노동연구원에서 음식배달업 등을 중
심으로 한 플랫폼 노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선구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지체 상태다. 작업조직이나 고용
관계에 있어 기존의 레거시가 강한 두 개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 - 보건
의료업(7장) 및 은행업 (8장) - 과 임금노동의 경계나 고용관계가 모두
정립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서비스 산업 — 음악서비스업(9장)과 택배업
(11장) - 을 선택해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이들 사례연구를 통해 파괴적
디지털화의 잠재성, 디지털 기술혁신의 기존 사업 및 고용관계에 대한 함
의, 그리고 디지털화의 전개에 따른 노동세계의 불평등 문제이다. 특히
노동세계의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I부 3장의 일자리 양극화, I부 2장의 젠
더 격차 등 I부에서도 포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민주
성과 평등성을 강화할 혁명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기술혁신
을 누가 추동하는가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심화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예로 I부 2장은 기존의 단순 반복적 사
무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이 디지털화에 가장 직접적인 고용타격을
받고 이들의 일자리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디지털 성별 격
차 역시 과학 기술영역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와 기울어진 운동장, 새는
파이프 현상들을 고려하면 축소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구
산업 사회에서도 지체된 과학기술산업분야의 젠더 불균형 현황은 한국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정책개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제시된다. I부 2장의 저자는 세계 경제포럼 백서의 제안과 같이 교육체계
전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돌봄 경제의 확충 등을 우선시하는
정책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유롭
게 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확보를 정부, 기업, 젠더 문화 차원에서 조
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파괴적 디지털화의 잠재성이나 디지털화의 고용관계 함의는 산
업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사례 연구를 통해 파악되었다. 음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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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이미 저장에서 소모의 시대로 훌쩍 넘어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나 음악가의 생산 패턴 등 생태계의 질적인 변화가 초래된 산업도 있고,
유사하게 정립된 고용관계의 영역이 아니었지만, 국내 시장의 규모 및 특
성과 수익성 창출 메카니즘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디지털화가
전개되고 있을 뿐인 택배산업의 예는 파괴적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매
우 상이한 길을 걷고 있다. 기존의 정립된 산업인 보건의료와 은행업은
두 산업 모두 공익성이 추구되는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강자가 기술 도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점진적이고 단계
적인 디지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
향도 사뭇 다르다. 음악산업의 경우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통신 및
플랫폼 소유 기업 간의 끊임없는 독점적 합종연횡이 벌어짐에 따라 정작
음악을 생산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는 음악노동을 통해 일과 생활 양자의
지속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업이나 은행업의
종사자는 작업장에 도입되는 디지털화를 양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
다. 확연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가 노동과정에 미치
는 긍정적인,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현재화하
지 않은 고용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이 ‘배제’된 의료 서비스 제공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과 돌봄은 인간의 최후 보루라는 보건의료 업계의 인
식은 노조조차 향후 50%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인
은행과는 고용에 있어 상당히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특히
은행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디지털 역량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사라질 업무와 유지될 업무의 분기가 상당히 명확하게 예측되며, 고
객 세그먼트에 따른 은행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이다. 또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비금융 ICT 기업과 금융기업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질 경우 노조가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표준적 고용관계는
향후 상당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노사가 머리를 맞댈 일
은 일자리 축소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아니라 작업조직을 혁신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학력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 아니라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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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는 경향이지만,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은 이와는 별도로 사고될 필
요가 있다. 특히 단기간에 고도의 교육적 성과를 성취한 한국에서 세대별
(디지털) 역량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비용 위주의 작업조직이 팽배해짐에 따라 장기근속이 노동자의 인지적,
비인지적 학습능력과 오히려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출되고 있다.
보다 포용적 작업조직, 포용적 고용관계를 지향하는 노사 간의 합의, 사
회적 합의가 선행될 때 파괴적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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