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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AI 등 기술발전이 전례 없

는 규모로 사람의 일을 대체하여 기존의 일자리를 대폭 축소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부상하는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AI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존 노동자

들의 상당수가 고용되지 못하거나 불안정 노동에 놓이면서 기존 자본-임금노동 관계에 기반

한 시장에서의 분배는 물론 기존 복지 제도 등에 의한 재분배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노

동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국가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 외에는 이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다. 

Ÿ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는 크게 고용의 양과 질로 나뉜

다. 고용의 양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는 복잡한 인지

⦁판단 능력을 요해 인간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들마저 대체가 가능해짐에 따

라 전례 없는 규모의 일자리 축소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고용의 질과 관련한 논의들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전체 고용의 양을 줄이지 않더라도 중간 수준의 숙련 업무에 더해 고

숙련 업무들마저 대거 AI에 의한 대체가 일어남에 따라, AI 개발 등 소수 고숙련 일자리 이

외에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숙련 노동 등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

면서 노동 시장의 분절화 및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Ÿ 이러한 논의는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한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 강남훈(2018), 가이스탠딩(2019)등 국내외 학계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AI 등의 기술 발달이 육체 노동 뿐 아니라 상당수의 정신 노동 역시 대체함에 따라 대

량 실업을 야기할 것이며,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양산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

게 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

려우며, 조세를 통한 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1)   

  - 이는 비단 학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

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앤드류 양 역시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자동화가 대량실업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

1) 강남훈. 2016. “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월간 참여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439339); 가이스탠딩. 2018. 『기본소득』. 안효상 역. 창비. 
2) “이재명,“4차산업혁명 대량실업, 기본소득이 해법.”” 중앙일보. 2018.09.20. 
https://news.joins.com/article/22991386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43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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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과 돈이 연계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3) 

l 그러나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전례 없는 규모로 고용의 양을 줄이고 질을 악화시킬 것인가에 

해서는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술혁

신 및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

한 우려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부 산업에서의 일자리

는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지만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산업 및 소비 수요의 형성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적 경험과 4차 산업혁명의 선

도주자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현재까지의 경험적 데이터를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이 과거

의 산업혁명과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l 본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일부 논의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효과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달이 전례 없는 고

용상황의 양적, 질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근거는 충분치 않음을 논증할 것이다. 나아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방향은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임금)노동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분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국가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맞추어 시장에서의 

분배기제 및 기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제를 보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자동화 시대, 대량 실업 사태 대책은 ‘기본소득제’”, 국민일보. 2019년 1월 26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8537&code=13150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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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산업 구조 및 고용 변화 

l 4차 산업혁명이 전례 없는 규모의 일자리 축소 및 고용의 질 악화를 가져올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어온 1,2,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진행된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동 

그리고 이것이 고용에 미쳤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1, 2차 산업혁명 

l 먼저 18세기 중반으로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이뤄진 1차 산업혁명의 경우 석탄 및 철을 주 

원료로 한 증기기관의 발달을 기술혁신의 핵심적 동력으로 한다. 이 시기 엔클로져 운동 등

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상당수가 농지로부터 이탈하면서 1차 산업혁명 이전 주된 

산업이었던 농업에서 급격한 일자리의 축소가 있었으나, 이를 흡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일자

리가 경공업에서 생성되었다. 또한 방적기 도입 등 경공업 내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숙련공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기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인해 면직물의 가격이 하락하

고, 이것이 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다시 면직물산업의 팽창과 고용의 확대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더 많은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뤄졌던 시기이기도 했다. 

l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의 경우 석유 및 전기를 동력으로 

한 내연기관 및 전기모터를 기술 혁신의 핵심적 동력으로 한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경공

업에서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재편이 일어났으며, 포디즘 체제라 일컫

는 표준화된 작업공정에 기반한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성립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

한 기술혁명 및 산업구조 변동에 힘입어 2차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소득 역시 상승했다. 전후 포디즘과 이에 기반한 서구 복지국가의 재분배 체제가 고도의 경

제성장 → 고용과 임금의 상승 →이를 통한 유효 수요의 창출 →기업의 이윤 증대 및 경제성

장이라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면서 경제, 고용, 임금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Ÿ 이 시기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4-8%의 경제성장률, 2-3%대의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

운 낮은 실업률, 4-5%대의 실질임금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강력한 조

세 및 복지제도와 결합되면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축소되고 불평등의 획기적 완화가 이뤄

지는,‘대압착의 시대(Great Compression)’가 전개되었다. 

2. 3차 산업혁명 

l 3차 산업혁명은 IT 정보 통신 기술 혁명과 자동화를 핵심으로 한다.  

Ÿ 3차 산업혁명 시기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은 PC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 

시기 퍼스널 컴퓨터 (PC)가 보급되면서, 문자, 소리에서 영상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아날로

그 방식으로 이뤄졌던 정보의 급격한 디지털화가 이뤄졌으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전 세

계 통신망의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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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 시기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현재도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소

프트, 애플, 오라클, 시스코 등의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설립되고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

이기도 하다. 

  - 1970년-8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1975년), 애플 (1976년), 오라클 (1977년), 시스코 (1984

년) 등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는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창립되

었다. 1990대를 거치며 이들 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1980년 750만 달러에서 1999년 197억 달러로 2,600배, 비슷한 기간 애플, 오라클, 시스코의 

매출 규모 역시 각각 60배, 3,500배, 173배 성장했다.4) 

  -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술기업의 성장은 1980년부터 2010년 사이 시가 총액 

상위 10위 기업의 구성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80년대 시

가총액 상위 10위 기업은 대부분 전통적 제조업 기업이나 정유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반

해 1999년에는 Microsoft 및 Intel이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 2010, 202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 되어, 2020년에는 Apple, Microsoft, 

Alphabet, Amazon, Facebook, Alibaba 등 정보통신기업이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절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4) 애플 매출 1980 1.2억 달러 →61억 달러; 오라클 매출 1982년 2.5백만 달러 → 1999년 89억달러 ; 시스코의 경우 
1990년 6,900만 달러 → 1999년 12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MS] The History of Computing Project “Microsoft’s Timeline from 1975-1990” 
(https://www.thocp.net/companies/microsoft/microsoft_company.htm) 
[Apple] Fast Company “Apple’s Sales grew 150x between 1977-1980“; 
(https://www.fastcompany.com/4001956/apples-sales-grew-150x-between-1977-1980-2)
Dazeinfo“Apple Revenue by Year FY 1990-2019” 
(https://dazeinfo.com/2019/08/01/apple-revenue-by-year-worldwide-graphfarm/)
[Oracle] Funding Universe “Oracle Corporation History
(http://www.fundinguniverse.com/company-histories/oracle-corporation-history/)
Dazeinfo“Oracle Revenue by Year FY 1990-2019” 
(https://dazeinfo.com/2019/08/02/oracle-revenue-by-year-graphfarm/)
[Cisco] NETWORKWORLD “Cisco’s sotied past as the most valuable company on earth
https://www.networkworld.com/article/2229885/cisco-s-storied-past-as-the-most-valuable-company-on-ea
rth.html
CISCO “1999 Annual Report” 
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ac49/ac20/downloads/annualreport/ar99/print/9_1999_Annual
_Report.pdf.

순위 1980 1999 2010 2020 

1 IBM Microsoft Saudi Aramco Saudi Aramco
2 AT&T General Electric Exxon Mobil Apple

3 Exxon Mobile Exxon PetroChina Microsoft
4 Amoco Royal Dutch Petrol ICBC Alphabet Inc./Google

5 Schlumberger Merck Microsoft Amazon
6 Shell Oil Pifzer Walmart Facebook. Inc.

7 Mobil Intel China Mobile Alibaba Group
8 Chevron CocaCola BHP Billiton Berkshire Hathway

9 Atlantic Richfield Walmart Royal Dutch Shell JP Morgan
10 General Electric IBM Apple Visa

출처 : “Top 10 Biggest Companies by Market Capitalization 1970-2020” 

https://www.youtube.com/watch?v=j2mWdQGyixE

표 1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변천 (1분기 기준)

http://www.fundinguniverse.com/company-histories/oracle-corporation-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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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시기 경제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서구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기지를 개도국

으로 옮기거나, 생산과정의 일부를 개도국으로 외주화 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세계화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과거 제국주의 시대 세

계화가 정치적 지배를 매개해 경제적 지배를 꾀했다면 1980년 이후 세계화는 정치적 지배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세계화를 추진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를 중

심으로 한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성의 확대에 따라 증대한 생산량을 

흡수할 수 있을만큼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한 정보통

신 기술은 경제의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l 자동화 등 기술혁신과 경제의 세계화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를 다

시 한번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 고용은 더욱 증가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차원과 서구 선진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l 먼저 경제의 세계화는 개도국에서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전 세계 차

원에서는 일자리의 증대를 가져왔다.  

Ÿ 서구 제조업의 생산이전과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신흥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급격

히 성장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세계화, 성장과 빈곤』 보고서(2001)에 따르면, 개도국의 

수출품목에서 (제조업으로 인한)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5%에서 1998년 80%로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9%에서 17%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5) 

Ÿ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 및 고용성장으로 이어졌다. 

  - 한국, 중국, 인도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

국은 1980년대 연 평균 8.7%, 1990년대 연 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며, 1980년

부터 1999년 사이 약 6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중국과 인도 역시 각각 연 평균 9.9%, 인도의 경우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도시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만 약 1억 6천만개에 달하는

데6) 이는 같은 기간 미국에서 감소한 제조업 인원(530만명)7)의 3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l 두 번째로 선진국 내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 시기 선진국에서도 경제 및 산업의 팽창에 따

라 고용의 총량은 증가한다. 

Ÿ G7 국가 중 80년대부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미국의 경우 3,733만명, 영국의 경우 77만명, 프랑

스의 경우 360만명, 이탈리아의 경우 91만명의 일자리 증대가 이뤄졌다. (표2 참조)

5) World Bank. 200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p.32. 
6) 유균. “중국의 경제성장과 고용과의 관계”. 전국경제인연합회. file:///C:/Users/User1903-2/Downloads/s2.pdf
7) OECD. Stan Anlaysis. “Number of Employees (U.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ANI4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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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시에 고용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진행되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Ÿ 아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80년에서 1999년 사이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21.1%→16%), 영국 (21.5%→15.6%), 프랑스 (20.7%→16.2%), 이탈리아

(27.6%→19.9%) 모두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66.6%→

75.4%), 영국 (60.6→73.3), 프랑스 (64.8→73.8), 이탈리아(57.2%→69.4%) 모두 증가하였다. 

  - 특히 이들 국가들 모두 제조업 내에서도 섬유, 금속, 기계, 운송(자동차, 조선) 등 산업의 

부가가치가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1999년까지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섬유(1.2%→0.5%), 금속(3.6%→1.9%) 및 기계 (5.1%→3.7%)로 감소하였다.  

Ÿ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고용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고용 비중

은 미국(19.8%→12.9%), 영국(26%→15.4%), 프랑스(24→14.5%), 이탈리아(33.7%→24.1%)로 감

소한 반면, 3차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72.1%→80.1%), 영국(62.9%→77.4%), 프

랑스 (64.4%→77.2%), 이탈리아(51%→66.1%)로 증가하였다. 

  - 특히 산업비중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내 고용비중에서도 섬유, 금속, 기계 등에서의 고용 

하락이 두드러진다. 가령 미국의 경우 1980년에서 1999년까지 제조업에서만 총 18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중 섬유에서 106만개, 금속 산업에서 53만개, 기계 산업에서 6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80 1999 증감(증감율)

미국 97,528 134,864 37,336 (38.3)
영국 22,988 23,763 775 (3.4)

프랑스 19,018 22,621 3,603 (18.9)
이탈리아 15,464 16,377 913 (5.9)

출처 : OECD STAN Analysis 

표 2. G7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1980년-1999년 고용현황 (단위 :천명, %)

미국 영국 

1980 비중 1999 비중 1980 비중 1999 비중 
전체 27,460 (100) 92,839 (100) 2,412 (100) 9,328 (100)

2차산업 7,667 (27.9) 20,915 (22.5) 759 (31.5) 2,249 (24.1)
제조업 5,784 (21.1) 14,882 (16) 518 (21.5) 1,452 (15.6)

3차산업  18,286 (66.6) 20,915 (75.4) 1,463 (60.6) 6,833 (73.3)
프랑스 이탈리아 

전체 4,030 (100) 12,515 (100) 1,992 (100) 10,520 (100)
2차산업 1,233 (30.6) 2,952 (23.6) 7,161 (35.9) 2,844 (27)

제조업 835 (20.7) 2,023 (16.2) 549 (27.6) 2,095 (19.9)
3차산업  2,613 (64.8) 9,231 (73.8) 1,140 (57.2) 7,299 (69.4) 

출처 : OECD STAN Analysis  

표 3. G7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1980-1999 부가가치 규모,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단위 :억 달러, 억 유로, 억 파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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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에서 보았듯이 선진국에서 2차 산업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

동화의 진행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세계화로 인한 생산기지의 이

전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진행이다. 

l 게다가 2차 산업에서 감소한 고용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3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됨에 따

라 총 고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진행이 3차 산업에서 일

자리가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l 그 구체적 매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기술혁신은 기존 산업에서의 

생산성 및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시장과 기업의 이윤 확대 및 산업의 팽창으로 이

어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Ÿ TV 산업에서의 기술발전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20세기 후반에 걸쳐 컬러 

TV, HD TV 등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의 질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케이블 TV 및 위

성 TV의 보급 등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많은 양의 채널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

다 넓은 범위의 지역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해 VCR , DVD 등 시청각 매

체의 발달로 인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다변화 되었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힘입어 TV 관련 채널 및 컨텐츠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

업의 성장을 가져온다.  

Ÿ 후술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 여력이 상승함에 따라 기술혁신으로 인한 질 제고와 공

급의 확대를 흡수할만한 소비 수요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

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났다.  

l 둘째, 또한 기술 혁신은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역시 가능하

게 한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기존 산업에서 사람에 의해 수행되던 업무의 대체 및 효율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인력을 새로운 직무 및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 및 산업의 팽창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수요 역시 증대하게 되었다.  

Ÿ ATM의 도입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Bessen(2015)에 따르면 미국에서 1970년

미국 영국 

1980 비중 1999 비중 1980 비중 1999 비중 
전체 97,528 (100) 134,864 (100) 22,988 (100) 23,763 (100)

2차산업 24,663 (25.3) 44,356 (32.9) - - - -
제조업 19,265 (19.8) 17,410 (12.9) 5,975 (26) 3,668 (15.4)

3차산업  70,328 (72.1) 108,035 (80.1) 14,452 (62.9) 18,385 (77.4)
프랑스 이탈리아 

전체 19,018 (100) 22,621 (100) 15,464 (100) 16,377 (100)
2차산업 6,303 (33.1) 4,851 (21.4) 6,646 (43) 5,100 (31.1)

제조업 4,561 (24) 3,290 (14.5) 5,207 (33.7) 3,953 (24.1)
3차산업  12,243 (64.4) 17,457 (77.2) 7,889 (51) 10,821 (66.1)

출처 : OECD STAN Analysis 

표 4. G7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1980-1999 고용현황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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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 ATM이 도입된 이후에도 은행 고용 인력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1980년부터 

2010년 사이 대략 50만명에서 55만명 가량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행 지점 당 필요한 은행원 수가 줄어들어 지점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듦에 따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점의 창출이 이뤄졌으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용된 은행

원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Ÿ 두 번째 원인은 ATM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현금수납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을 신용카

드, 대출, 투자 상품 판매와 같은 대면 영업 및 서비스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술혁신은 기존 업무의 효율화 및 대체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

로 은행 사업의 다각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산업이 

팽창하고 고용 역시 증대될 수 있었다.8)  

l  셋째, 또한 기술혁신은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함에 따라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Ÿ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IT 서비스업의 발달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1980년 1,218억달러에서 1999년 5,584억달러

로 약 3.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고용은 256만명에서 457만명으로 약 201만명, 

78.6% 가량 증가하여, 전체 서비스업 산업군 중 부동산 및 기업 관련 서비스 산업군 다음

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5 참조). 

  - 이러한 정보통신업의 비약적 성장은 정보통신업 내에서도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프로그

래밍, 관리, 컨설턴트 등 IT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부

터 1999년까지 10년 간 IT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500억 달러에서 1,304억달러로 61.6% 가

량 증가해, 정보통신업 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

간 고용도 89만명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정보통신업 전체 고용 증가분(135만명)의 66% 가

량을 차지해 출판⦁방송업(27만, 20%), 통신(20만, 14%)업에서 증가한 고용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6 참조)

8) Bessen 2015. “Toil and Tecnhology” Finance and Development 52(1); Autor.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p.7. 재인용 



10

  - 앞서 언급한 MS, 애플, 오라클 등의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의 고용 증가 현황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 기업의 매출은 1980년에서 1999년 사이 60-3,500배 가량 증

가했는데 같은 기간 고용 역시 MS 1980년 40명에서 1999년 31,396명으로 785배, 애플의 경

우 1,000명(1976년 기준)에서 1999년 20,000명으로 20배, 시스코의 경우 111명(1989년 기준)

에서 1999년 26,140명으로 235배 가량 증가했다.)9) 

Ÿ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업 서비스의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가능하게도 하면서, 전산, IT 기술, 법률, 회계 등 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가져왔

으며, 이는 관련 서비스 산업의 팽창 및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졌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9)[MS] The History of Computing Project “Microsoft’s Timeline from 1975-1990” 
(https://www.thocp.net/companies/microsoft/microsoft_company.htm) 
[Apple] The Pop History Dig “Apple, Rising 1976-1985”
(https://www.pophistorydig.com/topics/early-apple-1976-1985/)
Lazonick, W., Mazzucato, M., & Tulum, Ö. (2013, December). Apple's changing business model: What 
should the world's richest company do with all those profits?. In Accounting Forum (Vol. 37, No. 4, pp. 
249-267). No longer published by Elsevier.
[Cisco]“Cisco Systems Corporate Timeline” CISCO. 
(https://newsroom.cisco.com/dlls/corporate_timeline_2008.pdf)
“Cisco Systems, Inc. History“ Funding Universe.
(http://www.fundinguniverse.com/company-histories/cisco-systems-inc-history/)

미국 

1980 1999 증감분 증감율(%) 

도소매업, 운수,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업
25,491 36,828 11,337 (44.5)

정보통신 서비스업 2,559 4,571 2,012 (78.6)
금융 서비스업 3,995 5,733 1,738 (43.5)

부동산, 임대, 

기업 관련 서비스업 
6,970 16,610 9,640 (138.3)

공동체, 사회, 대면 서비스업 31,313 44.293 12,980 (41.5)
건강 및 사회서비스 6,344 12,730 6,386 (100.7)

예술,엔터,레크리에이션 863 1,708 845 (97.9)
(...) - - - -

전체 서비스업 증가분 70,328 108,035 37,707 (53.6)
출처 : OECD STAN Analysis 

표 5. 1980년-1999년 미국의 3차 산업 내 고용 증가 현황 (단위: 천명, %)

미국 

1990 1999 증감분 비중(%) 

 정보통신 서비스업 3,219 4,571 1,352 (100)

출판⦁방송 1,476 1,746 270 (20)

통신(telecommunications) 996 1188 192 (14)
IT⦁정보 

(IT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747 1,637 890 (66)

출처 : OECD STAN Analysis 

표 6 1990-1999 미국의 정보통신 내 고용 증가 현황 (단위: 천명, %) 

http://www.fundinguniverse.com/company-histories/cisco-systems-inc-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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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이슈들을 발생시키면서 관련 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업

의 팽창을 가져왔다. 가령 법률 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재권, 개인 

정보 보호 등 전문성을 요하는 수많은 법적 이슈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였다.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원격으로도 업무의 지시, 조율,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각종 업무들을 외주화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서비스들이 발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10) 

이로 인해 법률, 컨설팅, 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

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 미국의 기업 서비스 관련 고용의 부가가치는 1980년 4,731억 달러에서 1999년 2조 285억달

러로 4배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용 역시 697만명에서 1,661만명으로 964만명, 2.3배 

가량 증가해 전체 서비스업 산업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표5 참조).

l 또한 기술혁신과 세계화로 인한 이윤 증대는 비록 불평등하긴 했지만 시장의 분배 및 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소비여력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증가한 소비여력이 기존에 존재하

던 소비 수요을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업의 성장 및 

고용의 증대가 이뤄졌다.  

l 먼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앞서 언급했듯 생산이전 및 글로벌 아웃소싱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소비수

요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비수요의 확대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

면서 새롭게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낳았다. 

Ÿ 앞서 언급했듯, 세계화로 인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국민소득 역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대폭 확대되는 결과

를 낳았다. 

  -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24개 개도국, 30억명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960년 

연 평균 2%미만에서 1990년 연 평균 5%로 상승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절대빈곤층 역시 

1981년 14억 8천만명, 2001년 10억 9천만명으로 4억 가까이 감소하였다.

  - 특히 한국의 경우 1인당 GDP는 1980년 1,704달러에서 1999년 11,947달러로 7배가량 상승했

다. 중국 역시 1979-2009년 사이 1인당 GDP가 210달러에서 3,774달러로 15배가량 상승했으

며, 빈곤층 역시 1978년 2억 5천만명에서 2009년 3,600만명으로 2억 명 넘게 감소하였다.11) 

Ÿ 이러한 신흥국의 성장과 함께 이른바 선진국의 제조업 역시 성장했다. 

  - 이러한 미국을 본사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M의 경우 

북미 이외 24개국에서 28개 자회사를 가지고 169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동

차 생산량은 1978년 200만대에서 2003년 400만대로 1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12) 같

10) 데이비드 와일. 2015. 『균열일터』. 황소자리. 
11) 추원서. “숫자로 이해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경제.” p.10. 
12) GM. “GM INNOVATION MIL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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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 매출액은 660억 달러에서 1,850억달러로 3배가량 성장하였다.13)

l 서구 선진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와 세계화로 인해 축적된 이윤

이 시장에서의 분배나 복지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노동에 이전되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여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Ÿ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가계 소비 지출의 경우 미국의 경우 약 6,300억 달러에서 14조 달

러로 22배가량 성장하였으며, 독일(1,700억 달러 → 2.3조 달러) 덴마크, (114억 달러 → 

1,438억 달러) 등 주요 선진국 역시 13배가량의 성장률을 보였다.14)  

l 소비여력의 증대는 그간 소수 부유층에 국한되어왔던 여행, 여가, 외식, 미용, 피트니스 등 여

가 및 생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욕구를 증가시키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수요를 창출

하면서 관련 서비스 산업의 팽창 및 고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Ÿ 외식, 여행, 청소, 미용, 피트니스 서비스 산업, 문화생활 등 여가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술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 보기 어렵지만, 소득 탄력성이 높아(즉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해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가 높아) 전체적인 소비 여력이 증대할 

경우 수요가 증대하고 관련 산업이 팽창한다.15)

  - 이로 인해 3차 산업혁명 시기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도소매업, 운수, 음식 및 숙박

업’산업군과 건강 여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공동체, 사회, 대면 서비스업’산업군은 

크게 성장한다. 미국의 경우 80년부터 99년 사이 도소매업, 운수, 음식 및 숙박업’의 부가

가치는 5,046억 달러에서 1조 6,229억 달러로 3.2배가량, 건강 여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공동체, 사회, 대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5,931 억 달러에서 2조 1,278억 달러로 3.6

배가량 성장하였다.

  - 이는 또한 1980년과 1999년 사이 미국의 매출 상위 10 개 기업의 변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매출 기준 상위 10개 기업은 대부분 Exxon Mobil, Texaco와 같은 석유기업

이나 GM, 포드와 같은 제조업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1999년의 경우 월

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와 Citigroup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Altria와 같은 식품⦁담배업, Boeing

과 같은 항공 산업 관련 기업이 매출 상위 10위권 기업에 대거 진입하였다.(표 7 참조) 

file:///C:/Users/User1903-2/Downloads/GM-FACTS-INNOVATION-MILESTONES.pdf. 
13) GM “2003 Annual Report” 
https://www.annualreports.com/HostedData/AnnualReportArchive/g/NYSE_GM_2003.pdfp.4. 
14) OECD. “Household spending.” 
https://data.oecd.org/hha/household-spending.htm#indicator-chart
15) Autor.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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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수요의 증대는 곧 고용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80년부터 99년 사이 

‘도소매업, 운수, 음식 및 숙박업’산업군과 건강 여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공동체, 

사회, 대면 서비스업’산업군의 고용이 각각 1,134만개, 1,298 만개 가량 증가해, 전체 증가 

한 서비스업 일자리 중 가장 높은 비중 (각각 30%, 34%)을 차지했다(표 5, p.10 참조).  

l 보다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여력의 확대는 기존에 부유층

에 국한되었던 서비스업의 팽창을 가져온다. 

Ÿ 여행 산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여력의 증대는 여행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

는 여행과 관련된 항공 산업, 숙박 및 음식 산업의 성장 및 관련 고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 미국의 관광 산업과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등 관광지 관련 산업을 포함한 예술, 엔터테인

먼트, 레크리에이션 산업은 소비여력 확대와 여가시간 증대로 인해 크게 팽창한 또 다른 

산업 중 하나이다.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간 관광 산업 및 예

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부가가치는 888억 달러에서 1,520억 달러로 71% 

가량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교통산업의 경우 98년 3,191억 달러에서 2008년 4,638억 달러로 

약 45%, 항공업 역시 같은 기간 467억달러에서 554억달러로 약 19%, 숙박 및 음식업의 부

가가치 역시 같은 기간 2,118억달러에서 3,488억 달러로 약 65% 가량 증가했다.

  - 이러한 산업의 팽창은 고용의 증대로 이어져서, 미국의 경우 관광 및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산업 고용은 1998년 195만명에서 2008년 222만명으로 14%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산업의 경우에도 526만명에서 539만명으로 약 13만명 가량, 음식 및 숙박과 

관련된 고용 역시 960만명에서 1,154만명으로 194만명, 20% 가량 증가했다.

Ÿ 금융 산업의 팽창 역시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진행된 자

산의 증대 및 전반적인 소비 여력의 상승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 시켰으

며 이는 금융 산업의 성장 및 고용의 증대로 이어졌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금

융 산업의 부가가치는 1980년 1,358억 달러에서 6,637억 달러로 4.9배가량 성장했으며, 고용 

규모 역시 약 400만명에서 573만명으로 1.4배가량 증가하였다(표5, p.10 참조). 

l 이와 더불어 소비여력의 확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했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

출해 관련 산업의 성장 및 고용의 확대를 가져온다. 

순위 1980 1999

1 Exxon Mobil General Motors
2 General Motors Ford Motors

3 Mobil Wal-Mart Stores
4 Ford Motor Exxom Mobil

5 Texaco General Electrics
6 Chevron Texaco IBM

7 Gulf Oil Citigroup
8 IBM Altria Group

9 General Electrics Boeing 
10 Amoco AT&T

출처 : Fortune 500 Archive 

표 7 미국 매출 상위 10위 기업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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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소비여력의 확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그간

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미했던 건강 관련 산업이 새롭게 형성되고 팽창하였다. 미국의 

건강 및 사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80년 2,357억 달러에서 99년 5,635억 달러로 2.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고용의 확대로 이어져서 건강 및 사회서비스 산업

의 고용은 1980년 약 634만명에서 1999년 1,273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해, 공동체, 사회, 대

면서비스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었다.(표5 p.10 참조)

l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듯 3차 산업혁명 시기 고용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의 

질 측면에서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노동조건

에 있어서 차이가 심화되었으며, 이것이 소득의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산업구조의 변동이나 세계화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 단순히 기술혁

신의 결과라 단정 짓기 어렵다. 게다가 기술혁신,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동이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진행되었음에도 각 나라마다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소득의 양극화 정도

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기술혁신이 필연적으로 고용의 질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며 한 사회의 분배 및 재분배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l 먼저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술혁신의 결과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산업구조 변동이나 세계화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Ÿ 먼저 비정규직의 증가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구조의 변동이다.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에서 주장한 바 있듯, 서비스업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조업에 비해 업무 간 

연계성이 낮고,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16) 산업 구조의 특성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구 선진국의 경우 미국, 덴마크

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 보호나 복지수준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

어 왔다. 

  - 아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80-90년대 사이 비정규직 비중

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노동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알려진 영국 (23.9→29.7%)과 

같은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잘되어 있다고 알려진 독일(21%→

30.2%), 네덜란드(24.4%→42.4%), 스웨덴(28.8→30.4%)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6) 김기식⦁김은지. 2019.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 더미래연구소.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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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비정규직의 증대에는 산업구조 변동과 더불어 세계화 역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

했듯 세계화로 인해 서구 주요 선진국에서 정규직이 대부분인 제조업 일자리가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l 한편 서구 선진국 전반에 걸쳐 기술혁신, 산업구조 변동, 세계화가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음

에도 각 나라마다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소득 양극화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혁신 및 세계화, 산업구조 변동이 필연적으로 고용의 

질의 악화 및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분배 및 재분배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Ÿ Hausermann과 Schwander(2010)에 따르면 대부분 정규직에 안정적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중

심부 노동시장 종사자와(insiders) 비정규직에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주변부 노동시

장 종사자(outsiders)들의 노동시장 조건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체제에 

따라서 각 국가의 중심부 및 주변부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에는 차이를 보인다.17)

  -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의 경우 2000년 기준 주변부 노동자의 

세전 소득이 중심부 노동자의 55.8%에 그쳐, 중심부 정규직 노동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소득 격차가 44.2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상당수준의 권리보

호가 이뤄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으며 핀란드의 경우 중심부와 주변

부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8.3에 불과했다.(표 9 참조) 

17)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27-51.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년도 95 99 83 99 84 99 83 99 83 99 84 99 97 99 89 99

기간제

(temporary

)

5.1 4.5 5.5 6.8 10 13.1 5.8 12 3.3 14 12.5 10.2 14.6 15.9 - 16.9

파트타임

(part-time)
- - 18.4 22.9 11 17.1 18.5 30.4 10.3 14.6 21.2 15.3 14.2 14.5 7.7 14.6

합계 - - 23.9 29.7 21 30.2 24.4 42.4 16.6 28.6 33.6 25.4 28.8 30.4 - 31.5

출처 : OECD Stat. 각 국가마다 가능한 통계 연도 다름 

표 8 주요 선진국 1980-90년대 비정규직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중심부

임금 
41,875 17,179 50,014 52,995 69,880 131,200 118.074 97,022

주변부

임금
23,354 12,931 30,346 33,329 47,143 101,378 80,242 88.990

주변부

/중심부
55.8 75.3 60.7 62.9 67.5 77.3 68 91.7

임금 격차* 44.2 24.7 39.3 37.1 32.5 22.7 32 8.3
각주 : 임금격차는 중심부 노동자 소득을 100으로 놓고 주변부 노동자 소득을 계산했을 때 중심부-주변부 임금의 차이

를 의미함. 

출처 :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p.14.; 원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2000; 자체 계산. 

표 9 주요 선진국 중심부 주변부 노동자 세전 임금 격차 비교 (2001년 기준, 각국 화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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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간의 격차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래 그래프1은 중심부-주변부 

노동자의 세전 소득 격차와 세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데, 미국의 경우 중심부-주변부 노동

자의 세전 임금격차는 45, 세후 임금격차는 44.4로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조세부담률이 높

고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의 경우 각각 32→24.9로 7.1 가량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1. 주요국 중심부-주변부 노동자의 세전 세후 소득 격차 비교 

l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온다. 

Ÿ 아래 표10을 보면 1980년-1999년 사이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

은 미국(22.6%), 영국(27.4%) 등 영미권 국가와 덴마크(24.5%),스웨덴(24%), 핀란드(24.7%)등 

북유럽 국가가 비슷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정치경제적 제제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Ÿ 그러나 하위 50% 소득비중의 감소폭을 보면 미국 (-17.9%), 영국 (–12.2%) 등 영미권의 감소

율이 덴마크(-5%), 스웨덴(-6.3%), 핀란드(-3.8%) 등 북유럽 국가의 감소율에 비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국가명 1980 1990 증가폭 증가율 (%)

미국 29.7 36.4 6.7 22.6
영국 22.6 28.86.2 6.2 27.4

독일 24.3 25.5 1.2 4.9
네덜란드 20.2 22 1.8 8.9

프랑스 27.1 28.6 1.5 5.5
덴마크 21.2 26.4 5.2 24.5

스웨덴 20.8 25.8 5 24
핀란드 21.5 26.8 5.3 24.7

출처 :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

표 10. 서구 선진국 상위 10% 소득 비중 증감추이 (단위 :%)

국가명 1980 1990 증가폭 증가율 (%)

미국 25.7 21.1 -4.6 -17.9
영국 30.3 26.6 -3.7 -12.2

독일 29.5 29.6 0.1 0.3

표 11. 서구 선진국 하위 50% 소득 비중 증감추이 (단위 :%)

출처 :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 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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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렇듯 3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혁신, 3차 산업의 비중강화, 세계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비정규

직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나라마다 분배, 재분배 기제의 양상에 따라 고용의 질이나 노동

시장 양극화의 정도가 달리 나타났다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34 31.7 -2.3 -6.8

프랑스 25.3 26.8 1.5 5.9
덴마크 32.1 30.5 -1.6 -5

스웨덴 33.1 31 -2.1 -6.3
핀란드 31.7 30.5 -1.2 -3.8

출처 :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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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가져올 영향 검토 

l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기술혁명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났던 3차 산업 혁명 과정에서도 총 고

용의 양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증가 및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고용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는 세계화, 산업구조 변동, 그리고 국가의 정책

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기술혁신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

다. 

l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고용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 마치 최근에서야 진행되는 변화인 것처럼 논의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진행

되어 온 변화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의가 과장된 측

면이 있으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Ÿ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인 슈밥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 혁명에 기반해 있긴 하지

만, 속도(기하급수적 변화), 규모, 시스템 충격에 있어 전례 없는 파급력을 가지고, 물리적, 

전산적, 생물학적 구분을 흐리는 융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기술이나 이로 인한 변화의 양상은 3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인 디지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 차원에서 구분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속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속성에서 기인한 

문제이고, 규모나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전 산업에 걸쳐 디

지털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4차 산업 고유의 특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융합 역시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전기신호로 표현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8) 

l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주목 받는 이유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복잡한 인지 및 판단력을 요해 대체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인간의 노동 

마저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전례 없는 규모의 고

용의 축소와 질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의 구조는 이러한 AI 기술이 가져올 혁신성에 

주목한 것으로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양 

l 먼저 고용의 양과 관련해서는  AI,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

술발달이 그간 인간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믿어졌던 노동마저 대체함에 따라 총 고용

18) 장흥배. 2019.“4차 산업혁명론과 디지털전환” 『시대』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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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전례 없는 규모로 줄일 것이라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따르면 그

간의 산업 혁명에서는 기존 산업에서의 고용감소를 상쇄할만큼의 일자리가 새로운 산업에서 

창출됨으로써 총 고용을 늘려온 반면,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총 고용의 증가를 가

능하게 했던 3차 산업의 일자리마저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없는 고용 감소

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해도 기술 혁신으로 감소하는 고용 규모

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을 것이라 주장한다.  

Ÿ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컴퓨터 기술이 계산과 같이 명확하게 코드화될 수 있는 업무

의 수행만이 가능했다면, 머신러닝 기술로 인해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량의 데

이터를 학습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이나 예측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기

존의 머신러닝 기술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

는 형태로 분류하는 과정을 필요로 했다면, 최근 들어 더 나아간 딥 러닝 기술의 경우 이

러한 과정마저 생략되어, 컴퓨터 알고리즘이 회선 신경망을 이용해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

를 스스로 분류한 후 학습, 분석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로 인해 과

거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업무들마저 AI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가능

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례 없이 광범위한 인간의 업무가 컴퓨터나 기계

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프레이와 오스본(2013)의 경우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향후 

10-20년 안에 AI로 대체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19)

Ÿ 물론 이러한 주장 역시 역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 기술자 등 신기술의 개발, 운영, 관

리에 필요한 산업 및 인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나 AI 기술의 특이성으로 

인해 새롭게 증가하는 인력은 대체되는 인력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라 주장한다.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16.1)한 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약 716만개의 일

자리가 사라지고 202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도합 약 514만개의 일자리가(세계 순고용의 

0.17%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사무･행정, 제조, 건설 분야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20)

출처 : 세계 경제포럼 “미래고용보고서, 노용관. 2017.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제 738호. 재인용. 

Ÿ 90년 이후 관찰되고 있는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율과 민간 고용의 증가율이 

비례하는 동조적 발전이 이뤄졌지만, 90년대 들어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19) Frey, C. B., & Osborne, M. A.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20) 노용관. 2017.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제 738호. p.44.

표 12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문별 세계 순고용 증감 전망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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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괴리가 심화되는 ‘탈동조화(decoupling)’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21) 19세기 20

세기에는 경기가 침체 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고용 역시 빠르게 회복된 반면, 1990년 이

후에는 경기 회복국면에서도 이전만큼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의 경향이 관찰된다는 점 등을 기술혁신으로 인한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금출납 등 자동화에 의해 대체 가능

한 업무들이 대거 쓸모없어지게 됨에 따라, 경기 침체 시기 경기 악화를 명분으로 이러한 

일자리들을 대거 해고한 후 이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고용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리고 AI 등 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을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22)  

2) 고용의 질 

l 이어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고용의 양을 줄이지 않더라도, 고용의 질 측면에서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Ÿ 이러한 논의들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간 자동화가 진행되어온 중간 숙련 수준 

업무에 더해 고숙련 노동 및 일부 저숙련 노동 역시 AI나 더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인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숙련 노동에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비정규

직 저숙련 노동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은 AI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 등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소수의 양질의 일

자리와 저임금, 사회보장 및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 고용 불안정 등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질 낮은 일자리로 양분된다는 것이다.

Ÿ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우버, 배민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의 등장이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대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수요

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온 디맨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한편으로 수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노동계약이 아닌 개

인 사업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보장 및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l 이렇듯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의 양이 전례 없는 규모로 감소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

어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본소득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의 축소 및 불안정 노동의 증대로 시장의 분배 및 복지국가의 재분배 제

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진행하는 것만이 심화되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

는 것이다.

   

21) 브린올프슨⦁맥아피, 2014. 『제 2의 기계시대』. 이한음 역. 청림출판. p.208.
22) 브린올프슨⦁맥아피, 2014. 『제 2의 기계시대』. 이한음 역. 청림출판.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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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 

1) 고용의 양과 관련해서 

l 4차 산업혁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논의 역시 전 세계와 서구 선진국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l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 걸쳐 고용의 양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기존의 신흥국이었던 중국, 인도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으며, 베트남, 미얀마 등 새로운 신흥국의 경우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

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되

고 있기 때문이다. 

Ÿ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이 80-90년대에 비해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2010년대에도 7-8% 

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해 왔으며,23) 향후 10년 동안에도 3-4%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24) 물론 중국 역시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13년부터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동화가 진행되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업에서의 일자리는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총 고용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다.25) 인도의 경우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6-7% 대로 오히려 이전보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26), 여전히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에 기반해 20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7) 

Ÿ 게다가 중국 등에서의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업들이 

베트남, 미얀마, 나이지리아 등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새로운 신흥국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

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계속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5년간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PwC에 다르면 방글라

데시, 인도와 더불어 2050년까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8) 

이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으로,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산업만 해도 에티오피아, 르완다, 베트남에서 지난 5년간 15%의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매킨지의 2019년 보고서는 "20개 이상의 신흥국(절반 이상

은 아프리카)이 자동화 시대에도 제조업에서 고용과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전망 하고 

있다.29)

23) “브릭스 용어만든 나의 성장률 예측은 틀렸다”, 이코노미조선. 2019년 4월 22일.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06907http://economychosun.
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06907
24) Pwc. “The World in 2050”. (https://www.pwc.com/world2050). 
25) 2013년 이후 2차 산업 취업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서비스 산업은 3-7%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이건우. 2020.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추이와 시사점,』. 산업경제이슈 77호. 산업연구원. p.6. ; 한국은행. 2016.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 : 3대 특징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리뷰. 

26) “브릭스 용어만든 나의 성장률 예측은 틀렸다”, 이코노미조선. 2019년 4월 22일.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06907
27) Pwc. “The World in 2050”. (https://www.pwc.com/world2050). 
28) Pwc. “The World in 2050”. (https://www.pwc.com/world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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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도국의 인건비는 자동화를 진행할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신흥국이나 개도국에 이전되는 산업은 대부분 섬유 산업 등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으

로, 이러한 산업의 경우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자동화에 따른 경제적 실익

이 현저히 적다. 자동화를 추구할 경제적 이윤동기가 적은 이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보았

을 때 이들 국가에서 4차 산업 혁명 기술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l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선진국에 국한된 문제라 할 수 있다.  

l 그러나 디지털화가 보다 본격화 되었다 할 수 있는 20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G7 국가의 

고용 추이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3차 산업혁명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용

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Ÿ 아래 표 13에 제시된 G7의 고용추이 역시 앞서 살펴본 1980-1990년대 3차 산업혁명 시기의 

고용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고용은 미국 (약 1,452만명), 독

일 (약 402만명), 영국 (약 303만명), 프랑스 (약 172만명), 이탈리아 (약 240만명), 일본 (약 

570만명)등 통계를 구할 수 있는 모든 G7 국가에서 증가했다.  

  - 물론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3차 산업혁명 시기인 1980-1990년대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각각 38.3%→10.5%, 18.9%→7.4%로 감소했으나 그 양상은 국가마다 달라 영국이나 이탈리

아의 경우 각각 3.4%→12.5%, 5.9%→14.4%로 오히려 증가했다.   

l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들과 전통 제조업의 매출 대비 고용 

규모를 비교해보아도, 인터넷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

29) “Biz times] 빠른 놈, 똑똑한 놈, 공격적인 놈…신흥국의 큰 별 됐다” 매일경제. 2019년 1월 18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37045/

미국 독일

2000 2017 증감분 2000 2017 증감분 
전체 137,691 152,212 14,521 (10.5) 35,958 39,976 4,018 (11.2)

제조업 17,314 12,474 -4,840 (-28) 7,540 7,344 -196 (-2.6)
서비스 110,722 129,570 18,848 (17) 24,983 29,714 4,731 (18.9)

영국 프랑스 
전체 24,119 27,145 3,027 (12.5) 23,268 24,987 1,719 (7.4)

제조업 3,548 2,319 -1,229 (-34.6) 3,306 2,439 -867 (-26.2)
서비스 18,850 22,983 4,134 (21.9) 18,034 20,489 2,455 (13.6)

이탈리아 일본 

전체 16,673 19,080 2,408 (14.4) 53,746 59,445 5,699 (10.6)

제조업 3,951 3,401 -524 (-13) 11,014 9,598
-1,41

6
(-12.9)

서비스 11,103 13,966 2,863 (25.8) 36,179 44,476 8,297 (22.9)

출처 : OECD STAN Analysis. 캐나다 자료 없어서 제외. 

표 13 G7 국가 고용 변화 (2000년-2017년)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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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Ÿ 먼저 미국의 2019년 기준 매출 규모 상위 5개의 IT 기업과 제조업 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 

인원을 비교해보아도, IT 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규모가 제조업 기업에 비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4 참조) 

  - 물론 애플(백만달러 당 0.5명), 알파벳(0.7명), 페이스북(0.6명)의 경우  포드(1.2명), 제너럴 

모터스(1.2명)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아마존(백만달러 당 2.8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백만달러 당 1.1명)의 경우 포드, GM과 같은 제조업 기업보다 2배 가까이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2019년 미국의 매출 규모 기준 상위 5개 IT 기업과 제조업 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 인원 비교 

(백만달러, 명, 백만달러당 명)

Ÿ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한국의 매출 기준 상위 5개 IT 기업의 매출 십억 

당 고용 규모는 매출 기준 상위 5개의 전통 제조업기업보다 현저히 높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표 15 참조).

  - 가령 쿠팡의 경우 매출 십억 당 고용 인원이 4.2명, 엔씨 소프트의 경우 2.3명으로 현대 자

동차(0.7명), 삼성전자(0.5명), LG전자(0.6명)와 같은 제조업 기업의 6-7배에 달한다. 상위 5

개 IT 기업 중 매출 대비 고용 규모가 가장 낮은 넷마블(0.4명)이나 네이버(0.5명) 역시 삼

성전자(0.5명)나 한국전력(0.4명)와 비슷한 수준이며, 포스코(0.3명)보다는 높아 기존 제조업

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 

표 15 2019년 한국의 매출 규모 기준 상위 5개 IT 기업과 제조업 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 인원 비교 

(십억, 명, 십억 당 명)

l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은 AI 기술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고용에서 3차 산업혁명과 

매출 상위 5위 IT 기업 매출 상위 5위 제조업 기업 

기업명 매출 고용 매출대비고용 기업명 매출 고용 매출대비고용
Amazon 280,522 798,000 2.8 Exxon Mobil 264,938 74,900 0.3

Apple 260,174 137,000 0.5 Ford Motor 155,900 190,000 1.2
Alphabet 161,857 118,899 0.7 Chevron 146,516 48,200 0.3

Microsoft 125,843 144,000 1.1
G e n e r a l 

Motors
137,237 164,000 1.2

Facebook 70,697 44,942 0.6
Marathon

Petroleum 
124,813 60,910 0.5

출처 : Fortune Global 500 (2019)

매출 상위 5위 IT 기업 매출 상위 5위 제조업 기업 

기업명 매출 고용 매출대비고용 기업명 매출 고용 매출대비고용
쿠팡 7,153 30,000 4.2 삼성전자 230,401 106,461 0.5

네이버 6,693 3,612 0.5 현대자동차 105,746 69,035 0.7
카카오 3,070 2,716 0.9 포스코 64,367 17,683 0.3

넷마블 2,179 798 0.4 LG전자 62,306 39,765 0.6
NC 소프트 1,701 3,942 2.3 한국전력 59,173 22,237 0.4

출처 : CEO 스코어 데일리,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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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현재 인력에 의해 

수행되던 업무들마저 대거 대체가 이뤄짐에 따라 3차 산업혁명과 달리 대규모 고용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정도가 미지수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처럼, 이러한 기술 발전이 어떠한 산업과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역시 지금 우리의 상상

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들의 주장처럼 AI가 전에 없는 규모로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AI 및 기술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시장이 확

대되고 후술하겠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처럼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

태계가 창출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수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의 인력 대

체 가능성은 단정적으로 평가하면서, AI가 만들어 낼 고용 창출의 가능성은 과소평가할 근거

는 없다.  

l 앞서 3차 산업혁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4차 산업을 통한 기술혁신 역시 생산성 증대로 

기존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거나, 기존 산업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

출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의 출현 및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l 앞서 살펴본 TV산업이 그러하였듯, 기술혁신에 기반한 기존 산업의 혁신은 기업의 이윤 증

대 및 산업의 팽창으로 이어짐에 따라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다. 

Ÿ 가령 보건⦁의료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달로 인한 혁신으로 산업의 팽창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다.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등 모바일 기기 관련 기술의 발달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

격에 많은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와 

로봇공학에 기반한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 관련 기술의 발달은 진단, 수술의 정확성과 회복

력을 높임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가격하락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은 소비여력의 증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맞물리며 관련 산업의 팽창을 가져올 수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6년 보건 

산업의 시장규모는 70조원에 달하고 33개의 보건 신산업 분야 유망직종이 생성되며, 총 28

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0) 

l 또한 기술의 도입은 기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어

냄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유통 기업에서의 일

자리 창출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30) “4차 산업혁명, 보건산업 일자리 28만개 창출” 의협신문. 2017년 8월 25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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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커머스 기업의 등장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존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판매⦁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도입 및 AI 

등 기술발달로 인해 유통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감소 인력을 상쇄 할 만큼의 많은 고용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Ÿ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온라인 기반 유통 기업과 오프라인 기반의 기존 유통 기업들의 매출 

대비 고용 규모를 비교해보면, 온라인 유통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인원이 오프라인 기업에 

비해 적다고 보기 어렵다. 

  

  -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기반 유통 기업인 아마존과 오프라인 기반 유통 기업인 월마트, 

코스트코, 홈디포의 매출대비 고용인원을 비교해보면, 아마존의 경우 백만 달러 당 2.8명으

로 월마트(4.2명), 타겟(4.2명)에 비해서는 작지만 코스트 코(1.3명)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쿠팡이나 위메프의 경우 매출 십억 원 당 

고용 규모가 4.1-4.2명으로 이마트, 롯데, 신세계와 같은 기존의 유통기업의 5-10배에 이른

다. 이베이코리아나 11번가의 매출 10억 원 당 고용규모 역시 1-1.9명으로 홈플러스를 제

외한 기존 유통기업의 10억 당 고용규모와 비슷하거나 많다. 특히 쿠팡의 경우 매출 규모

가 7조 원 정도로 이마트(약 18조원)의 40% 수준이지만, 고용 규모는 3만 명으로 이마트

오프라인 유통기업

기업명 매출 고용 매출대비고용
이마트 17,622 16,424 0.9

롯데쇼핑 10,415 6,290 0.6
GS 리테일 9,006 4,681 0.5

홈플러스 6,410 22,168 3.5
신세계 6,394 2,745 0.4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 7,153 30,000 4.2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G9) 981 972 1.0
11번가 530 1,023 1.9

위메프 465 1,892 4.1

출처 : CEO 스코어 데일리, Naver. 

표 17 2019년 기준 한의 온라인 유통기업과 전통 유통 기업의 매출대비 고용 규모(십억, 명, 

십억 원 당 명)  

오프라인 유통기업

기업명 매출 고용 매출대비고용
Walmart 523,964 2,200,000 4.2

Costco 152,703 201,500 1.3
Home Depot 110,225 415,700 3.8

Target 78,112 368,000 4.7
온라인 유통기업 

Amazon 280,522 798,000 2.8

출처 : Fortune Global 500 (2019)

표 16 2019년 기준 미국의 온라인 유통기업(Amazon)과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매출대비 고용 

규모(백만 달러, 명, 백만 달러 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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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명)의 두 배에 달한다.     

l 이렇듯 온라인 유통기업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 버금가거나,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이는 이

유는 기술혁신이 유통업 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관련 산업의 팽창 및 고용의 

창출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Ÿ 먼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온라인 거래의 폭발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 관련한 개발,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였다. 

Ÿ 또한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쇼핑에서는 소비자가 담당했던 물건의 피킹, 출하

와 배송이라는 물류 과정을 기업 측이 제공함에 따라 물류 관련 인력 수요를 대폭 증가시

켰다. 더군다나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기업의 경우 대량 판매보다는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소량 판매를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삼음에 따라 물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인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 마이클 맨델 진보정책연구원이 미국 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오프라

인 유통업으로 14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나, 전자 상거래 업종과 물류 분야의 일자리가 40

만개 늘었다.”31) 

Ÿ 특히 쿠팡이나 아마존의 경우 유통⦁물류 서비스를 한 기업 내 통합하는 혁신을 통해 지속

적인 사업의 팽창과 고용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데,32) 여기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쿠팡이 도입한 인공지능은 고객들의 과거 소비패턴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해 향후 구매 

품목을 예측함으로써 물류센터에 필요한 품목들을 사전에 구매, 입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물류 센터 내에서도 제품이 진열되고 출하, 배송되는 최적의 장소와 경로를 지정해주

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물류 인프라를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혁신을 기

반으로 쿠팡과 아마존의 사업은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고용 역시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l 일각에서는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현재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대다수의 물류 

업무 역시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기술발달로 인해 일부 업무의 경우 기계

에 의한 대체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유연한 상황 판단력, 신체적 숙달력을 요하는 물류 업무

의 특성 상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인력을 보완해 생산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다. 

Ÿ AI가 물류인력을 전면 대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월

마트는 2017년 매장 선반 물건 재고 확인을 위해 도입한 로봇 활용을 중단했다. 로봇 도입

31) “아마존 때문에 고용 줄었다?…한쪽에선 더 생겼다” 한국경제. 2018년 12월 15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21491271
32)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자체 배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자체 배송 인력을 확대한

다고 밝혔으나, 2020년 자체 배송 시스템은 중단을 선언하고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배송’ 넘보던 아마존, 코로나19에 ‘백기’...자체 배송 서비스 중단키로” 이투데이. 2020년 4월 8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18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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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작업을 대신 처리해줘 능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 외로 고장 및 오작동

이 잦아 업무의 신뢰도를 낮추고 오히려 오작동을 수습하는데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기 때

문이다.33) 

Ÿ 아마존 역시 물류 창고 자동화를 위해 로봇 투입을 확대해 2018년 기준 10만대 이상의 로

봇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아마존 고용 인력은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마존 로보틱스 수석 기술자 타이 브래디가 지적했듯 인간이 여전히 물류과정에서 “재주, 

적응력 상식 등 로봇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기능(skill)을 제공”함에 따라 로봇은 인력을 대

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보완해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

문이다.34) 가령 로봇 도입 이전에는 물류센터 내에서 상품을 집하, 적재, 운반하는 일을 인

간이 직접 담당해야 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로봇의 도입 이후에는 물류 센

터 내 상품 운반과 관련된 업무는 로봇이 담당하되, 인간은 보다 섬세한 노동력을 요하는 

제품의 포장과 배송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l 또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스

마트폰의 등장이 산업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Ÿ 마치 3차 산업혁명 시기 인터넷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금

융, 여가, 소비패턴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 및 모바일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관련 일자리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 

  - 먼저 하드웨어 차원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은 반도체, 모뎀, 디스플레이, 메모리의 생산, 개

발, 관리와 관련된 산업과 고용의 팽창을 낳았다. 

  - 또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스마트폰은 운영체제의 개발, 유지, 개선과 관련된 직접적 인

력을 창출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스마트 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앱)과 관련된 산업

의 생성과 팽창으로,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금융, 여가 ,소비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모바일화를 추동하면서 거대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창출해냈다. 

  - 먼저 스마트 폰을 통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및 SNS 관련 산업이 등장하고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의 유통과 소비 방식도 변화해,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이 등

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은 그간 컨텐츠 소비자에 머

물러 있었던 개개인이 직접 미디어 컨텐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

많은 신생 일자리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의 발달

은 금융역역에서는 카카오 뱅크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산업의 팽창을, 게임 영역에서는 모

바일 게임 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유통 영역에서는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산업 

및 모바일 광고 산업의 팽창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통해 배민, 숨고 

33) “월마트, 5년간 매장 관리했던 로봇 ‘해고’” 조선일보. 2020년 11월 4일.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1/04/NT22FZECINGX5JDL4KPPHVUKH4/
34) “아마존, 로봇 10만대 준비하고도 작업자(사람) 대체 못했다...왜?” Digital Today. 2018년 6월 8일.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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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시간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온 디맨드 서비스 플랫폼 산업이 형

성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심부름, 배달 등 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

출되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 여가, 쇼핑, 금융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화는 사람

들의 행동, 선호 등에 대한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빅데이

터 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즉 스마트폰의 등장은 단순히 통신기기의 기술적 진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창출해낸 것이다.  

  - 2018년 기준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은 ios 등록 기준 200만개, 구글 플레이 등록기준 350만

개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135만개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35)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2014년 97.7억 

달러(약 127조)에서 2020년 5,819억 달러(약 756조원)로 6배 가량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그 규모가 9,352억 달러로 2014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산업의 성장은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

의소와 미국진보정책재단의 추정치에 따르면, 모바일 앱 개발, 유지 관리 등 앱 경제가 공

급하고 있는 일자리는 2018년 기준 미국 173만개로 이는 앞서 살펴본 2000년부터 2017년까

지 증가한 고용인원 약 1,452만개의 10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앱 

경제로 창출된 일자리는 일본 58만개, 한국은 42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6)   

  - 딜로이트와 Anlaysis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직⦁간접적인 고용을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23만개의 일자리를, 애플의 경우 부품생산, 세일즈, 관리, 택배 인력을 포함

해 미국에서만 5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온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37)  

l 이렇듯 스마트 폰 등장으로 인한 신산업의 형성과 성장은 스마트폰의 도입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며, 도입 초기에도 예견하기 어려웠던 일들이다. 비슷한 변화가 4차 산업의 

선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이나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쉽

게 단정 지을 수 없다. 

Ÿ 가령 빅데티어 산업만 보아도 빅데이터 수집, 유통, 활용과 관련한 수많은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 먼저 하드웨어의 측면에서는 데이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개발, 판매 하는 

‘데이터 인프라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처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는‘데이터 솔루션 산업’, 데이터 수집, 처리, 활

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 사고에 대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이터 보안 

산업’, 빅데이터 DB 시스템을 구축/재구축 하는데 관련한 용역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35) Get2Growth. “How Many Startups Are There?” 
https://get2growth.com/how-many-startups/
36) “"한국 앱 경제, 42만개 일자리 창출” 머니투데이. 2018년 5월 16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51609101177332
37) 백준봉 외. 2012. “스마트 혁명이 가져온 변화 : 주요 성과와 과제.” KT 경제경영연구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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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구축/컨설팅 산업’, 데이터 판매를 중개하고, 수요에 맞추어 데이터에 대한 가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산업’등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 직무별로 보아도, 데이터 수집, 관리, 보완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는 개발자, 관리자

를 포함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전반적인 데이터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컨

설턴트, 기획자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아키텍트’, 수집된 데이터를 수요에 맞추어 분석 

가공하는 ‘데이터 분석가’등의 직업들이 창출된다. 여기에 데이터산업이 성숙할수록 시

장 세분화 및 직무 분화가 진행되어, 소비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노출시킨 개인

정보, 행동패턴 정보 등을 수집해 3자에 공유, 가공, 판매하는‘데이터브로커’,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이터 보안 사업자’, 개인정보를 비식별하여 활

용할 수 있는 가명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한‘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가’,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클린징을 담당하는 ‘데이처 전 처리 가공 사업자’, 기업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법론을 코칭하는 ‘데이터 코디네이터’, 각종 알고리즘에 바탕해 추천을 

담당하는‘추천엔진 운용가’등 다양한 직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38)

  - 한국에 한정해 놓고 보더라도,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데이터 산업의 직접 매출을 기준으

로 한 연평균 성장률은 7%로 GDP 성장률(4.4%)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데이터 직무 종사자 수 역시 연 평균 5.4%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여타 산업

의 취업자 증가율(0.8%)의 약 7배에 달한다.39)

  - 실제 한국노동연구원(2019)에 따르면, 빅데이터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3년까지 

11.9%로 높아질 경우, 2019-2023년 5년 간 약 10.2-20.3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

되었다.40) 

l 또한 AI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의 이윤 증대는 앞서 언급했듯 시장을 통해 노동에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증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윤의 적절한 분배가 이뤄질 경우  

3차 산업혁명 시기 축적된 부가 분배 및 재분배를 통해 소비여력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서비

스업의 성장을 낳았듯, 소비여력 및 수요의 팽창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업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간 서비스업이 창출해낸 고용 규모가 줄어든 고용을 상쇄하였음을 

상기해보았을 때, 이러한 산업 발전 역시 AI 등 기술발달로 인해 줄어들 고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Ÿ AI 등의 기술발달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시간당 산출량, 노동자 1인당 산출량)증가율

은 1980년대 평균 1.5%, 1990년대 평균 2.3%에 이어, 2000년대 평균 2.4%로 가장 높았는데 

브린욜프슨 및 맥아피의 경우 이러한 생산성 증대의 원인을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해볼 때 향후 AI의 발달은 기업의 (노동)생

산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41) 

38) 신현구 외. 2019.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9,167.  
39) 신현구외 . 같은 곳.p.iv
40) 신현구 외. 2019. 데이터경제활성화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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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생산성 증대는 자본의 이윤 증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노동에 분배할 수 있는 몫이 

증대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가령 AI 등의 발달로 인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8시간의 노동이 소요되던 것이 4시간으

로 단축 된다면, 이는 곧 자본의 이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러한 이윤의 확대는 노동에 분배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먼저, 생산성이 2

배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은 최대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혹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노동자 개인당 노동시

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고, 대신 전체 고용을 최대 2배로 늘릴 수도 있다. 혹은 자본과 노

동이 조금씩 양보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되, 노동시간은 6시간 정도로 단축한다면 자본 입

장에서는 1.5배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정한 이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노동에게는 노

동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적 여가시간을 제공 할 수 있다. 

  - 더군다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아도 일정한 유효수요가 추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의 

증대가 상품의 구매를 통한 이윤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

해서라도 높아진 이윤을 분배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한다.

Ÿ 이렇듯 임금 상승이나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소비 여력이 증대할 경우,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수요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소비 수요

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발달 및 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l 이렇듯 새롭게 창출될 고용효과와 더불어 AI에 의한 대체효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 역시 짚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AI의 전례 없는 혁신성으로 인해 그간 대체가 어

렵다 여겨졌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것이 전 산업에 

걸쳐 대규모로 일어난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 

Ÿ 먼저 제조업의 경우, 이미 생산직 직무의 상당수에서 기계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었음을 고

려해볼 때 제조업에서의 AI에 의한 대체 가능성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이미 상당한 자동화⦁기계화가 진행되어 4차 산업혁명에 의

해 추가적으로 제조업 고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가령 국제로봇협회 발표에 따르

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 1만명 당 로봇 도입대수는 631대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싱가폴(488)대, 독일(309대)보다 현저히 높다. 이로 인해 OECD 연

구자들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 이상

인 직업 비중이 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42)  

  - 물론 설계와 같이 보다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하거나 그때 그때 상황판단력을 요해 대체

가 어렵다 여겨졌던 부문에까지 AI가 도입되면서 인력의 추가적 대체나 축소가 일어날 가

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가 여타의 기술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은 

41) 브린올프슨⦁맥아피, 2014. 『제 2의 기계시대』. 이한음 역. 청림출판. p.138
42) Arntz, M., T. Gregory and U. Zierahn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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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 민첩성, 상황에 맞춘 즉각적인 판단력, 유연성, 대면적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 인간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

한 AI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고도의 판단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위와 같은 업무들에

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인간만이 가지는 강점을 살리

면서, 기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확률이 높다.

Ÿ 가장 많은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소비 수요의 상당부분은 대면적 상호

작용을 통한 정서적 충족감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을 전면 대체하기는 어렵다.   

  - 가령 AI 기술의 발달로 애니메이션이나 CG 등에 있어서 비약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실사 영화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실사 영화에 대한 수요

는 사람들의 감정표현과 내면 연기를 통한 정서적 충족감에서 오는 것으로 AI의 기술발달

로 충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건강 서비스나 돌봄, 교육과 같이 인간과의 감정적 교감이 소비수요

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인간과의 정서적 교류

가 곧 제공되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가치이므로,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대체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소비자의 건강상태, 학습수준의 진단 및 분석 등 직무

의 일부 영역에서 AI가 도입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대면 의사소통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보았을때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확

률이 높다.  

Ÿ 이렇듯 AI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기계와 상호보완적 방식으

로 직업에 할당된 직무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기술실업을 

예측한 통계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2019년 OECD에

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일자리의 14%만이 대체

될 뿐, 31.6%의 일자리에서는 대체가 아닌 직무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43)

2.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l 앞서 살펴보았듯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기술혁신이 그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산업

구조 변동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의 증가가 반드시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 및 불평등

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3차 산업혁명 시기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체제의 차이와 상관없이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인해 비정규

직의 비중이 증대해 왔지만 이것이 고용의 질 악화나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는 정도는 각 

43) OECD.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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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분배, 재분배 기제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l 비정규직 노동이 질 낮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조

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Ÿ 임금 : 낮은 임금, 불안정한 소득 

Ÿ 사회보장 : 산재⦁고용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 및 차별. 

Ÿ 노동권 : 단체협약, 단체 행동,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의 제약 

Ÿ 고용안정성 : 기간제 계약 등으로 인한 고용안정성의 저하

  

① 임금 

l 먼저 임금의 경우 현재 상당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현실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저임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수준은 고용형태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지만, 기업 형태, 제도

의 설계,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필연적으로 단위 

노동 시간 당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Ÿ 정이환(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격차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형태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4,257원으로 대규모 정규직

(21,568원)에 비해서는 낮지만,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

(12,828원)보다는 높았다.44) 

Ÿ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이 같은 동종 업계 정규직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이들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보기 힘들다. 

  - 가령 타다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드라이버에게 1만원의 시급을 보장했는데, 이는 서울

시가 발표한 법인 택시 기사의 월 평균 수입(217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약 7,730

원보다 2,500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시급 = 월 평균 수입 217만원 ÷ (월 평균 근로일수 

(26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8시간)=280.8시간)45)   

  - 플랫폼 라이더들의 수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성진(2017)의 서울지역 음식배달 종사자 500

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소속 라이더의 경우 월 평균 191만원의 수익을 올리

는데 반해, 배달대행에서 일할 경우 256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6) 2019

년 배민 라이더스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입제 라이더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월 평균 

44) 김복순. 2015.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51-52. 
45) “서울 택시 기본요금, 내년에 33% 오른다” 조선일보. 2018년 10월 3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3/2018100300056.html; “법인택시 기사, 하루 11시간 한
달 25.6일 일해도 사납금 떼면 150만원” 국민일보. 2018년 12월 21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49649
46) 정성진. 2017. “설문을 통해 본 음식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음식배달종사자 최종발표토론회 자료집』. 서울노동권

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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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반 비용을 제하더라도 월 평균 약 377만원의 수익을 올

리고 있다.47)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실태조사에 따라도 직접고용이 아닌 배달대

행앱을 선택한 이유로 ‘시간 대비 수익이 높기 때문에’가 전체 응답의 47.3%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48) 

Ÿ 게다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국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의 국

가들에서는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

해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 혜택을 제공하거나,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에서 밝힌 바 

있듯, 덴마크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은 연금혜택에서 제외 되는 대신 임금의 15%에 이르

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스웨덴의 경우 업무가 없는 비파견 근로기간 중에도 파견노동자

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만큼, 그 대

가인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49) 또한 후술하겠지만 네

덜란드의 경우 96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등과 관련해 기존 전일제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Ÿ 게다가 향후 전체적인 소비여력의 증대, 소비수요의 증대 정도 역시 이들의 임금 상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인 외식, 건강, 피트니

스, 청소와 같은 산업들의 경우 소득 탄력성이 높아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 이에 비례

해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 기술혁신이 시장에서의 임금을 통

한 분배나 복지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전체적인 사회의 소비여력의 증대로 이어질 경우, 이

러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의 소득 및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50) 

Ÿ 이러한 사례들은 임금의 문제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며, 기

업 규모와 형태, 업종, 기업의 고용방침, 인센티브나 차별금지와 같은 제도의 설계, 시장상

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단위 노동시간 당 임금 등에서 차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② 사회보험 / 노동권 보호 

l 임금 수준과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의 경우 사회보험 및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실

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과로, 작업장 내 차별과 인권 침해에 

47) “월 400만원 버는 플랫폼 배달, 수입 늘었지만 보험 사각지대” 이데일리. 2020년 2월 24일. 
https://news.zum.com/articles/58312722?cm=popular
48) 김영아 외. 2019.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91. 
49) 김기식⦁김은지. 2019.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 더미래연구소. 

p.26.
50) Autor.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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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사회보

험이나 권리보호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보기

도 어렵다.     

Ÿ 먼저 기간제, 시간제, 파견직 등 기존의 비정규직의 경우 적어도 법적 차원에서는 사회보험

의 혜택과 노동권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의 가입회피 및 

노동자의 기여회피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두루누리 사업 등과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국세청으로 사

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일원화 해 가입 및 기여 회피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제를 강

화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존재한다. 

Ÿ 비정규직 중에서도 법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제공이나 권리 보호가 어려운 일자리는 특수고

용노동자로, 이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일부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일부 사회보험에서 노동자로서 수급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의 적용 역시 받지 못한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이미 4차 산업 혁명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Ÿ 더군다나 사회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4대 

보험 적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같

은 방침을 세우고 있다. 

  - 물론 일각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달리 전속성이 약하고, 실업과 취

업의 경계가 모호해 표준적인 임금노동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기존 사회보험 제도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노동자 지위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 내로 편입시키고 발생한 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소득 기반 고

용보험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소득이 이

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Ÿ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직종

과 조건에 따라서는 노동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가능하

다. 반드시 기존의 임금노동관계에 편입되는 것이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

은 아닌 것이다. 

  - 넓게 보자면, 자본-노동관계 역시 경제적 갑-을 관계의 일환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교섭

의 보장, 불공정 거래 금지, 표준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 이외에 경제적 권력관계에서 약자

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더군다나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가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강한 임

금노동관계에 편입되어 노동자화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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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금노동관계에 편입해 노동권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일

한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고용 안정성 

l 비정규직 노동의 고용안정성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말한 적절한 

수입, 사회보장,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작업장 내 기본적 권리보장이 이뤄진다면, 고용 

안정성의 약화가 반드시 고용의 질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자발

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은 기존 정규직 노동에서의 사용종속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면서 노동시간 선택 등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Ÿ 기존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사용종속성 즉 고정된 시간 동안 고용주에 의해 노동시간 및 

노동과정 전반을 통제당하는 것을 전제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

해 비정규직 노동이 적절한 안전망과 보수체계만 갖추어지고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기만 

하다면 오히려 노동시간 선택 등에 있어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일자리일 수 

있다. 

Ÿ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평생직장(전속성)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 고령 

인구가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선호가 늘어

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러한 유연성 높은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

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IF-REPORT 2019-5 “비정

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에서 밝힌 바 있듯, 네덜란드의 경우 94년 <시

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규제>, 1996년 <근로시간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임금, 휴가비, 연장근로시간, 상여금 및 훈련에 있어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해 주었으며, 2000년 제정된 <근로시간조정법>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51)

  - 이러한 제도적 조건으로 인해 네덜란드 전체 고용에서 파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 27.7%에서 2019년 37%로 10%p 가량 증가해 왔으며, 이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의 

비중은 6.3%로 OECD 평균(15.3%)의 절반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52) 네덜란

드에서는 임금, 부가급여 등 제반 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

장이 제공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얼마든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의 상

당수 역시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트타임을 선호하고 있다.53)  

51) 김기식⦁김은지. 2019. “IF REPORT 2019-5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 더미래연구소. 
p.41-42.

52) OECD. Data “Incidence of Full Time Part Time Employment(Netherlands)”(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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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듯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방향을 보여준 네덜란드나 덴마크

의 성과에 힘입어 국제기구에서도 유연안정성을 새로운 정책적 아젠다와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ILO의 경우 기존에는 유연성보다 안정성에 주목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유연안정성이 ILO가 추진하는 정책기조인‘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부합한다

는 인식하에 2000년 들어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각 국가들에 권고하고 있다.54)  

Ÿ 이러한 유연안정성의 확대는 전례 없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

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AI 등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해 기반해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임금, 사회안전망, 작업환경 등에 있어 일정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비정규직은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일과 삶

의 양립을 가능하는 고용형태일 수 있다.  

l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증대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질 

낮은 일자리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지의 여부는 향후 시장에서의 분배 및 국가의 재분배 

기제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 사회보험 그리고 권리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확산이 고용의 

질을 낮추거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선택권을 확대하고 일과 삶

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53) 정희정.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국제노동동향①네덜란드. 한국노동연구
원. p.63. 

54) 김대환. 2009.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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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언 

l 지금까지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전례 없는 고용의 양적 축소와 질적 악화

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살펴보았다.  

Ÿ 먼저 고용의 양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에서의 고용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 산업의 확대나, 스마트폰 산업의 예처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

출 및 소비수요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살펴

보았다. 현재까지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아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IT 기

업들의 단위매출 당 고용이 기존 제조업 기업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

Ÿ 또한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도 4차 산업 혁명 시기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

하나, 이것은 산업구조변동, 세계화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로 기술혁신

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의 단위 시간 당 임금

을 높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애며,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나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4차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3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권 보호 수

준과 관계없이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해 왔지만, 나라마다 분배, 재분배 

구조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절화나 소득 양극화 정도가 달랐다는 사실은 이러한 제도적 설

계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이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일자리 질의 악화를 

초래하여 대규모의 탈(임금)노동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자본-임금노동관계에 기반해 있

던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

의가 4차 산업 혁명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선험적이고 단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논증하였다. 

l 무엇보다 이러한 발상은 언뜻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에서의 자본의 

독점 이익 및 이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보수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국가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기본소득의 발상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기본

소득이 되었든, 기존 복지 체제가 되었든 국가의 재분배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시장 

소득에서 비롯된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논의와 같이 시장에서의 분

배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국가의 재분배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재분배를 

위한 재원 마련 자체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Ÿ 기본소득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무조건성, 충분성 조건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

다수 인구가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저소득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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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법인세나 소수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 주장하지만 이는 재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자본 및 소

수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뿐더러 국가의 재분배(조세)에 

대한 저항이 시장에서의 분배에 대한 저항보다 심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자본의 조세저항

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의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국부 유출 등의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l 시장에서의 분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실현 가

능하지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모든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시장에서의 분배를 전제로 하

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Ÿ 보편적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스웨덴의 경

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비단 고

소득층이 아닌 전 국민의 높은 조세 부담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

준의 조세부담이 가능한 것은 높은 수준의 시장에서의 분배를 통해 일정한 소득 보전이 이

뤄졌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시장에서의 분배를 통해 일정 소득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

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l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20세기 진보는 다양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해 시장에서의 분배

를 증진시켜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라 늘어난 생산성과 이윤의 증대를 실질 

임금 상승 및 실질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에 분배해 왔고, 사회 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노동자가 차별 및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

를 확대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사후적 개입에 의존해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시장에서의 분배 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

로 해결하고자 했던 진보의 역사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 

l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의 분배기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아닌, 그간 진보의 역사적 성

과를 계승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생산성 및 자본의 이윤 증대가 고용 및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보

완⦁개선하는 것이다. 

l 이를 위해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생산성의 향상과 자본의 초과이윤이 임금 상승이

나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감축, 고용증대 등 보다 강력한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를 통해 노

동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특히 산업구조의 변동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단위 시간 당 임금을 높여 자본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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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Ÿ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혁신으로 인해 자본의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고 독점 이익이 강화

될 것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자본으로부터 시장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유효수요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 증대가 상품의 구매를 통한 이윤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

에,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높아진 이윤을 분배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l 이와 더불어 국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소득 보다는, 고용

보험 및 실업부조 제도의 확대 등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추어 기존의 노동⦁복지제도의 허

점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 비정규직의 증대는 고용의 질의 악화가 아닌 노동자

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조정하면서도 적절한 수입과 안전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연안정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Ÿ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표준적 고

용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 불안에 대비해 소득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방식을 개편해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자는 고용형태에 불문하고 기여에 기반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취준생과 같이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제외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 또한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업의 이윤의 주된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서

도 적절한 분배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자본이나 노동자의 임금노동과 마찬가지

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Ÿ 그간 자본주의 내에서 기업이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크게 기업의 이윤을 자금조달에 

참여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주주(share holder)자본주의 모델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

관계자(stake holder)에게 분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존재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에서 이윤의 창출은 주주나, 직접 고용된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 뿐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데이터 생산 활동에도 기인한다. 그러므로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 이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이윤 창출에 기여한 네트워크 참여자에게도 적

절히 이윤을 분배하는 제 3의 기업 모델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 유튜브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쿠폰이나 멤버십 등의 형태로 충

성도 높은 소비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한 소극적 방식의 

이윤배분은 있어 왔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을 넘어 컨텐츠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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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개개인들에게 조회 수에 따라 동영상 광고 수익의 일부분을 배분함으로써, 네트워

크 참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상을 지불하는 시장 분배 구조를 구축하였다

는 점에서 그간의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이러한 이윤 배분 방식은 개개인들의 

컨텐츠 생산활동에 경제적 이익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참여를 늘리고 컨텐츠 생산

을 활성화 하였으며 이는 플랫폼의 성장과 기업의 이윤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l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분배, 재분배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의 설

정은 변화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이후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강조하는 일각의 견해는 선험적이고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또한 그 해법으로 제시된 기본소

득  역시 진보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분배를 약화시키는 역사적 퇴행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는 변화의 현재와 미래를 객관적이고 종

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시장에서의 분배 기제 강화, 고용 보험 및 실업부조의 확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한 분배기제 마련 등을 통해 그간 진보가 이룩해온 역사적 성과를 계승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

는 일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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