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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대안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제4

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

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에서는 기술적 혁신이 이전 3차례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뤄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내 일자

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간 수준의 기술 인력의 저숙련·저임

금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을 촉발하여 노동시장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도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또 다른 방

식으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출현하여 일자리가 늘어

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에 바탕한 상품과 서비

스 제조의 자동화는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일자리 소멸 위험성을 높일 것이

라는 비관론이 더 합리적인 전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민간 연구기

관들은 특히, 기존 중간수준의 기술 일자리와 더불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또한 

자동화에 따라 향후 소멸될 위험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자동화와 노동력의 고학력로 인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일자리 

소멸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의 

감소로 인하여 현재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교육제도를 창의성 개발 중심의 학습체제로 전환하고, 2) 다양한 근

로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임금 및 복지제도 도입, 3)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일자

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정책 전략을 제안하

였다. 더불어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을 내

실화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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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논란 확산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노동까지 대체 

가능한 시대를 의미

○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존 인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했던 법률 및 

금융 등의 직종부터 트럭 및 택시 운전 등 단순 기술 업무까지 향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대두

-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특징져지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노동까지 

대체 가능하게 함

- 기존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

기술 범용성의 무한대적 확장, 그리고 생산·경영·거버넌스 측면에서 그 

충격의 범위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게 함

<다임러 벤츠의 무인 트럭> <딥 러닝 기술 프로그램: 알파고>

자료 : 동아일보(2014.3.23.) 자료 : ITCLE 홈페이지(www.it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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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등에 의하여 이뤄진  연구들에 의하면 자동화(automation)에 의하여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그 폭과 기술 수준별 직업 전망은 엇갈림

-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Frey와 Osbourne의 2013년 연구는

미국의 직업중 47%가 향후 10-20년 사이에 자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OECD(2016) 보고서는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약 9%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 WEF(2016)의 보고서는 기업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2020년까지 약 510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며, 주로 사무행정직 및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4차 산업혁명 시기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고용·복지 대응 전략 논의 시작  

○ 일자리 소멸로 기존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전략의 유효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대안적 고용·복지 전략 논의 확산

-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고용·복지 전략

- 복지는 고용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 일자리 확대→복지재원 충당→저소득 층

빈곤계층 고용복지 서비스 지원→일자리 확대/근로시간 및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투자적 전략의 한 축을 담당

- 제4차 산업혁명 시기, 일자리의 절대량 감소로 인하여 제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투자적 고용복지전략의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프로그램과 개념도>
사회투자전략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투자를통한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회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프로그

램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2. 아동과 여성친화적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3. 자산형성(Asset-based) 프로그램

4. 보건 및 재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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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제도는 사회투자전략에서 ’일과 복지의 분리‘로의 전환을 의미

-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근로 여부, 더 나아가 근로의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 기본소득의 전제는 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같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적은 

노동량이 요구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자동화로 노동이 없이 이전과 같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노동 비례 소득의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 때문

- 기본소득은 미국과 핀란드 등의 산업 선진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와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까지 도입 논의가 확산

<기본소득 시행 및 준비 국가>

핀란드는 국가 단위로  처음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험

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국가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부터 생산가능인구중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

에게 2년간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이번 실업을 통해 기본소득의 성과를 확인하여 기본 

소득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핀란드에 앞서 미국 알래스카 주도 1976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캐나다와 

우간다의 일부 지방정부도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하

고 있다.

자료 : 한겨레(2017.01.0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매달 71만원 그냥 준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고용·복지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선제적으로 예측·분석할 필요

- 기본 소득을 도입한 핀란드와 미국의 알레스카 등은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구조,

복지재원,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 상이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방향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가 향후 자동화(automation)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수립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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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쟁점과 평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일자리에 긍정론과 비관론이 동시 존재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 기술을 활용, 생산의 저비용-고효율이 극대화된 시대

○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최초로 부각

-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사람이 조작하던 기계를 인공지능이 직접 운영하고, 인체에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스마트 팩토리 사례(아디다스 스피드팩토리)> <4차 산업혁명 개념도>

자료 : 한국경제(2016.10.16.) “신발끈·뒷굽 등 
수백만가지옵션도 5시간내에 생산 끝낸다”

자료: 장필순(2017) “‘초연결사회’ 기계 자동화 넘어선 기계 
자치시대 예고” (나라경제, 1월호)

○ 미래적 개념인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에서 초기 

모습으로 현실화 중

-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은 전통 

제조산업에 ICT를 결합, 개별 공장의 설비·공정이 네트워크로 연결,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공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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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국한된 인더스트리4.0 등을 확장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융합하여 기존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아젠다 산업인터넷 인더스트리4.0 로봇신전략 중국제조2025

시기 2012년 11월 2011년 11월 2015년 1월 2015년 5월

플랫폼 클라우드 중심
플랫폼

설비⋅단말 중심
플랫폼 로봇중심 플랫폼 설비⋅단말중심

플랫폼

추진주체

산업인터넷컨소시엄
(IIC)

GE, AT&T, 시스코,
IBM, 인텔등
관련기업과단체

플랫폼인더스트리4.0
AcaTech, VDMA 등
관련기업과 산업단체

로봇혁명
이니셔티브협의회
(148개 국내⋅외
관련기업과 단체)

국가제조강국건설전
략자문위원회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문
자문위원회
설립예정

기본전략

- 공장 및 기계 설비
등은 클라우드 지령
처리
- 인공지능 처리와
빅데이터 기반, 사이
버 공간의 현실화 전
략

- 공장 내, 고성능 설
비와 기기 연결 및
데이터 공유
- 제조업 강국의 생
태계 활용, 현실공간
의 사이버화

- 로봇기반 산업 생
태계 혁신 및 사회적
과제 해결선도
- 사물인터넷(IoT), 사
이버물리시스템(CPS)
혁명 주도

- 기존 제조업의 기
술집약형 스마트 제
조업으로 전환
- IT를 활용한 생산
스마트화로 제조업
품질 제고

자료 : 파이낸셜뉴스(2016.03.20.)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물결이 온다(4)”의 내용을 재구성.

<주요국가의 4차 산업혁명 접근전략의 비교>

 지난 3차례 산업혁명은 오히려 일자리 증가를 불러왔다는 경험에 의해 4차 산업혁명

또한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존재

○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증가를 가져옴

- 19세기 방직 공적의 자동화는 면직물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여 1830-1900년 방적공이 오히려 4배 증가

- 20세기 말 PC의 보급으로 사무 자동화가 진전되었나, PC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가 증가

○ 자동화가 제조 공정에 도입이 되더라도 인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동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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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향

-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신생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직군과 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직무 관점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하지 못하는 ‘인지능력’과 ‘복합문제 

해결 능력’에도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산업분야별 직무역량 변화 전망> <미래 산업 분야에 요구하는 직무역량>

자료 : WEF(2016), 김진하(2017) p.54 재인용 자료 : Technology at Work v2.0(Oxford univ. 2016)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기술의 진보속도가 혁명적이고 기술 용합의 범위가 

예측 가능하지 않아 인간의 적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이 우세

○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달리 미(未)자동화  분야를 남겨두지 않고,

훈련을 통한 신기술 흡수도 쉽지 않는 ‘기술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 공장과 인터넷 은행 도입과 같이,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인간 노동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세기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대책으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이 강조되었으나, 저비용으로 기술의 혁신과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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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교육 및 재훈련으로 기술을 추격하는 한계

○ 자동화(automation)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Frey와 Osbourne의 

2013년 연구는 단순 판매직, 서비스 직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1)

- 텔레마케터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회계사와 소매상도 

위험이 높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치과의사나 레크레이션 강사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예측

-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직업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 의사,

재무관리자, 고위간부 등 고숙련 고임금 직업도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의 자동화 위험 직업군 분포>

자료 : Fray & Osbourne(2013)

1) Frey and Osbourn(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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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 존재

 한국은 제도 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미흡한 수준이지만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수준 순위에 있어서 세계 139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2)

- UBS의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별 수준을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시스템’, ‘사회인프라(SOC)수준’, ‘법적 보호’ 등 

5개지표의 점수를 산정 후, 이들의 가중평균에 의거하여 국가 순위 산정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89위에 그치고 기술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SOC(20위)에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음

- 상위 5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일본(12위), 대만(16위), 중국(28위) 등

○ OECD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그동안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고,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자동화의 

확률이 낮다는 분석

- OECD는 자동화에 의해 일자리가 사라질 비율이 70% 이상인 직업의 비중이 

한국이 가장 낮은 6%로 분석됨

- 한국의 제조업 로봇 도입 대수는 한국이 근로자 만명당 531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아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자동화가 진척된 상태   

2) UBS(2016) 4th industrial robolution report.. World Economic Forum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이슈 &  진단

9

<OECD 국가 중 자동화 위험도 순위>3)

단위: %

<주요 국가 로봇 도입 대수 비교>4)

단위: %

자료 : OECD(2016) 자료: IFR World Robotics(2016)

○ 하지만, 일자리 소멸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지 현재의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자동화 비용,

현재의 임금 수준, 노동시장 수요·공급 상황, 사회적 수용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화 위험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임금 수준에 의할 수 있음

-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제조업 임금이 높은 국가일수록 개발도상국보다 자동화 

속도가 빠르게 되며, 인건비보다 자동화 비용이 저렴하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OECD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임금(시간당 실질임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67%에 비하여 낮은 반면, 평균노동시장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5)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역설적으로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자동화의 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OECD(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4) IFR(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5) OECD(2016)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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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기업의  비중(기업규모별)>6)

자료: OECD(2016)

 경기도는 최근 다른 시도에 비하여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과 높은 직업의 취업자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경향

○ 경기도는 전문·숙련직 일자리 수가 지난 10년(2004-2015) 동안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저숙련 일자리 증가세도 높은 편

- 경기도는 2004년에서 2015년 사이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99.9만 

명에서 153.8만 명으로 약 74.5% 증가하여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직 

취업자도 같은 기간 56.8만 명에서 82.2만 명으로 44.7% 증가

- 전국 경향과 비교할 시, 경기도는 전문·숙련직 취업자수 증가율과 서비스 및 

단순노무직 취업자수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은 편

- 향후 4차 산업혁명 시기, 자동화에 의하여 일자리 위험이 높은 서비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려

6) OECD(2016) Enabling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the future of manufacturing and service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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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2004-2015)>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년도 자료

○ 2015년 현재 자동화(Automation)에 의하여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도 근로자는 도내 전체 취업자의 약 54.7%를 차지

- Fray와 Osbourn의 2013년 자동화 위험도 직업 추정 모델에 근거하여 2015년 현재,

경기도에서 일자리 소멸 직업군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는 총 350만 명으로 추산

- 최근 전문직, 숙련직의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서비스·판매직과 

기능·기계조립·단순노무직의 취업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자동화에 의한 직업 소멸 위험군의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상회

- 향후, 직업 소멸 위험군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직무의 숙련화와 

직업 상향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경기도 직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2004-2015)>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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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소득 양극화에 대비 전략 필요

 20세기 후반, 제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악화되어온 소득 양극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제3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제의 서비스화’로 지칭될 만큼 중간 수준의 기술 인력의 

일자리 축소로 인한 저임금 및 서비스 일자리로 이동이 발생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상당수 국가들이 교육의 확대로 전문·숙련 인력의 

공급은 늘어났으나 중간 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고급 관리직과 서비스 

부문으로 인력이 몰리는 U자형 고용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3차 산업혁명 시기 개발도상국도 중간 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축소되면서 양 

극단으로 인력이 쏠리며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어온 경향을 보여줌

<개발도상국 기술수준별 고용비중 변화>

단위: %

<주요국 기술별 고용비중 변화(2002-2014)>7)

단위: %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2016) 자료 : OECD(2016)

7) OECD(2016) Automation and independent work in a digital economy.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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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저기술 일자리 부문의 일자리마저 감소하고, 고숙련 및 

전문직 일자리의 일자리만 소폭 상승하여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저임금 및 저숙련 일자리에 근무하는 저학력 근로자일수록 자동화의 위험이 

더욱 높다는 분석이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동력의 저임금 일자리 이동에 의한 

소득 양극화가 아니라 고숙련직을 제외한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악화될 가능성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8) <소득별 자동화 위험>

자료 : OECD(2016)

○ 정부는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융합 기술과 유연적 기술 수요 대응 전략은 미흡

- 개편안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고성과 직업훈련기관을 

양성하고,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들을 포함

- 향후 직업훈련에 기반을 둔 인력 공급은 저학력·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개인 맞춤형 훈련에 기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기술기반 

자격증 취득 지원보다는 기술간 융합 역량 향상 중심의 직업훈련체계로 전환 필요

8) OECD(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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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동화에 대처하는데

한계로 근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

○ 기계와의 협업 시대에서는 기존 장시간 근로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업무에서의 인지역량과 의사결정 역량이 미래의 노동에서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 생산이 자동화됨에 따라 근로자는 기계에 대부분의 일의 과정을 넘기는 대신 

일의 세부업무를 분류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짧은 근로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해짐

- 미국의 직업 변화를 살펴보면, 특정 근로장소에서 절대적 근로시간을 요하는 

반복적 육체 및 정신노동 모두 전체 고용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반복적인 인지적·분석적 육체 및 정신 노동에 기반을 둔 직업 비중이 증가

<미국에서 직업성격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
단위: %

자료 : David H. Autor and Brendan Price(2013) "The
Changing Task Composition of the US Labor Market“

자료: Economist(2016.06.25) “Automation and anxiety”

○ 근로시간 개념이 약화되고 일과 생활의 경계가 무의미해 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새로운 

임금 및 복지체계 필요

- 제4산업혁명 시기 확산될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노동(placeless work)’은 

근무지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계의 도움으로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근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근무시간과 근무지에 구애받지 않는 근로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근거한 임금 체계와 근로지위,

그리고 이에 연관된 노동 관련 법제의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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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고용·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제4차 산업혁명에서 대응한 창의적·인지적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제도의 재검토

○ 현재의 커리큘럼 중심의 주입적 성격의 교육 및 훈련제도를 산업수요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층학습(deep-learing) 중심으로 변화 필요

- 학습을 통해 기존 많은 지식 흡수에만 머무는 학습 방식을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창조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심층 학습으로 변화 필요

- 미국 등 선진국은 심층 학습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학습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

<미국 프로젝트 학습 사례(New Technology High School)> <우리나라 프로젝트 학습 사례(정선고)>

자료 : ww2.kqed.org/mindshift/2011/01/05/napa-new-tech-
school-of-the-future-is-here/

자료: 중앙일보(2015.07.16.)

○ 제4차 산업혁명 속도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핵심역량 배양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전환 필요

- 기존 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직업훈련으로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독일은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비중을 현재의 58%에서 2025년에 12%로 축소할 예정

- 평생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서비스 개발·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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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크(MOOC) 발전 모델> <미래 사회 필요 역량 예시>

자료 : 한국대학신문(2016.01.17.) 위기의 대학, 평생학습이 
답이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KISTEP·KAIST(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과 복지의 분리 보다는 여전히 ‘일’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고용복지전략이 중요

○ 미래의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가기 위한 근로자의 재교육과 재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보호제도의 관대성(generosity)을 확대할 필요

- 현재 조기 재취업 지원에 목표를 하는 실업보호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저숙련 근로자의 실업위험을 완화하는 데 한계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과 지급 기간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음

- 저숙련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 없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업급여의 기간과 임금 대체율 등의 관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제도 도입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할 다양한 근로형태로 인하여 발생할 복지 사각지대 

확대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 단시간 근로 및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 확산에 따라 장기간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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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각기 가입자격과 기간이 고용 상황에 따라 상이한 4대 사회보험제도(연금,

건강, 고용, 산재)를 통합 관리하여 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실시간 파악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교육·직업훈련과 강력하게 연계된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술 전환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

○ ‘기본소득’의 도입보다는, 국가가 ‘최후의 고용자(last resort of employer)’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일’의 확대 필요

-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근로’를 통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기여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의 

제공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근로권’을 보장해 줄 필요

- 자원 봉사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근로이나, 시장 임금으로 산출될 수 

없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소요되는 재원은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주로 돌아가는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상향과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도입을 통해 충당 고려

<빌 게이츠(Bill Gates)와 로봇세(Robot Tax)>
빌 게이츠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매체 『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막는 한편, 자동화에 따른 소득 불
평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
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노동을 하면, 그에 사회
보장세와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데 반하여 로봇이 공장
에서 실제 인간이 하던 노동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는 
로봇세를 부과함으로써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의 재교육
과 사회복지, 아동 교육 등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 Quartz online page.(2017.02.17.) 조선일보(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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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의 향후 전략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 필요

 사이버물리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과 신규 직종 개발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

○ 경기도는 클라우드와 사이버물리 기술과 기존 주력 사업과의 융복합화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을 활용한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 육성, 기존 인력의 융·복합 인력화 전환 지원전략 

등을 담은 ‘경기도 일자리 4.0‘ 수립 필요

- 경기도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거점별 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 복합 인프라 구축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현황> <경기도 ICT 산업 종사자 분포>

구분 분류
종사자수

(명)

증감수

(명)

정보통신 정보통신 9,929 -1,266

금융보험서

비스
금융·보험 82,656 -2,061

비즈니스서

비스

소프트웨어/IT서비스 20,560 14,989

연구개발·엔지니어링 65,607 26,352

법률·회계 15,629 5,759

마케팅·경영컨설팅 5,469 4,846

광고·디자인·컨벤션 3,612 1,082

문화산업
문화서비스 6,071 2,174

문화콘텐츠 제작 2,950 1,266

환경서비스

업
환경서비스업 6,269 1,551

지식기반서비스업 합계 218,752 54,69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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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이 분야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

-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모델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도래시 일자리 소멸 

위험이 높은 서비스 직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여 

일자리의 질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효율성을 유지하는 진화된 형태의 정책모델 확립

- 민관협력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며,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의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체계로의 혁신이 필요

<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해외사례>
회사 지역 비즈니스 모델

Peerby 네덜란드 온라인에서 특정물건(ex.전자기기)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를 가진 사람들을 매칭 시켜주는 
형태

Shareyourmeal
NL (Thuisafgehaald) 네덜란드 온라인(웹,어플)에서 이웃에게 ‘가정요리’를 판매 

Sorted 영국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개인의 서비스 판매를 중개(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종류 및 
시간당 요금, 추가요금 등제시하고, Sorted이를 보증)

Fixura 핀란드 온라인 기반 P2P 대출 플랫폼(다자간 대출을 통해 채권자의 개별 위험 감소 가능)

Task
Rabbit 미국 개인 또는 기업 간 아웃소싱 업무를 입찰·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아웃 소싱 할 특정 

업무에 가격 제시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입찰하는 형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기도 차원의 교육·직업훈련 제도 개혁

 자기주도형 심화학습 모델 개발과 함께 수요 기반형 평생교육 체계 강화

○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모형을 개발·보급하고,

학생들이 제4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 재교육 강화

○ 현재 운영하고 있는 G-SEEK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한 도민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

- 도내 교육기관·대학·폴리텍·경기도 직업학교를 G-SEEK 교육체계와 연계하여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육성을 위한 경기도형 융복합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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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및 경기도 직업별 취업자수 변화(2004-3015)>

단위: 천명

직업 2004 2005 2006 2014 2015 2016
2004

-2015(%)

전국 22557 22856 23151 25599 25936 26235 　

* 관리자·전문가 4063 4199 4442 5520 5555 5654 36.7

관리자 599 602 602 397 353 331 -4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64 3597 3840 5123 5203 5323 50.2

사무 종사자 3297 3376 3372 4311 4400 4519 33.5

* 서비스·판매 종사자 5802 5752 5725 5804 5831 5903 0.5

서비스 종사자 2597 2625 2609 2697 2737 2815 5.4

판매 종사자 3205 3127 3116 3107 3094 3088 -3.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97 1706 1673 1363 1251 1199 -26.3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7697 7824 7938 8602 8900 8959 1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356 2353 2382 2247 2334 2365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589 2644 2649 3061 3142 3158 21.4

단순노무 종사자 2752 2827 2907 3295 3424 3437 24.4

경기도 4874 5045 5229 6226 6364 6518 　

* 관리자·전문가 999 1046 1139 1515 1553 1588 55.5

관리자 152 162 172 83 75 65 -5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7 884 968 1432 1478 1523 74.5

사무 종사자 823 868 878 1148 1156 1223 40.5

* 서비스·판매 종사자 1194 1212 1210 1322 1332 1390 11.6

서비스 종사자 513 531 507 612 656 653 27.9

판매 종사자 681 680 703 710 676 737 -0.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52 168 158 134 111 115 -27.0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1706 1752 1844 2108 2212 2202 2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85 502 548 499 535 531 10.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68 614 637 790 822 830 44.7

단순노무 종사자 653 636 659 818 856 841 3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