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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공지능에 의한 대량실업의 우려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된다. 저숙

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전문직 또한 대체될 위협이 높다고 판단하는 

주장과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고 현 직업의 직무   

변화가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대량실업이 없을 것 이라는 관

점이다. 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기술에 의한   

직무 변화를 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스킬 셋(Skill Set)을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화, 자동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수행해 온 직업, 직무 수준의 

분석이 아닌 직업내 스킬 획득을 주제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역량 발전은 연관된 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숙련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직관을 통해, 연관성의 원리(Principle of Relatedness)를 기반

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8 ~ 2017년 한국내 직업에서 각 스킬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비교우위와 근접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시기별 한국의 스킬   

공간(Skill Space)을 구축하였다. 시기별로 새로운 기술 적용과 함께 직업내

에서의 역량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네트워크를 사용한 시각화 및 회귀분

석으로 확인한 결과 직업 내에서 획득하는 새로운 스킬은 과거에 이미 보유하

고 있는 스킬과 연관성이 높은 스킬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스킬 획득의 경

로 의존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은 직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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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의 경로의존성을 강화한다 사실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어서 ‘사회인지적 스킬 의존도’에 따라 직업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는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미 

새로운 기술 발전과 닿아있는 역량을 지닌 노동자는 자동화에 의한 대체위협

상황에서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킬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획득하지 못하여 단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위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함의는 고용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역량 발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개척(Path-Breaking) 할 수 있도

록 이끄는 제도적, 사회적 해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속

한 대한민국 군(軍)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 과정에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자동화(Automation), 컴퓨터화 (Computerization) , 스킬 획득

(Skill Development),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근접성(Proximity) 

학  번 : 2020-2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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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은 ‘컴퓨터에게 어려운 것은 인간에게 

쉽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 쉽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머신러닝(ML :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및  

로봇(MR : Mobile Robotics)과 같은 자동화 기술이 성숙되며 이 역설마저 깨

지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시는 자율주행차량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검증되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지만, 그 이유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운행 데이터가 부족하

여 생기는 문제라는 점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이 지속되어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완전히 AI에게 운전을 맡기는 미래는 멀지 않을 수 있다. 자율주

행차를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이런 예시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응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법무부에서는 AI 법률 서비스인   

‘버비’를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BM에서 개발한 AI인 왓슨

(Watson)은 2016년 일본 60대 여성의 희귀 백혈병에 대한 진단을 10분만

에 내렸는데, 이는 전문의에게 맡겼을 때 2주 이상 소요되었을 난이도 있는 

진단이었다. 이와 같이 ML, AI, MR을 활용한 자동화는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업무수행에 절차가 정립되어 있어 코드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

야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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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AI, MR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과 함께 자동화로 인해 인간이 수행해

야할 업무가 사라지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났고, 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직업 구분에 관계없이 고숙련  

전문직까지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관점과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현재 직업의 직무가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대량실업의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이 

두가지 상반된 주장 중 후자의 관점에 주목하였다.  

후자의 주장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간의 스킬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취업자나 기존 종사자가 새롭게 생겨난 직업 또는 변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킬 셋(Skill Set)을 필요로 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후자의 주장은 현재 시스템 안에서 기술의 영향으로 변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 셋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직업의 자동화에 의한 대량실업의 우려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변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 셋을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역량 발전은 연관된 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숙련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 헬기 조종사 실기시험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1

천 시간의 비행경력을 필요로 한다. 트럭 운전사와 항공기 기장이 헬기 조종

사 자격증을 준비 한다는 가상의 상황에서 누가 좀 더 쉽게 헬기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항공기 기장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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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항공기와 헬기가 하늘 에서 운용

된다는 공통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장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이 헬기 조종에 

필요한 역량과 많은 교집합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트럭 운전사

가 기존의 가진 역량과의 교집합은 없는 것에 가깝다. 위와 같은 직관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 적용과 함께 시기별 변화되는 직무로 인해 

직업내에서의 스킬 획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관성의 원리(Principle of 

Relatedness)를 통해 접근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 

가설을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두가지 데이터인 한국

고용정보원의 재직자 조사 데이터와 (Frey & Osborne, 2017)의 직종별 자동

화 가능성 데이터를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방법인 ‘한국의   

스킬 공간 구축’과 ‘다중 고정효과를 반영한 Probit 모델’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4년 주기로 구축된 한국의 스킬 공간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기초적

인 분석을 한 후, Probit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해석하였다. 6장에서는 

본문의 요약과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기여와 함의를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

으로 7장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대한민국 군(軍)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 

하는 바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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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조사 

 

2.1. RCA, Proximity 

연관성의 원리(Principle of Relatedness)는 기업, 도시, 지역, 국가 등 다양

한 범위에서 새로운 경제적 활동에 진입할 때, 이미 보유한 경제 활동과 연관

된 분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Hidalgo et al., 2007)

의 제품공간(Product Space)을 통해 시작되었다. 위 연구에서는 제품공간을 

통해 국가가 수출에서 새롭게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제품은 국가에서 이미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높은 근접성(Proximity)을 

가진 제품임을 보였다. 이후 다양한 범위에서 연관성의 원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Boschma et al., 2012)는 지역의 산업 발전 경로가 이미 존재하

는 산업과 근접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Kim et 

al., 2021)으 한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통해 측정된 기술적 연관성을 바탕

으로 한 기업이 새롭게 획득하는 기술이 이미 보유한 기술과 근접성이 높은 

기술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비교우위와 근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의 연관성을 측정한 연구  

방법론은 경제 활동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인적 자본 분야로 범위가 확장   

되었다. (Muneepeerakul et al., 2013)은 미국 도시의 직업별 고용 비교우위

를 바탕으로 도시 안에서 동시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직업을 기준으로 상호의

존성(interdependency)을 측정하여 미국의 직업공간(Occupational space)을 

구축하고 도시가 생산성 증가를 추구할 때 도시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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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Neffke, 2019) 직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

진 교육과정, 최종학력을 조합한 교육트랙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업 간의 연관

성을  측정하였고, 같은 분야의 교육을 받았지만 다른 최종 학력을 지닌 직업 

간의 협업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이 시너지 효과는 직업

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자의 직업전환

과정이 협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인적자본 분야에서의 연관성은 직업을 구성하는 스킬 수준에서도 측정되었

다.  (Neffke & Henning, 2013)은 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다각화함에 있

어 기업내 종사자들의 스킬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선택하게 됨을 주장하였

다. (Alabdulkareem et al., 2018)은 미국의 직업별 비교우위를 가지는 스킬을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스킬로 정의하고, 하나의 직업에서 스킬이 동시

에 효과적으로 쓰일 확률을 통해 산출된 상호보완성(Complementary)을 바

탕으로 미국의 스킬 공간(Skill scape)를 구축하였다.  

연관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들(Boschma et al., 2012; 

Hidalgo et al., 2007; Kim et al., 2021; Neffke et al., 2011)에서는 기업, 도

시, 지역, 국가와 같이 다양한 범위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에 진입할 때 이미 

보유한 연관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위 선행연구들은 공통된 함의로 새로운 경제활동에 진

입하는데 있어 경로 의존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연관된 새로운 경제활동에서 

이미 보유한 생산요소와 지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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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CA, Proximity 관련 선행연구 정리 

 

선행연구들의 함의를 스킬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스킬 공간(Skill Space)

로 가져오면 연관성이 높은 두 스킬은 획득과 사용에 공통의 지식, 업무환경, 

교육과정 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

과 같은 외부 충격이 없을 때, 직업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스킬은 현재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함께 쓰이고 있는 스킬로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첫번째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은 경로 의존성을 가진다. 

 

2.2. 기술에 의한 직업의 대체위협 

최근 머신러닝(ML), 인공지능(AI)과 로봇(MR)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에 의한 대량실업의 우려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 되었다. 먼저 (Frey 

 국 가 지 역 도 시 기 업 

제품 
Hidalgo et al. 

(2007) 
   

기술  
Boschma et al. 

(2012) 
 

Kim et al. 

(2021) 

스킬   
Alabdulkareem et 

al. (2018) 
 

직업   
Muneepeerakul R 

et al. (2013) 

F.Neffke 

(2019) 

산업  
F. Neffke et al. 

(2011) 
 

Neffke & 

Henn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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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borne, 2017)은 기술적 진보의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02개   

직업의 자동화 확률을 머신러닝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47%의 직업이 

높은 자동화 대체 위협에 포함 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숙련 노동자의 대체 뿐만 아니라 고숙련 전문직 또한 자동화로  

인한 대체 위협을 받는다는 예측을 보여준다. 반면 (Arntz et al., 2017; 

Nedelkoska & Quintini, 2018)는 직무 수준의 자동화 대체 위협 분석을 통해 

직업수준에서 측정된 자동화 위협은 과도하게 상향 편향된 예측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 노동자들이 직업에서 자동화 되기 어려운 직무들

에 특화되거나,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발전시키면서 자동화에 의

해 대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 하였다. (David, 2015)는 

하나의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투입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자동화로 인한 한 

부분의 생산성 향상이 다른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기술의 발전이 새

로운 서비스와 노동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은 없

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직업의 자동화 대체 위협에 대한 주장 중 후자의 주장

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

하는 취업자나 기존 종사자가 새롭게 생겨난 직업 또는 기존 직업의 변화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킬이 요구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

다.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스킬 변화에 대해서는 (Autor et al., 

1998; Krueger, 1993; Machin & Van Reenen, 1998)의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임금 불평등과 고학력 노동자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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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등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해 보여주었고, 이를 숙련 노동

자에게 편향된 기술적 변화(SBTC, 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라고 

표현하였다. (Şahin et al., 2014)은 미국의 대공황 이후 비어있는 일자리는 많

지만 실업률 또한 높아지는 현상을 고용주가 원하는 노동자의 역량은 변화하

였지만, 이 변화가 구직자가 가진 역량과 불일치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Bisello et al., 2019)은 유럽의 업무환경조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1995 ~ 2015년 사이에 컴퓨터화로 인해 일어난 직업내 직무 변화가 발생했

음을 다각도로 확인하였다. (Freeman et al., 2020)은 미국의 O.NET 설문과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미국의 2005년 대비 2015년 기술 변화에 따른 종합적

인 노동시장의 변화가 직업 내에서 요구하는 스킬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음

을 확인 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술 발전은 직업 내에서는 업무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스킬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AI와 MR로 대표되는 최근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용시장과 직업 내에서 요구하는 스킬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ML, AI 및 MR로 자동화에 

큰 영향을 받는 직업일 수록 가지고 있는 스킬의 변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

고,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을 통해 두번째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직업의 자동화 확률이 높을 수록 

직업에서 새로운 스킬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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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과 스킬의 양극화 

대부분의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중간 임금수준을 가진 직업

(Middle-wage Occupation)의 고용과 임금이 줄어들고, 낮은 임금수준의 직

업과 높은 임금수준의 직업으로 고용 구조가 양극화(Polarization)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고용 구조의 양극화에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

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Wood, 1995)는 선진국이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비용 

감소를 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낮은 임금의 저숙련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개도국으로 생산  시설을 위치시킨 뒤 자국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를 요하는  

제품생산 과정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 때문에 선진국 내에서 

저숙련 직업이 감소하고 고숙련 직업이 증가하는 고용 구조의 변화가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Borjas & Ramey, 1995)는 고용 구조의 변화를 국제무역의 영향만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고용 구조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SBTC(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Gregory et al., 2001)는 스킬 수준별 고용구조 변화의 원인 확인하기 위해 

국내 소비의 성장, 국제무역의 효과, 기술 변화를 주요 요인으로 가정하고 실

증 분석한 결과 국제무역은 스킬 수준에 구분되지 않는 영향을 보인 반면, 기

술변화는 고숙련 스킬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숙련 스킬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보였다. 하지만 SBTC를 통해 고용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중간숙

련 직종이 감소하고 고숙련 직종과 저숙련 직종이 증가하는 고용시장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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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한계점이 있었다. 

(Autor et al., 2006; David & Dorn, 2013; Goos et al., 2009)의 연구에서

는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가진 루틴(Routine)한 업무가 기술적 변화에 따라 

대체되기 쉬움을 강조하며, 루틴한 업무에 편향된 기술변화(RBTC, Routine 

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고용 구조에서 양극화가 확대되는 현상의 

원인 임을 보였다.  

(Alabdulkareem et al., 2018)은 미국의 스킬 공간(Skill scape) 구축을 통

해 노동자의 스킬이 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스킬과 육체감각적

(Physical-Sensory) 스킬로 양극화 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고, 미국 고용시

장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스킬의 양극화로 인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스킬

을 획득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의 양극화가 확대 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스킬의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기술   

발전이 직업 내의 스킬 발전에 경로의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번째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직업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은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되는 스킬의 경로 의존성을 증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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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2가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직자 조사’ 데이

터와 (Frey & Osborne, 2017)에서 제시된 직종별 자동화 대체 확률이다. 

3.1.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조사 데이터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직업별 스킬 중요도 연결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사용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 정

부기관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 전문기관으로 고용동향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각종 고용구조조사와 

직업조사를 통해 직업,진로지도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재직자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직업정보(이하 KNOW: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온라인 시스템1에서 제공하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치화 하기 위해 직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이다. 이 설문조사는 미국 O.NET(Occupation Network)의 조사   

설계를 벤치마킹하여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직업에 관한 전체의 

설문 항목을 ‘업무수행능력·가치관’, ‘지식·성격’, ‘업무환경·흥미’, ‘일반업무활동’

의 4가지 조사 영역으로 나누어 매년 다른 조사 영역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

고 있다. 

(Alabdulkareem et al., 2018)에서는 미국의 스킬 공간(Skill Scape) 구축

 

 

 
1 한국고용정보원 WORK.NET 홈페이지, http://www.work.go.kr/jobMain.do 

http://www.work.go.kr/jo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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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미국 O.NET의 설문조사 중 4가지 조사 영역(Ability, Skill, 

Knowledge, Work activity)에 속하는 161개 스킬의 직종별 중요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의 방법론을 따라서 한국의 재직자 조사 

영역 중 O.NET의 ‘Ability, Skill’에 해당되는 ‘업무수행능력’과 ‘Knowledge’

에 해당되는 ‘지식’, 2가지 조사 영역에 대한 직종별 중요도 데이터를 활용하

여 한국의 스킬 공간을 구축 하였다. (Alabdulkareem et al., 2018)에서 활용

한 조사   영역 중 ‘일반업무활동(Work activity)’을 제외한 이유는 데이터 

상 2016년, 2017년 2개년도만 조사되어 충분한 직종을 갖추지 못했고, 시기 

별 한국의 스킬 공간 변화를 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상 데이터의 한계가 있

었기 때문이다. 이외 재직자 조사 영역 중 ‘가치관, 성격, 흥미, 업무환경’은 

해당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성향과 수행하는  업무의 특

성을 설문한 내용으로 항목 간 중복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고, ‘업무수행능력, 

지식’   영역의 조합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개발 보고서(한국산업인력공단, 2003)에 의하면 

KNOW 재직자 조사 영역 중 ‘업무수행능력’ 영역은 미국 O.NET에서 2개의 

조사   영역(Skill, Ability)에 해당되는 87개 항목을 압축/통합하여 43개로 

항목으로 설계 되었다. 압축/통합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직능(Skill)을 기준

으로 능력(Ability)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신체적/감각적 능력(Ability)은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지식’ 영역은 미국 O.NET의 

‘Knowledge’, 33개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직자 조사 데이터 상 76개 스킬의 직종별 중요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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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O.NET KNOW 

조사 영역 항목 수  조사 영역 항목 수  

Skill, Ability 87개 업무수행능력 43개 

Knowledge 33개 지식 33개 

계 120개 계 76개 

[표 2] O.NET – KNOW 조사 영역 비교 

재직자 조사는 매 조사 차수 별로 국민 관심도, 종사자 규모, 중요도,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직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매 차수 동일한 

직업이 조사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로 한국의 스킬 공간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연도별 최신화 된 직업별 스킬 중요도 연결 자료가 

필요했다. 따라서 조사 연도 별로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재조사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신규 추가된 직업을 조합하여 전년도 데이터를 최신화 하

는 방식을 사용하여 각 연도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재직자 조사 연혁을 통해 각 영역의 조사 주기를 확인한 결과 3년 주기로 

연구에 필요한 2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최신화 됨을 확인 하였다. 이 중 

2003 ~ 2005년은 KNOW 재직자 조사 초기의 데이터로 484~505개 직종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기간의 653~792개에 비해 충분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2006년 재직자   

조사 데이터를 시작으로 3개 차수 데이터를 종합하여 3년의 기간을 포함하는 

직업-스킬 중요도 연결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총 4주기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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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직자 조사 연도별 조사 영역, 주기별 직업 수 

재직자 조사 절차 상 한 차수에 동일 직종별 3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여 

조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일 조사 차수 내 대부분의 직업에

서 직종별 30명 이상의 설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직업과 연결된 스킬 중

요도는 1에서 5의 값으로 측정되며 [표 3]에서 그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직종별 스킬 중요도의 대표 값을 얻기 위해 동일 직종에서의 개별 설문 항목

에 대해 중요도 평균값을 산출하여 해당 직업과 연결된 스킬 중요도 대표값 

으로 사용하였다.  

중요도 설명문 중요도 설명문 

1 중요하지 않다  4 아주 중요하다 

2 약간 중요하다 5 아주 많이 중요하다 

3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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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직자 조사 중요도 척도 

직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도/직업별 교육수준, 나이, 연봉 자료를 

재직자 조사 데이터에서 확인하여 추가 하였다. 직업별 교육수준은 2009년부

터 설문조사 되었으며, 재직자 조사에서 직업별 교육수준을 조사한 기준은 

[표 4]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조사 차수 내에서 동일 직업 종사자들에

게 조사된 최종학력을 최소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평균값을 직종별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나이와 연봉 또한 재직자 조사의 같은 조사 차수 내에서 동일  

직업 종사자들에게 조사된 나이와 연봉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대표값으로 사용

하였다. 

변수명 변수값 변수값 설명 교육연수 

최종학력 

1 중학교 졸업 이하 9년 

2 고등학교 졸업 12년 

3 2~3년제 대학교 졸업 14년 

4 대학교 졸업(4년제) 16년 

5 대학원 석사 졸업 18년 

6 대학원 박사 졸업 23년 

[표 4] 직업별 최종학력 

 

3.2.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 

기술발전에 의한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은 (Frey & Osborne, 2017)의 

부록 A에 수록 되어있는 2010년 기준 미국의 직종별 자동화 대체 확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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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직종과 매칭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의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

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세움, 2015; 오호영 et al., 2016)등의 연구에서 이

루어 졌다. 위 연구는 (Frey & Osborne, 2017)이 제시한 직종별 자동화 대

체 확률을 한국의 직업과 매칭하여 사용하여 한국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이는 미국의 직종별 속성을 바탕으로 산출된 자동화 확률이기 때문

에   한국의 국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세계화로 국가 간 장벽이 약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인된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 도입은 국가 

간   시차는 존재할 수 있으나 보편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Frey & Osborne, 2017)에서 제시한 미국의 직종별 자동화 확률을 사용하

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직업코드 매칭을 위해 서로 다른 직종 코드들을 연결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Frey & Osborne, 2017)의 직종 구분은 2010년 미국 

SOC(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고용

정보원의 재직자 조사 직종 구분은 한국고용직업분류(이하 KECO : Korea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조사 직업

명을 세분화하여 이루어 졌다. 2010년 미국 SOC는 2008년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를 기준으로 만들

어졌고, 같은 기준의 한국의 직종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이하 KSCO :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이다. 따라서 ISCO를 통해 

SOC와 KSCO를 연결하고, KSCO와 KECO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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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직업식별코드의 직종별 분류 수준은 국가별 특성, 분류 목적상 

특성 등으로 인해 이질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연구 목적상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재직자 조사 직업식별코드(이하 KNOW)와 미국 SOC의 매칭에서 

하나의 KNOW 직업 상 여러 개의 미국 SOC가 매칭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

의 직종이 여러 개의 (Frey & Osborne, 2017) 직종별 자동화 대체 확률과 

매칭 되었다. 매칭된 자동화 대체 확률에서 대표값을 정하기 위해 매칭된 직

종들을 비교한 결과 KNOW에서 동일 직종으로 매칭된 SOC 직업들은 직업명, 

종사 분야가 다를 뿐 유사한 업무 형태와 요구 능력을 가진 직업들이었다. 예

를 들면 KNOW의 ‘통계 및 설문 조사원(2256)’은 SOC에서 회계 사무원, 통

계 보조원, 대출 사무원, 사회과학조사원 등과 매칭되었고, ‘안내 및 접수 사무

원(2310)’은 호텔 컨시어시, 전화 안내원, 접수 및 안내 사무원 등과 매칭되

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유사한 직종에서 자동화 대체 확률은 시

간 차이만 있을 뿐 해당직종에서 범용적인 기술 적용 또는 기술에 맞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 포괄적인 자동화 대체 위협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

다. 때문에 KNOW 직종코드에 매칭된 자동화 대체 확률 중 최대값으로 대표

값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직업별 자동화 확률 매칭 결과, 부록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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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연구 방법은 크게 2가지 이다. 먼저 한국에서의 스킬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주기별 스킬 공간을 구축을 위해 (Alabdulkareem et 

al., 2018)에서 미국의 Skill scape를 구축한 방법론을 인용 하였다. 그리고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로 대표되는 기술의 위협이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하

는 스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uang & Zhu, 2020)에서 중국의 

지역별 이질적인 환경규제가 지역이 새로운 산업 진입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Probit 모델을 활용 하였다.  

4.1. 한국의 스킬공간 구축  

한국의 스킬 공간을 구축에는 재직자 조사 자료를 통해 구축한 연도별 

KNOW 직업-스킬 중요도 연결 데이터를 사용한다. KNOW 직업-스킬 연결 

데이터 상 중요도(importance)는 1~5 수준으로 측정된다. 이를 0~1 수준으

로 전환하여 사용하며, 이를 표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스킬 𝑠 ∈ 𝑆 가 직

업 𝑗 ∈ 𝐽  에서 가지는 중요도는 𝐾𝑁𝑂𝑊(𝑗, 𝑠) ∈ [0, 1]  이며, 𝐾𝑁𝑂𝑊(𝑗, 𝑠) = 1   

일 때, 스킬 s는 직업 j에서 필수적인 스킬 임을 의미하고, 𝐾𝑁𝑂𝑊(𝑗, 𝑠) = 0

이면 불필요한 스킬 임을 의미한다.  

재직자 조사는 한 직업에서는 76개의 모든 스킬과 지식에 대한 중요도가 

조사되며, 이 스킬에는 시력, 청력, 읽고 이해하기 등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

로 쓰이는 스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한 직업 안에서 전체 직업과 비교

하여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스킬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사용하였다. 직업 j 에

서 스킬 s가 가지는 비교우위를 𝑟𝑐𝑎(𝑗, 𝑠)로 표기하며,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 

(1)과 같다. 

𝑟𝑐𝑎(𝑗, 𝑠) =  
𝐾𝑁𝑂𝑊(𝑗 ,   𝑠) ∑ 𝐾𝑁𝑂𝑊(𝑗 , 𝑠′)𝑠′∈𝑆⁄

∑ 𝐾𝑁𝑂𝑊(𝑗′ ,   𝑠)𝑗′∈𝐽 ∑ 𝐾𝑁𝑂𝑊(𝑗′,   𝑠′)𝑗′∈𝐽, 𝑠′∈𝑆⁄
  ...... (1) 

 

𝑟𝑐𝑎(𝑗, 𝑠)는 직업 j에서 스킬 s가 가지는 중요도를 전체직업에서 스킬 s가 

가지는 중요도를 통해 표준화 한 수치 이다. 따라서 𝑟𝑐𝑎(𝑗, 𝑠)  > 1일 경우 스

킬 s는 전체 직업 대비 직업 j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는 의미로, 스킬 s는 

직업 j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직업 j의 스킬에서 𝑟𝑐𝑎(𝑗, 𝑠)  > 1 

인 스킬 s는 해당 직업에서 다른 직업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쓰이고(Effective 

use)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 j에서 효과적인 사용되는 스킬 s을 𝑒(𝑗, 𝑠)로 표

기하고 𝑟𝑐𝑎(𝑗, 𝑠) > 1 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하였다.  

한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스킬을 기준으로 두 스킬이 동시에 한 직업

에서 등장 한다는 것은 두 스킬이 해당 직업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쓰임을 의미

한다. 서로 다른 두 스킬의 상호 보완성(Skill complementarity)은 𝜃(𝑠 ,  𝑠′) 

로 표기하고 전체 직업에서 한 스킬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두 스킬이 동시에 쓰이는 횟수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스킬이 

한 직업에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조건부 확률의 최소값을 의미하고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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𝜃(𝑠 ,  𝑠′) =  
∑ 𝑒(𝑗,𝑠)  ∙  𝑒(𝑗,𝑠′)𝑗∈𝐽

max (∑ 𝑒(𝑗 ,   𝑠)𝑗∈𝐽 ,∑ 𝑒(𝑗 ,   𝑠′)𝑗∈𝐽 )
 ...... (2) 

 

위 방법을 재직자 조사 설문결과에서 구축한 4개 주기 직업-스킬 중요도 

연결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기에 따라 두 스킬 간의 상호보완성

을 산출하여 총 4개 주기의 한국 스킬 공간(Skill space)을 구축 하였으며, 

그 결과는 5장에 서술 하였다. 

 

4.2.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의 경로의존성에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이 미치는 영향 

(Huang & Zhu, 2020)은 중국의 지역별로 새로운 산업 진입하는데 있어 가

지게 되는 경로 의존성이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완화 됨을 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Probit 모델을 통해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의 Probit 모델을 활용하여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이 직업에서 획득

하는 새로운 스킬 획득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2장 문헌조사를 통해 설정한 가설은 아래 세 가지 이다. 

가설 1.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되는 스킬은 경로 의존성을 가진다. 

가설 2.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을 수록 직업에서 새로운 스킬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설 3.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로 대표되는 직업의 대체 가능성은 직업 

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의 경로 의존성을 증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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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회귀분석 모델을 구축 하였으며, [그림 2]는 

이를 도식화한 내용이다. 스킬 획득의 경로 의존성, 직업의 자동화 대체 가능

성이 새로운 스킬 획득에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직업의 자동

화 대체 가능성은 스킬의 경로 의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림 2] 직업에서 새로운 스킬 획득에 대한 모델링 

 

위 모델링 기반으로 스킬 획득의 경로 의존성,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고, 직업과 연도의 고정효

과(Fixed effect)를 반영한 Probit 모델을 아래 (3)과 같이 설정 하였다. 

 

𝑈𝑖,𝑎,𝑡+3 = 𝛽0 + 𝛽1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 + 𝛽2𝐶𝑜𝑚𝑝𝑢𝑡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 𝛽3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 ∗

𝐶𝑜𝑚𝑝𝑢𝑡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  𝜷𝟒𝑿𝒊,𝒕 + 𝜃𝑡 + 𝜇𝑖 + 𝜀𝑖,𝑡 ... (3) 

 

종속변수인 𝑈𝑖,𝑎,𝑡+3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지게 되며, 직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스킬의 변화를 Developing(획득)과 Keeping(유지)으로 나누어 분석

을 진행하였다. 먼저 Developing에서 𝑈𝑖,𝑎,𝑡+3는 직업 i에서 t년도에는 비교우

위가 없었지만 t+3년도 비교우위를 가지는 스킬 a를 의미하며, 스킬 a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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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보유하게 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t+3년도에 직업 i

에   추가된 스킬이 2개 이상인 경우, t년도에 직업 i가 보유한 스킬이 모두 

추가된 스킬들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즉, [ 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 , 𝑈𝑖,𝑎,𝑡+3 ], 

[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𝑏,𝑡, 𝑈𝑖,𝑏,𝑡+3]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된다. Keeping에서 𝑈𝑖,𝑎,𝑡+3 은 직

업 i에서 t년도에 비교우위가 있는 스킬 a가 t+3년도에도 비교우위가 유지되

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그림 3] Developing, Keeping에 대한 도식화 

 

가설 1에서 경로 의존성의 의미는 새롭게 획득되는 스킬이 직업에서 이미 

보유한 스킬과 연관성이 높은 스킬이라는 것이다. 스킬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측정이 필요했다. (Boschma et al., 2012; Hida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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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제품과 산업의 연관성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한 

밀도(Density)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밀도를 한 

스킬과 직업의 종합적인 스킬 간 연관성을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로 표기하고 직업 i 에서 t년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합

적인 스킬과 스킬 a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하였다. 

산출 공식은 아래 (4)와 같다. 

 

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  =  
∑ 𝜃𝑎,𝑏,𝑡𝑈𝑖,𝑏,𝑡𝑏

∑ 𝜃𝑎,𝑏,𝑡𝑏
  ...... (4) 

 

위 공식에서 𝜃𝑎,𝑏,𝑡 는 t년도에 스킬 a와 b의 상호보완성 값 이다. 𝑈𝑖,𝑏,𝑡 는   

t년도 직업 i에서 스킬 b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여 비교우위를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의 값을 가진다. (4)의 공식을 통해 산출되는 

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는 t년도에 스킬 a가 전체 스킬과 가지는 상호 보완성을 기준으로 

직업 i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스킬과 상호보완성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t년도에 직업 i가 가진 종합적인 스킬과 스킬 a의 연관성 수치이다.  

가설 2 의 직업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은 앞서 3장 2절에서 설명한 한국의 

직업별 자동화 대체 확률을 사용하며, 이를 𝐶𝑜𝑚𝑝𝑢𝑡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로 표기 하였

다.  

가설 3은 모델의 세번째 항인 상호작용항( 𝑑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𝑎,𝑡 ∗

𝐶𝑜𝑚𝑝𝑢𝑡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을 통해 상호작용

항이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유의  하다면, 직업에 자동화 대체 위협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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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직업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스킬을 바탕으로 연관된 스킬을 요구할 가능

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이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유의 

하다면 직업에 자동화 대체 위협이  있을 때 직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스킬

은 기존에 사용되는 스킬과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𝑿𝒊,𝒕는 통제변수로 독립변수 외 새로운 스킬 획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요소를 가정하여 t년도 직업 i의 평균 교육수준, 평균 연령, 평균 연봉을 

사용하였다. 관찰되지 않는 연도별, 직업별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두가지   

고정효과를 회귀분석 방정식에 추가하였다. 𝜃𝑡 는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 𝜇𝑖는 직업고정효과(Occupation fixed effect)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𝜀𝑖,𝑡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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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과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의 2008 ~ 2017년 주기별 스킬 공간 비교를 통해 

변화하는 스킬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 고정 효과를 반영한 

Probit 모델을 사용하여 직업의 새로운 스킬 획득에 직업에서 이미 보유한 스

킬을 바탕으로 한 경로 의존성과 기술에 의한 직업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5.1. 한국의 스킬 공간 변화 

 

[그림 4] 한국의 스킬 공간 구축 

(A) 직업은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의 스킬 조합을 통해 식별될 수 있으며,  직업을 통

로로 서로 다른 스킬들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 스킬들 간의 연결은 직업 안에서 공통

적으로 등장 할 확률을 기준으로 한다. (B) 다른 두 스킬 간의 상호보완성 분포를 보

여준다. (C) 스킬의 상호보완성 𝜃 > 0.4를 시각화 임계치로 두고 구축한 2008년 한국

의 스킬 공간이다. 네트워크 상 점(Node) 들은 76개의 스킬을 의미하고, 스킬들을 

연결한 선(Link)은 두 스킬 간의 상호 보완성을 의미한다. 각 노드의 색은 스킬의 분

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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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는 2008년 한국의 직업-스킬 중요도 연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

킬 간의 연관성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각 점(Node)는 76개의 스킬을 의미

하고, 각 점의 색은 스킬의 분류를 의미한다. 76개의 스킬 중 ‘업무수행능력’

에 해당되는 스킬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김한준, 2012)를 인용 하여 

인지적 능력(Cognitive), 기술적 능력(Technical), 사회적 능력(Social), 육

체/감각적 능력(Physical) 4가지로 구분하였고, ‘지식’에 해당되는 스킬은 ‘지

식(Knowledge)’ 하나의 분류로 포함시켜 76개 스킬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한 쌍의 스킬을 연결한 선(Link)는 두 스킬 간 상호보완성을 의미하며, 수치

에 따라 굵기로 구분하였다. 

(Alabdulkareem et al., 2018)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는 직업의 

양극화 현상을 스킬의 양극화 현상을 통해 설명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스킬 

간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Louvain 알고리즘을 통해 모듈성(Modularity)

이 최적화된 스킬 집단을 확인한 결과, 스킬들이 2개 집단을 형성하였고, 집

단을 구성하는 스킬의 특성에 따라 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스킬과 육

체감각적(Physical-Sensory) 스킬로 분류하였다. 위 분류를 2008년 한국의 

스킬 공간에서 확인한 결과를 [그림 5]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스킬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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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회인지적 스킬 / 육체기술적 스킬 분류 

 

3장에서 설명 하였 듯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08년부터 3년 주기

로 4개 시기의 한국의 직업-스킬 연결 데이터 이다.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기별 4개의 한국 스킬 공간을 구축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6]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스킬 공간은 시기 별로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시기

에 따라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스킬 셋(Skill Set)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2008년과 2011년의 경우 ‘사회인지적 스킬’과,   

‘기술육체적 스킬’이 각각 2개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가, 2014년과 2017년 스

킬공간에서는 2개의 집단에서 ‘지식 스킬’ 집단이 분리되어 나와 3개의 집단

을 형성하고 있다. (Blondel et al., 2008)의 Louvain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최적화 집단 개수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부록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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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기별 한국의 스킬 공간 

 

다음은 스킬 공간의 시기별 변화 특성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2개 시기 

별로 스킬 공간을 비교 분석 하였다. 먼저 2008년과 2011년 한국의 스킬   

공간을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두 시기의 차이점은 같은 상호보완성 시각

화 임계치 𝜃 > 0.4를 기준으로 구축된 두 스킬 공간에서 스킬들을 연결하는 

링크의 수가 증가하였고, 2008년에 존재했던 링크 또한 상호보완성 크기를 보

여주는 링크 굵기가 2011년 공간 상에서 두꺼워 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8년과 2011년의 스킬 공간에서 구분되는 스킬 집단을 기술육체적 스킬 

집단(이하 TP)과 사회인지적 스킬 집단(이하 SC)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각의 집단에 안에서 많은 링크가 생겨나고 스킬 간의 상호보완성이 커짐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직업 안에서 함께 사용되는 스킬 셋의 변화가 이미 형성

된 집단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Alabdulkar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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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스킬 획득함에 있어 이미 노동자가 효과적

으로 쓰는 스킬과 연관된 집단 내의 스킬을 획득하게 된다는 주장과 같은 의

미를 가지는 결과이다.  

  

[그림 7] 2008 - 2011년 한국의 스킬공간 

 

2014년과 2017년 한국의 스킬 공간을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 -2011년의 스킬 공간과 비교했을 때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지식’

에 해당되는 스킬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며, 양극화(Polarization)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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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화(Tripartite)되는 스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관측은 과거에 

비해 한 직업에서 다수의 지식이 동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8] 2014 - 2017년 한국의 스킬 공간 

이어서 2014년과 2017년의 한국 스킬 공간을 비교하였을 때 두 공간의 링

크 변화를 크게 세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는 지식 집단(이하 K)과 SC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증가하였다. 두번째는 SC와 TP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감소하였다. 세번째는 TP 안에서 스킬 간의 상호 보완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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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7년 스킬 공간에서의 변화는 SC와 TP 사이에 존재하는 양

극화가 심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직업에서 다수의 TP 

스킬이 필요한 경우가 줄어들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TP 스킬이 단순화 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관측은 RBTC(Routine Biased Technological Change)

를 주장한 연구들에서 컴퓨터화(Computerization)가 루틴(Routine)한 직무

들   대체하며 컴퓨터화 하기 어려운 비정형화된 Cognitive, Manual 업무를 

보완하는 노동자 수요를 증가 시킨다는 주장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Bisello et al., 2019)가 유럽에서 컴퓨터화의 영향으로 직업내 변화인 물리적 

업무가 감소하고 사회적 업무와 문제해결 업무가 증가했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Freeman et al., 2020)는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자동화, 컴퓨터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고용구조의 변화보다 직업 내에

서 수행하는 업무를 변화시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킬들을 변화 시켰음

을 보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스킬 공간 변화에  

머신러닝(ML), 인공지능(AI)과 로봇(MR)의 발전에 의한 기술 변화가 영향

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08 ~ 2017년 한국의 스킬 공간 변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해보면, 직업에서 필요한 스킬 셋의 변화가 이미 형성된 스킬 집단을   

기준으로 연관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스킬 공간 변화에 ML, AI, 

MR의 발전에 의한 자동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직업의 스킬 변화에 직업에서 이미 보유한 스킬과 기술에 의한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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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직업내 스킬 획득의 경로의존성과 직업의 자동화 

가능성이 스킬 획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 

5.2.1. 직업별 예시 시각화 

 회귀분석에 앞서 가설 1 에 설정한 스킬 획득의 경로 의존성을 시각

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그림 9]는 2008년과 2011년 한국의 스킬 공간    

위에 축산업자(23250)와 스포츠 감독 및 코치(12610)가 시기별 비교우위를 

가지는 스킬들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점이 해당 시기에 

한 직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스킬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2008년과 비교

해 2011년에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직업별 스킬 획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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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쪽 그림은 ‘축산업자’가 2008년과 2011년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스

킬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농촌진흥청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기 축산업의 

변화는 가축의 관리에 IT 기술 적용, 가축용 사료 제조 및 평가에 새로운 공

학적 기술의 적용, 시장 수요의 다양화로 생산제품 다양화 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자가 새롭게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스킬은 5가지

로 기술설계(AQ28), 조직체계 분석 및 평가(AQ37), 공학과 기술(CQ10), 

산수와 수학(CQ14), 상품제조 및 공정(CQ7) 이다.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1년 새롭게 획득한 스킬 주변에는 이미 보유한 스킬들이 가까이 위

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쪽 그림의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경우도 2011년 새롭게 획득한 스

킬 주변에 2008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스킬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획득한 스킬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추리력(AQ11), 문

제해결(AQ21), 기술분석(AQ27), 기술설계(AQ28), 장비선정(AQ29), 기억

력(AQ9), 사회와 인류(CQ19), 의사소통과 미디어(CQ32) 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스킬의 획득은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 훈련과 경기 전략수립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미디어의 다양화로 스포츠가 하

나의 컨텐츠 산업 분야로 발전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 직업 예시들을 통해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들이 이미 보유한 스

킬들과 연관되어 경로의존성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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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기초통계량, 상관관계표 

회귀분석을 위해 2011년, 2014년, 2017년도 각각의 직업-스킬 중요도 연

결데이터를 Box-Cox 전환 및 표준화(Standardization) 한 뒤 집적(Pooled)

하였다. 그리고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및 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는 상호작용분석을 위해 

Mean 값 만큼 평행이동 하였다. 종합적으로 종속변수 Developing을 기준으

로 한 기초통계량을 [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기초 통계량(Developing 기준) 

 

변수간의 상관관계표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확인결과 모든 변수가 1에 근접

한 값을 보였다.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1.083, 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1.472, 𝐴𝑔𝑒𝑖,𝑡 : 

1.311, 𝐸𝑑𝑢𝑐𝑎𝑡𝑖𝑜𝑛𝑖,𝑡 : 2.294, 𝐼𝑛𝑐𝑜𝑚𝑒𝑖,𝑡 : 1.467) 

 
[표 6] 상관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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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회귀분석 결과 

 

[표 7] 회귀분석 결과 

다중 고정효과를 반영한 Probit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종속변수 Developing의 결과를 𝑀𝑜𝑑𝑒𝑙 (1)~(3)에서 확인할 수 

있고, 𝑀𝑜𝑑𝑒𝑙 (4)~(6)은 종속변수 Keeping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𝑀𝑜𝑑𝑒𝑙 (1)~(3)에서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t년도 직업에서 이미 보유한 스킬과 연관성이 높을 수록 t+3년에 획득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에서 스킬 획득에 경로 의존성이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가설 1 )  

𝑀𝑜𝑑𝑒𝑙 (3)에서는 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을 수록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가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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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호작용항인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 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은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보여준다. 이는 직업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직업 안에서 스킬 획득의  

경로 의존성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3 )   

세가지 통제 변수 중 스킬 획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준 것은 

𝐸𝑑𝑢𝑐𝑎𝑡𝑖𝑜𝑛𝑖,𝑡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새로

운 스킬 획득을 위한 한계비용이 상승하여 새로운 스킬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종속변수 Keeping의 결과인 𝑀𝑜𝑑𝑒𝑙 (4)~(6)에서도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스킬을 획득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효과

의 크기가 작음을 보여준다. 𝑀𝑜𝑑𝑒𝑙 (6) 에서 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이미 보유한 스킬을 유지하는데 자동화 대체 위협

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상호작용항인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

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데,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스킬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상호작용항이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결과는 연관성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킬 유지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두가지 통제 변수는 𝐴𝑔𝑒𝑖,𝑡 와 

𝐼𝑛𝑐𝑜𝑚𝑒𝑖,𝑡 이다. 이는 나이가 높을수록 노하우 축적으로 이미 보유한 스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연봉이 높을 수록 해당 스킬을 유지함으로

써 얻는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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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를 세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직업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스킬

은 이미 보유한 스킬과 연관성이 높은 스킬로서 직업에서 스킬 획득이 경로의

존적 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에 의한 직업의 대체 위협은 새로운 스킬 획

득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대체 위협이 높은 직업일 수록 

새로운 스킬 획득에 있어 경로의존성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5.2.3. 추가분석 : 사회인지적 스킬 의존도 기준 직업 구분 

추가 분석으로 직업이 얼마나 사회인지적 스킬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직업을

구분하고 이질적인 스킬 획득 뱡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Alabdulkareem et 

al., 2018)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회인지적 스킬 의존도(Socio-

Cognitive Skill Dependency)’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위 연구에서 사회인

지적 스킬 의존도는 한 직업 i에서 측정된 전체 스킬의 중요도 대비 사회인

지적 스킬 중요도의 비율을 의미하고, 𝑆𝐶_𝑑𝑒𝑝𝑒𝑛𝑑𝑒𝑛𝑐𝑦𝑖로 표기 하였다. 산출 

공식은 아래 (5)와 같다. 

𝑆𝐶_𝑑𝑒𝑝𝑒𝑛𝑑𝑒𝑛𝑐𝑦𝑖 =  
∑ 𝐾𝑁𝑂𝑊( 𝑖, 𝑠)𝑠∈𝑆𝑜𝑐𝑖𝑜𝑐𝑜𝑔𝑖𝑛𝑖𝑣𝑒

∑ 𝐾𝑁𝑂𝑊( 𝑖, 𝑠)𝑠∈𝑆
 ...... (5) 

 

직업별 𝑆𝐶_𝑑𝑒𝑝𝑒𝑛𝑑𝑒𝑛𝑐𝑦𝑖의 Low, Medium, High를 나누는 기준은 각 그룹

의 샘플의 수를 같게 하는 값(Rule of thumb)으로 하였으며(L < 0.635, 0.635 

=< M < 0.715, H =< 0.715), Sample 그룹별 회귀분석 결과를 [표 8]에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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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회인지적 스킬 의존도에 따른 Sample Split 결과 

 

먼저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는 스킬의 획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인지적 스킬 의존도에 

따른 직업 구분과 무관하게 스킬 획득과 유지에는 이미 보유한 스킬들이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별로 획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해 보면 Low 그룹에서는  𝐷𝑒𝑛𝑠𝑖𝑡𝑦𝑖,𝛼,𝑡 가 스킬의 획득보다는 유지에 더 큰 

효과를 가지는 반면, Medium과 High 그룹에서는 스킬의 유지보다 획득에 더 

큰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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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𝑜𝑚𝑝𝑢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𝑏𝑖  는 High 그룹에서만 스킬 획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기술발전에 연관된 스킬이 사회인지적 

스킬 임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의 자동화 대체 위협 상황에서 사회인지적 스킬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직업은 이미 보유한 스킬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킬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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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계점 

본 논문의 결과와 기여를 세가지로 요약해보면, 첫번째는 시기별 한국의 직

업-스킬 중요도 연결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킬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 한국의 

스킬 공간을 구축하고 시기별 연관성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직업에서 스킬 간의 연관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이미 연관된 스킬 

집단 내에서 발생함을 보였다. 두번째는 직업, 직무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직

업의 자동화 대체 위협에 대하여 직업을 구성하는 스킬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ML, AI, MR 발전에 의한 직업의 컴퓨터화, 자동화가 스킬의 획득

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세번째로 직업의 스킬 획득과 유지에는 이미 

보유한 스킬을 기반으로 하는 경로의존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술에 

의한 직업의 자동화 대체 위협이 스킬 획득의 경로의존성을 강화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번째 연구결과는 직업에서의 스킬 발전이 이미 보유한 스킬과 가까

운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동화, 

컴퓨터화에 의한 직업의 대체 위협 상황에서 직업내 스킬 획득이 다양한 경로

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경로의존성이 강화되는 영향을 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2016년 WEF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주창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기존 산

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 상

황을 거치며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확산은 필요 인적 역량

의 변화, 조직구조의 변화 등 고용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편승하지 못한 노동자는 기술적 실업에 내몰릴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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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장의 추가 분석에서 ‘사회인지적 스킬 의존도’가 높은 직업군에서만 스킬  

획득에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

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새로운 기술 발전과 닿아있는 

역량을 지닌 노동자는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킬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획득하지 못하여 단순 서비스 직종으로 밀려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기회의 격차는 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고용시장에서 취업과 직업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한 역량의 불일치(Mismatch)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용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역량 발전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개척(Path Breaking)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제도적, 사회적 해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두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한국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는 점에서 모든 직업에 해당하는 모든 스킬을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점

이 존재한다. 두번째로 (Frey & Osborne, 2017)에서 제시된 직업별 자동화 

확률은 2010년 미국의 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데이터를 본 연

구에 적용함에 있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별 자동화 대체 가능성을 반영

할 수 없었다. 또한 미국 직업별로 산출된 자동화 대체 가능성 데이터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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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미국의 직업별 자동화 대체 

가능성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먼저 (Frey & Osborne, 2017)의 연구 결과

가 특정 시점에서 위협을 예상하기 보다 20~30년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해 예

측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Frey & Osborne, 2017)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국가의 연구들에서 미국의 직업별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글로벌 경쟁 시장 안에서 보편적인 수용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위 주장을 수용하여 (Frey & Osborne, 2017)의 직업별 

자동화  가능성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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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에서의 시사점 

한국의 안보환경은 강대국을 주변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군사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휴전상

태에 있는 북한이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능력을 강화하

기 위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잠

수함 전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2006년 시행된 국방개혁법은 위와 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 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 하였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년 주기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전력을 증강하고 병력감축과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조직으로 개혁하는 과정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국방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조직 변화를 추구하며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직책 

경험이나 병과 등의 포괄적인 기준 보다 세부적인 역량을 기준으로 인력 운영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역량은 본 연구에서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첨단기술과 현대화된 장비가 주축이 되는 군 조직으로의 

변화는 군 인력이 가지는 역량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확인한 사실은 새로운 역량의 획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로의존성이 있다는 점이므로, 군 조직의 변화과정에서 전투력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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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배치에 있어 각 직

책에 따라 필요한 역량 또는 필요한 역량에 가까운 역량을 지닌 인력이 배치

되어야 요구되는 전투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간에서 활용되는 역량에 군 안에서 특수하게 활용되는 역량

을 포함하여 연관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킬 공

간 구축과 Density 측정 방법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역량 중심의 인력운영을 기준으로 국방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되어

야 하는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로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과 함께 군 인력의 역할과 직무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집약형 군 조직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인적 역량들을 식별하고   

현재 인력의 역량을 고려하여 전환이 가능한 인력들을 재교육훈련(Reskilling) 

후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정 기간 안에 군 인력을 재교육훈련 하기 

어려운 역할과 직무의 경우 외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두번째는 재교육훈련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다. 현재 군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훈련은 군에서 이미 사용되는 역량 안에서 다음 계급이나 직책에   

수행되는 임무에 해당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진다. 하

지만 기술집약적 군 조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역량은 이미 군  

인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연관성이 낮을 수 있다. 현재 군에서 운영되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과정은 교육 구성과 교관 등이 기존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고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소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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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미 소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시행하

고 있으나, 다수의 군 인력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유연한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가 가능해야 

하며 다수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방안 중   

하나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에듀테크 시장을  

활용하는 것 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교육과정의 성과에 대한 개인 인센티

브 제도를 운영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역할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 획

득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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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가. 한국 직업별 자동화 확률 매칭 결과 

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1111 행정부고위공무원 Senior Executives 0.25 L 

1112 국회의원 Legislators 0.25 L 

1120 기업고위임원(CEO) Chief Executives 0.16 L 

1212 기획·홍보 및 광고관리자 Public Relations and 

Fundraising Managers 

0.039 L 

1221 금융관리자 Financial Managers 0.16 L 

1222 보험관리자 Insurance Managers 0.16 L 

1290 시장 및 여론조사관리자 Marketing Managers 0.014 L 

1291 부동산 및 임대업관리자 Real estate and rental 

business Managers 

0.014 L 

1311 유치원 원장 및 원감 Education Administrators, 

Kindergarten 

0.01 L 

1312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Education Administrators, 

Elementary School 

0.01 L 

1313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Education Administrators, 

Secondary School 

0.01 L 

1314 대학교 총장 및 대학학장 Education Administrators, 

University and College 

0.01 L 

1320 연구관리자 Research managers 0.0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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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1331 경찰관리자 Police managers 0.25 L 

1332 소방관리자 Firefighting managers 0.25 L 

1333 교도관리자 Prison manager 0.25 L 

1334 사회복지관련관리자 Social and Community 

Service Managers 

0.16 L 

1341 보건의료관련관리자 Medical and Health 

Services Managers 

0.0073 L 

1410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 Construction Managers 0.25 L 

1430 정보통신관련관리자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0.035 L 

1440 제품생산관련관리자 Industrial Production 

Managers 

0.03 L 

1510 운송관련관리자 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Managers 

0.59 M 

1521 영업 및 판매 관리자 Sales Managers 0.25 L 

1531 환경·청소 및 경비관련관리

자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s 

0.75 H 

1540 호텔관리자 Hotel Managers 0.25 L 

1545 여행관련관리자 Travel managers 0.25 L 

1550 레스토랑지배인 Food Service Managers 0.083 L 

1600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Art, Design, and Broadcast 

Managers 

0.25 L 

2111 노무사 Labor Relations Specialists 0.4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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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2112 인적자원전문가 Human Resources 

Specialists 

0.47 M 

2113 헤드헌터 Headhunters 0.47 M 

2120 경영컨설턴트 Management Analysts 0.13 L 

2121 기업인수합병전문가(M&A

전문가) 

Mergers and acquisitions 

Specialists 

0.13 L 

2130 회계사 Accountants 0.99 H 

2150 세무사 Tax Preparers 0.99 H 

2161 광고기획자 Advertising Planners 0.61 M 

2171 시장 및 여론조사전문가 Survey Researchers 0.23 L 

2181 행사기획자 Event Planners 0.037 L 

2182 회의기획자 Meeting, Convention 

Planners 

0.037 L 

2184 공연기획자 Performance Planners 0.037 L 

2191 관세사 Cargo and Freight Agents 0.99 H 

2192 물류관리전문가 Shipping, Receiving, and 

Traffic Specialists 

0.98 H 

2193 감정평가사 Appraisers 0.98 H 

2194 보석감정사 Jewelry Appraisers 0.98 H 

2196 문화재감정평가사 Cultural property 

Appraisers 

0.98 H 

2210 회계사무원 Accounting and Auditing 

Clerks 

0.9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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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2220 경리사무원 Accounting and Auditing 

Clerks 

0.98 H 

2240 인사 및 노무사무원 Human Resources 

Assistants 

0.9 H 

2241 자재관리사무원 Stock Clerks and Order 

Fillers 

0.98 H 

2242 생산관리사무원 Production, Planning, and 

Expediting Clerks 

0.88 H 

2243 총무사무원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Workers 

0.98 H 

2244 교육 및 훈련사무원 Education and Training 

Clerks 

0.9 H 

2252 통계사무원 Statistical Assistants 0.99 H 

2253 경영기획사무원 Management planning 

clerks 

0.98 H 

2254 마케팅사무원 Marketing Clerks 0.98 H 

2255 광고 및 홍보사무원 Advertising Clerks 0.98 H 

2256 통계 및 설문조사원 Surveyor 0.99 H 

2261 항공운송사무원 Air transport Clerks 0.96 H 

2262 철도운송사무원 Railroad transportation 

Clerks 

0.96 H 

2263 도로운송사무원 Road transport Clerks 0.96 H 

2264 수상운송사무원 Water transportation 0.9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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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Clerks 

2265 출입국심사관 Immigration Officers 0.94 H 

2270 무역사무원 Trade Clerks 0.99 H 

2281 행정공무원 Administrative official 0.95 H 

2282 외교관 Diplomats 0.25 L 

2284 정부정책기획전문가 Government policy 

planning Experts 

0.23 L 

2285 조세행정사무원 Tax administration Clerks 0.99 H 

2286 관세행정사무원 Customs administrative 

Clerks 

0.098 L 

2287 병무행정사무원 Military administration 

Clerks 

0.94 H 

2288 입법공무원 Legislative public Officials 0.95 H 

2310 안내 및 접수사무원 Receptionists and 

Information Clerks 

0.97 H 

2320 고객상담원 Correspondence Clerks 0.96 H 

2325 상품기획자 Product Planners 0.61 M 

2410 일반비서 Secretaries 0.98 H 

2415 영업관리사무원 Sales management Clerks 0.98 H 

2420 사무보조원 Library Assistants 0.99 H 

3111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Financial Analysts 0.98 H 

3112 신용분석가 Credit Analysts 0.9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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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3120 금융자산운용가 Property, Real Estate, and 

Community Association 

Managers 

0.97 H 

3131 증권중개인 Securities Brokers 0.075 L 

3132 선물거래중개인 Futures Brokers 0.075 L 

3140 보험계리사 Actuaries 0.98 H 

3150 손해사정인 Insurance Underwriters 0.98 H 

3190 외환딜러 Currency Dealer 0.075 L 

3195 보험인수심사원 Insurance Examiners 0.99 H 

3220 보험사무원 Insurance Clerks 0.99 H 

3230 출납창구사무원 Tellers 0.98 H 

3241 신용추심원 Bill and Account Collectors 0.95 H 

3310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Insurance Sales Agents 0.99 H 

3320 보험설계사 Insurance Sales Agents 0.99 H 

4130 장학사 School inspector 0.0042 L 

4132 교육학연구원 Education Researchers 0.44 M 

4133 교재 및 교구개발자 Teaching methods 

Developers 

0.0042 L 

4134 이러닝교수설계자 E-learning teaching 

methods Designers 

0.0042 L 

4135 입학사정관 Admission Officers 0.0042 L 

4211 물리학연구원 Physicists 0.6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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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4212 화학연구원 Chemists 0.67 M 

4215 수학 및 통계연구원 Mathematicians and 

Statisticians 

0.67 M 

4217 지질학연구원 Geoscientists 0.67 M 

4221 생물학연구원 Biologists 0.67 M 

4222 생명정보학자 Bioinformatics 0.3 L 

4224 수산학연구원 Fisheries 0.3 L 

4225 식품학연구원 Food Scientists 0.07 L 

4226 농학연구원/농업기술자 Agricultural Researcher 

and Technician 

0.3 L 

4227 축산 및 수의학연구원 Animal Scientists 0.3 L 

4228 의학연구원 Medical Scientists 0.3 L 

4229 약학연구원 Pharmacy Researchers 0.3 L 

4230 바이오에너지 연구 및 개발

자 

Bioenergy Researchers 0.017 L 

4311 철학연구원 Philosophers 0.44 M 

4312 역사학연구원 Historians 0.44 M 

4313 언어학연구원 Linguists 0.44 M 

4315 환경 및 해양과학연구원 Environmental Engineers 0.033 L 

4322 정치학연구원 Political Scientists 0.44 M 

4323 경제학연구원 Economists 0.44 M 

4324 사회학연구원 Sociologists 0.4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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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4325 지리학연구원 Geographers 0.44 M 

4326 행정학연구원 Administrative scholars 0.44 M 

4327 법학연구원 Law researchers 0.44 M 

4328 심리학연구원 Psychologists 0.44 M 

4329 임학연구원/임업기술자를 

통합 

Soil and Plant Scientists 0.3 L 

4410 자연과학시험원 Forensic Science 

Technicians 

0.99 H 

4420 생명과학시험원 Biological Technicians 0.92 H 

4510 중·고등학교 교사 Secondary School Teachers 0.0078 L 

4516 진로진학상담교사 Educational/Career 

counselors 

0.0078 L 

4522 초등학교교사 Elementary School 

Teachers 

0.17 L 

4530 유치원교사 Kindergarten Teachers 0.15 L 

4535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Agricultural and Fisheriy 

Science Technicians 

0.97 H 

4540 특수학교교사 Special Education Teachers 0.016 L 

4610 기술·기능계 강사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0.26 L 

4621 외국어학원강사 Foreign language 

Instructors 

0.19 L 

4622 문리학원강사 Self-Enrichment Education 0.19 L 



58 

 

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Teachers 

4630 컴퓨터강사 Computer Instructors 0.014 L 

4640 예능강사 Artistic Instructors 0.13 L 

4650 학습지 및 방문교사 Home-study visiting 

Teachers 

0.0085 L 

4690 보조교사 Assistant Teachers 0.0085 L 

4691 방과후교사 After-school Teachers 0.25 L 

4810 한국어강사 Korean Literacy Teachers 0.19 L 

4820 다문화 언어지도사 Multicultural Literacy 

Teachers 

0.19 L 

5111 판사 Judges 0.64 M 

5112 검사 Prosecutors 0.64 M 

5120 변호사 Lawyers 0.035 L 

5130 법무사 Legal Support Workers 0.99 H 

5140 변리사 Patent Attorny 0.06 L 

5201 법률관련사무원(법무 및 특

허사무원) 

Legal Support Workers 0.99 H 

5205 감사사무원 Inspection Clerks 0.94 H 

5310 경찰관 Police officers 0.57 M 

5311 해양경찰관 Marine Police officers 0.57 M 

5313 검찰수사관 Detectives and Criminal 

Investigators 

0.5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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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5315 사이버수사요원 Cyber Investigators 0.57 M 

5320 소방관 Firefighters 0.17 L 

5331 교도관 Correctional Officers 0.6 M 

5335 소년원학교교사 Young offender Institution 0.6 M 

6120 한의사 Oriental medicine Doctors 0.02 L 

6129 일반의사 Doctors 0.14 L 

6130 치과의사 Dentists 0.055 L 

6200 수의사 Veterinarians 0.038 L 

6300 약사 Pharmacists 0.012 L 

6301 한약사 Oriental Pharmacists 0.012 L 

6510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s 0.54 M 

6520 임상심리사 Clinical psychologist 0.012 L 

6591 언어치료사 Speech Therapists 0.14 L 

6592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s 0.54 M 

6593 놀이치료사 Recreational Therapists 0.14 L 

6596 향기치료사(아로마테라피스

트) 

Aroma Therapists 0.14 L 

6597 웃음치료사 Laughter Therapists 0.14 L 

6598 청능사(청능치료사) Audiologists 0.14 L 

6610 임상병리사 Medical and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s 

0.9 H 

6620 방사선사 Radiologic Technologists 0.3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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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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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치과위생사 Dental Hygienists 0.68 M 

6640 치과기공사 Dental Technicians 0.97 H 

6650 의지보조기기사 Prosthetists 0.97 H 

6710 안경사 Opticians, Dispensing 0.71 H 

6730 위생사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echnicians 

0.94 H 

6740 영양사 Dietitians and Nutritionists 0.0039 L 

6750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0.91 H 

6760 응급구조사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0.049 L 

6770 간호조무사 Medical Assistants 0.3 L 

6780 간병인 Personal Care Aides 0.74 H 

6791 의료코디네이터 Medical Coordinators. 0.96 H 

6792 의료관광코디네이터 Medical Tourism 

Coordinators. 

0.96 H 

7110 사회복지사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Specialists 

0.25 L 

71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ocial 

Workers 

0.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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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상담전문가 Counseling Specialists 0.25 L 

7125 청소년지도사 Child, Family, and School 

Social Workers 

0.25 L 

7130 직업상담사 Vocational Counselors 0.47 M 

7131 취업알선원 Job Seekers 0.97 H 

7132 커리어코치 Human Resources 

Specialists 

0.47 M 

7133 취업지원관 Employment support 

Officers 

0.47 M 

7140 사회단체활동가 Social Activists 0.13 L 

7210 보육교사 및 보육사 Childcare Workers 0.084 L 

7221 복지시설생활지도원 Social and Human Service 

Assistants 

0.13 L 

7311 목사 Pastors 0.025 L 

7313 신부 Priests 0.025 L 

7315 승려 Clergy 0.025 L 

7316 교무(원불교) Religious Workers 0.025 L 

8111 시인 Authors 0.89 H 

8112 소설가 Writers 0.89 H 

8113 영화시나리오작가 Scenario Writers 0.89 H 

8114 카피라이터 Copy Writers 0.89 H 

8115 작사가 Lyric writers 0.8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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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6 방송작가 Scenarists 0.89 H 

8117 평론가 Critics 0.89 H 

8118 게임시나리오작가 Game Scenario Writers 0.89 H 

8120 번역가 Translators 0.38 M 

8130 통역가 Interpreters 0.38 M 

8141 출판물기획자 Publication Planners 0.89 H 

8150 출판물편집자 Publication Editors 0.97 H 

8151 속기사 Shorthand typists 0.97 H 

8211 학예사(큐레이터) Curators 0.99 H 

8212 문화재보존원 Museum Technicians and 

Conservators 

0.99 H 

8213 아트컨설턴트 Art consultants 0.99 H 

8220 사서 Librarians 0.65 M 

8221 기록물관리사 Archivists 0.65 M 

8300 잡지기자 Editors  0.11 L 

8301 신문기자 Reporters 0.11 L 

8302 방송기자 Correspondents 0.11 L 

8304 사진기자 Photographers 0.021 L 

8411 화가 Painters 0.042 L 

8412 조각가 Sculptors 0.042 L 

8413 서예가 Illustrators 0.04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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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 지휘자 Conductors 0.074 L 

8422 작곡가 Music Directors and 

Composers 

0.074 L 

8423 연주가 Musicians 0.074 L 

8424 성악가 Singers 0.074 L 

8430 가수 Singers 0.074 L 

8441 무용가 Dancers 0.13 L 

8442 안무가 Choreographers 0.13 L 

8443 대중무용수(백댄서) Dancers 0.13 L 

8446 전통예능인 Craft Artists 0.13 L 

8452 사진작가 Photographers 0.021 L 

8460 국악인/국악연주가를 통합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0.13 L 

8471 만화가 Cartoonists 0.042 L 

8472 애니메이터 Animators 0.042 L 

8510 제품디자이너 Commercial and Industrial 

Designers 

0.037 L 

8515 패션디자이너(의상 제외) Fashion Designers 0.037 L 

8520 패션디자이너 Fashion Designers 0.037 L 

8530 인테리어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s 0.48 M 

8540 시각디자이너 Graphic Designers 0.082 L 

8541 광고디자이너 Advertising Designers 0.08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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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 포장디자이너 Packaging Designers 0.082 L 

8551 웹디자이너 Web Designers 0.082 L 

8552 게임그래픽디자이너 Game Graphic Designers 0.082 L 

8554 컬러리스트 Colorists 0.082 L 

8555 플로리스트 Florists 0.52 M 

8556 영상그래픽디자이너 Multimedia Artists 0.082 L 

8560 캐드원 Mechanical Drafters 0.81 H 

8561 건축 및 토목캐드원 Architectural and Civil 

Drafters 

0.81 H 

8611 영화감독 Film Directors 0.31 M 

8612 방송연출가 Broadcast Producers 0.31 M 

8613 연극연출가 Play Producers 0.31 M 

8614 광고제작감독(CF감독) Advertising Production 

Directors 

0.31 M 

8615 웹방송전문가 Web broadcasting Experts 0.57 M 

8616 음반기획자 Album Producers 0.57 M 

8622 성우 Voice Actors 0.98 H 

8623 모델 Models 0.98 H 

8624 연극배우 Play Actors 0.98 H 

8625 영화배우 및 탤런트 Movie Actors 0.98 H 

8626 개그맨 및 코미디언 Comedians 0.98 H 

8627 스턴트맨(대역배우) Stuntman 0.9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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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 보조출연자 Supplementary Casts 0.98 H 

8631 아나운서 Broadcast News 

Announcers 

0.72 H 

8632 쇼핑호스트 Home shopping hosts 0.72 H 

8633 연예프로그램진행자 Radio and Television 

Announcers 

0.72 H 

8634 리포터 Reporters 0.72 H 

8635 기상캐스터 Weather Forecasters 0.72 H 

8636 비디오자키(VJ) Video Jockey 0.72 H 

8637 디스크자키(DJ) Disc Jockey 0.72 H 

8638 경주아나운서 Race Announcers 0.72 H 

8643 애니메이션기획자 Animation Producers 0.042 L 

8710 연극·영화 및 방송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s 0.31 M 

8720 촬영기사 Camera Operators 0.98 H 

8730 음향 및 녹음기사 Audio Equipment 

Technicians 

0.98 H 

8740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Film and Video Editors 0.98 H 

8750 조명기사 Lighting Engineers 0.61 M 

8791 영사기사 Projectionists 0.61 M 

8810 연예인매니저 Business Managers of 

Performers 

0.57 M 

8894 분장사 Makeup Artists, Theatrical 0.9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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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formance 

9111 선장 및 항해사 Captains and Mates of 

Water Vessels 

0.27 L 

9112 도선사 Pilots of Water Vessels 0.27 L 

9113 선박기관사 Ship Engineers 0.27 L 

9115 전기감리기술자 Electrical Engineers 0.1 L 

9121 항공기조종사 Airline Pilots 0.55 M 

9122 헬리콥터조종사 Helicopter Pilots 0.55 M 

9130 항공교통관제사 Air Traffic Controllers 0.84 H 

9131 선박교통관제사 Maritime Traffic Controllers 0.84 H 

9135 철도교통관제사 Railroad Traffic Controllers 0.84 H 

9210 철도 및 전동차기관사 Subway and Streetcar 

Operators 

0.96 H 

9220 신호원 및 수송원 Railroad Brake, Signal, and 

Switch Operators 

0.83 H 

9310 택시운전원 Taxi Drivers 0.98 H 

9320 버스운전원 Bus Drivers 0.89 H 

9330 소형트럭운전원 Light Truck Drivers 0.79 H 

9341 대형트럭운전원 Heavy and Tractor-Trailer 

Truck Drivers 

0.79 H 

9342 특수차운전원 Special purpose vehicle 

Drivers 

0.7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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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자가용운전원 Motor Vehicle Operators 0.98 H 

9410 크레인 및 호이스트운전원 Crane and Hoist Operators 0.97 H 

9420 지게차운전원 Forklift Operators 0.97 H 

9510 선박갑판원 Sailors  0.83 H 

9511 선박기관원 Marine Oilers 0.83 H 

9591 하역 및 적재단순종사원 Laborers and Freight, 

Stock, and Material Movers 

0.85 H 

9592 택배원 Baggage Porters and 

Bellhops 

0.98 H 

10110 기술 영업원 Technological 

Salespersons 

0.25 L 

10120 자동차영업원 Automobile Salespersons 0.85 H 

10130 해외영업원 Overseas Salespersons 0.87 H 

10140 제품·광고 영업원 Product Promoters 0.85 H 

10151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Sales agent and 

Auctioneer 

0.99 H 

10200 부동산중개인 Real Estate Sales Agents 0.97 H 

10205 부동산컨설턴트 Real Estate Consultant 0.97 H 

10320 상점판매원 Retail Salespersons 0.98 H 

10321 편의점수퍼바이저 Convenience store 

Managers 

0.98 H 

10322 면세상품판매원 Duty-free goods 

Salespersons 

0.9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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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5 통신서비스판매원 Telecommunication service 

Salespersons 

0.99 H 

10330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 Telemarketers 0.99 H 

10340 상품대여원 Counter and Rental Clerks 0.97 H 

10350 인터넷판매원 Internet Salespersons 0.99 H 

10410 방문판매원 Door-to-Door Sales 

Workers 

0.94 H 

104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Street Vendors 0.94 H 

10421 매표원 및 복권판매원 Gaming Change Persons 

and Booth Cashiers 

0.97 H 

10430 매장정리원 Stock Clerks 0.98 H 

10440 주유원 Gas station Workers 0.83 H 

10450 계산원 및 매표원 Cashiers 0.97 H 

10460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Demonstrators 0.98 H 

11110 청원경찰 Security Guards 0.95 H 

11120 무인경비원 Surveillance Officers 0.95 H 

11141 경호원 Bodyguard 0.95 H 

11142 경비원 Guard 0.95 H 

11144 인명구조원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0.049 L 

11210 청소원 Building Cleaning Workers 0.94 H 

11221 가사도우미 Housekeeping Workers 0.9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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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Childcare Workers 0.084 L 

11241 해충방제전문가 Pesticide Handlers, 0.97 H 

11311 계기검침원 Meter Readers 0.94 H 

11320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Parking Lot Attendants 0.97 H 

11321 재활용품수거원 Refuse and Recyclable 

Material Collectors 

0.93 H 

11331 검표원 Ticket Takers 0.97 H 

11520 수금원 Fundraisers 0.95 H 

12111 이용사 Barbers 0.8 H 

12112 미용사 Hairdressers 0.95 H 

12130 피부관리사 Skincare Specialists 0.95 H 

12140 메이크업아티스트 Makeup Artists 0.95 H 

12141 네일아티스트 Manicurists and Pedicurists 0.95 H 

12151 애완동물미용사 Animal Caretakers 0.86 H 

12210 결혼상담원 Marriage Counselors 0.97 H 

12211 웨딩플래너 Wedding Planner 0.97 H 

12220 혼례종사원 Marriage service Workers 0.97 H 

12230 장례지도사 Funeral Attendants 0.54 M 

12311 여행상품개발자 Travel Agents 0.61 M 

12325 여행사무원 Travel Clerks 0.61 M 

12330 여행안내원 Tour Guides 0.9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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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5 관광통역안내원 Tour Guides, Interpretation 0.91 H 

12336 자연환경안내원 Natural Tour Guides 0.91 H 

12340 항공기객실승무원 Flight Attendants 0.75 H 

12351 선박객실승무원 Transportation Attendants, 

Maritime 

0.75 H 

12352 열차객실승무원 Transportation Attendants, 

Railroad 

0.75 H 

12400 세탁원 Clothing laundry man 0.81 H 

12500 숙박시설 서비스원/호텔 및 

콘도접객원 

Janitorial Workers, 

receptionists 

0.94 H 

12503 카지노딜러 Gaming Dealers 0.97 H 

12504 골프장캐디 Golf course caddy 0.97 H 

12505 놀이시설종사원 Recreation Workers 0.97 H 

12610 경기감독 및 코치 Coaches and Scouts 0.98 H 

12611 스포츠트레이너 Athletic Trainers 0.86 H 

12620 직업 운동선수 Athletes and Sports 

Competitors 

0.28 L 

12631 경기심판 Referees 0.98 H 

12632 경기기록원 Sports Officials 0.98 H 

12640 스포츠강사 Sports Instructors 0.86 H 

12641 레크레이션강사 Recreation Instructors 0.86 H 

13111 한식조리사 Cooks, Korean cuisine 0.9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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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 중식조리사 Cooks, Chinese cuisine 0.96 H 

13131 양식조리사 Cooks, Western cuisine 0.96 H 

13141 일식조리사 Cooks, Japanese cuisine 0.96 H 

13191 바리스타 Barista 0.77 H 

13200 바텐더(조주사) Bartenders 0.77 H 

13210 패스트푸드원 Cooks, Fast Food 0.94 H 

13230 주방보조원 Food Preparation Workers 0.91 H 

13240 음식배달원 Baggage Porters, Food 0.94 H 

13310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Waiters and Waitresses 0.94 H 

14111 건축공학기술자 Architects, Engineering 0.018 L 

14112 건축설계기술자 Architects, Design 0.018 L 

14113 건축구조기술자 Architects, Structure 0.018 L 

14114 건축시공기술자 Architects, Construction 0.018 L 

14115 건축감리기술자 Architects, Supervision 0.018 L 

14116 건축설비기술자 Architects, Facilities 0.018 L 

14120 토목공학기술자 Civil Engineers, 

Engineering 

0.019 L 

14121 토목안전환경기술자 Civil Engineers, Safety 0.019 L 

14122 토목구조설계기술자 Civil Engineers, Structure 0.019 L 

14123 토목시공기술자 Civil Engineers, 

Construction 

0.019 L 

14127 토목감리기술자 Civil Engineers, 0.0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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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14130 조경기술자 Landscape Architects 0.045 L 

14140 도시계획 및 설계가 Urban and Regional 

Planners 

0.13 L 

14141 교통계획 및 설계가 Traffic Planners 0.13 L 

14150 측량 및 지리정보기술자 Surveyors 0.88 H 

14151 사진측량 및 분석가 Photogrammetrists 0.88 H 

14152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GIS

전문가) 

GIS Experts 0.88 H 

14155 교통안전연구원 Traffic Safety Researchers 0.13 L 

14160 건설자재시험원 Construction and Building 

Inspectors 

0.96 H 

14165 교통영향평가원 Traffic Technicians 0.13 L 

14170 건설견적원(적산원) Construction Quotation 

Experts 

0.018 L 

14175 지도제작기술자 Cartographers 0.88 H 

14200 전통건물건축원 Carpenters, Traditional 

building 

0.72 H 

14310 철근공 Reinforcing Iron and Rebar 

Workers 

0.92 H 

14320 철골공 Structural Iron and Steel 

Workers 

0.9 H 

14330 경량철골공 Lightweight Structural Iron 0.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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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eel Workers 

14341 콘크리트공 Concrete Finishers 0.94 H 

14410 건축석공 Stonemasons 0.89 H 

14420 조적원 Brickmasons and 

Blockmasons 

0.82 H 

14500 건축목공 Carpenters 0.72 H 

14610 미장공 Plasterers 0.84 H 

14620 방수공 Roofers 0.9 H 

14630 배관공 Plumbers 0.62 M 

14631 공업배관공 Pipelayers 0.62 M 

14640 단열공(보온공) Insulation Workers 0.83 H 

14650 바닥재시공원(마루·타일) Floor Sanders and 

Finishers 

0.87 H 

14660 유리부착원 Glaziers 0.87 H 

14670 도배공 Paperhangers 0.87 H 

14680 건물도장공 Painters 0.91 H 

14692 잠수 및 수중기능원 Commercial Divers 0.48 M 

14700 건설 및 채굴기계운전원 Construction and Mining 

machine Operator 

0.95 H 

14701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Construction Laborers 0.94 H 

14810 광원·채석원 및 석재절단원 Rock Splitters 0.96 H 

14820 점화·발파 및 화약관리원 Explosives Workers 0.4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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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0 철로설치 및 보수원 Rail-Track Laying and 

Maintenance Equipment 

Operators 

0.89 H 

15100 기계공학기술자 Mechanical Engineers 0.49 M 

15101 메카트로닉스공학기술자 Mechatronics Engineers 0.49 M 

15102 건설기계공학기술자 Mechanical Engineers, 

Construction 

0.49 M 

15103 엔진기계공학기술자 Mechanical Engineers, 

Engine 

0.49 M 

15104 냉난방 및 공조공학기술자 Air conditioning Engineers 0.49 M 

15105 사무용기계공학기술자 Industrial Engineers 0.49 M 

15106 철도차량공학기술자 Automotive Engineers 0.49 M 

15107 로봇공학기술자 Robotics Engineers 0.07 L 

15108 지열시스템연구및개발자 Geothermal system 

Developers 

0.017 L 

15109 플랜트기계공학기술자 Mechanical Engineers, 

Plant 

0.49 M 

15110 기계공학시험원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s 

0.81 H 

15210 공업기계설치 및 정비원 Industrial Machinery 

Mechanics 

0.88 H 

15220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Elevator Installers and 

Repairers 

0.9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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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0 냉동·냉장·공조기설치 및 

정비원 

Heating,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Mechanics and Installers 

0.65 M 

15231 물품이동장비 설치 및 정비

원 

Mobile Equipment 

Mechanics 

0.88 H 

15240 보일러설치 및 정비원 Boiler Mechanics and 

Installers 

0.88 H 

15250 건설 및 광업기계설치 및 

정비원 

Industrial Machinery 

Mechanics, Construction 

and Mining 

0.88 H 

15260 농업용 기계 정비원 Farm Equipment 

Mechanics and Service 

Technicians 

0.89 H 

15310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정비

원 

Rail Car Repairers 0.88 H 

15311 오토바이정비원 Motorcycle Repairers 0.94 H 

15312 KTX 정비원 KTX Repairers 0.88 H 

15315 헬리콥터정비원 Helicopter Mechanics 0.71 H 

15320 항공기정비원 Aircraft Mechanics  0.71 H 

15330 선박정비원 Ship Technicians and 

Mechanics 

0.88 H 

15400 자동차정비원 Automotive Service 

Technicians and Mechanics 

0.93 H 

15510 금형원 Model Makers, Metal and 0.9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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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15530 금속공작기계조작원/머시닝

센터조작원 

Metal machine Operators 0.98 H 

15600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 Stationary Engineers and 

Boiler Operators 

0.89 H 

15700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

봇조작원 

Industrial robot Operators 0.36 M 

15810 자동차 조립원 Automotive Assemblers 0.82 H 

15820 선박조립원 Vessel Assemblers 0.82 H 

15821 철도차량조립원 Railroad Assemblers 0.82 H 

15825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Automotive Engine and 

Parts Assemblers 

0.82 H 

15830 일반기계조립원 General machine 

Assemblers 

0.82 H 

16101 재료공학기술자 Materials Engineering 

Technicians 

0.16 L 

16102 금속공학기술자 Metal Engineering 

Technicians 

0.16 L 

16103 나노공학기술자 Nanol Engineering 

Technicians 

0.16 L 

16111 금속재료공학시험원 Metal Material Engineering 

Inspectors 

0.91 H 

16210 판금원 Sheet Metal Workers 0.8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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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0 제관원 Cutters, Solderers, and 

Brazers 

0.94 H 

16230 샷시원 Glaziers 0.73 H 

16300 단조원 Forging Machine Setters 0.93 H 

16400 주조원 Foundry Mold and 

Coremakers 

0.95 H 

16500 용접원 Welders 0.94 H 

16610 도장기조작원 Coating, Painting, and 

Spraying Machine Setters, 

Operators 

0.92 H 

16611 임상연구코디네이터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0.96 H 

16620 도금 및 금속분무기조작원 Plating and Coating 

Machine Setters, 

Operators 

0.92 H 

16710 금속가공 관련제어장치조작

원 

Metal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0.91 H 

16720 금속가공관련조작원 Metal processing 

Operators 

0.91 H 

16721 공구제조원(치공구포함) Tool Assemblers 0.82 H 

16810 비금속광물가공관련 제어장

치조작원 

Nonmetal Products 

Production Machine 

Operators 

0.97 H 

16820 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Glass Processing and 0.9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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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Machine 

Operators 

16830 점토제품생산기 조작원 Clay Products Production 

Machine Operators 

0.97 H 

16840 시멘트 및 광물제품제조기 

조작원 

Cement and Mineral 

product manufacturer 

Operators 

0.97 H 

16850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

작원 

Mineral Ore and Stone 

Products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0.97 H 

16891 비금속광물가공관련조작원 Manufacturing Operators, 

Non-metallic minerals 

0.97 H 

17101 석유화학공학기술자 Chemical Engineers, 

Petroleum 

0.017 L 

17102 도료 및 농약품화학공학기

술자 

Chemical Engineers,Paint 

and Pesticide 

0.017 L 

17103 비누 및 화장품화학공학기

술자 

Chemical Engineers, Soap 

and Cosmetics 

0.017 L 

17104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공학

기술자 

Chemical Engineers, 

Rubber and Plastic 

0.017 L 

17105 음식료품화학공학기술자 Chemical Engineers, Drinks 

and groceries 

0.017 L 

17106 의약품화학공학기술자 Chemical Engineers, 

Medicine 

0.017 L 



79 

 

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17107 연료전지개발및연구자 Fuel cell Researchers 0.017 L 

17111 화학공학시험원 Chemical Engineering 

Technicians 

0.24 L 

17210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Petroleum and Gas Plant 

Operators 

0.91 H 

17221 화학물가공장치 조작원 Chemical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and 

Tenders 

0.9 H 

17230 화학제품생산기 조작원 Chemical Equipment 

Operators and Tenders 

0.9 H 

17241 플라스틱제품생산기 조작원 Chemical product 

manufacturer Operators 

and Tenders 

0.98 H 

1724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

원 

Rubber and Plastic 

Products Assemblers 

0.97 H 

17250 타이어 및 고무제품생산기

조작원 

Tire and Rubber Products 

Production Machine 

Operators 

0.97 H 

18100 섬유공학기술자 Fiber and Textile Engineers 0.07 L 

18120 섬유 및 염료 시험원 Textile and Dye Technicians 0.9 H 

18130 식품시험원 Food Technicians 0.9 H 

18200 섬유제조기계조작원 Textile Production and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0.9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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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0 직조기 및 편직기조작원 Knitting and Weaving 

Machine Operators 

0.73 H 

18320 표백 및 염색관련조작원 Textile Bleaching and 

Dyeing Related Operators 

0.97 H 

18410 재봉사 Sewers 0.99 H 

18420 재단사 Cutters 0.95 H 

18430 한복제조원 Korean-Costume Makers 0.84 H 

18440 양장 및 양복제조원 Tailors and Dressmakers 0.84 H 

18450 의복·가죽 및 모피수선원 Garment, Leather and Fur 

Repairers 

0.84 H 

18460 패턴사 Pattern Makers 0.95 H 

18491 모피 및 가죽의복제조원 Fur and Leather Garment 

Makers 

0.84 H 

18610 제화원 Footwear Makers 0.52 M 

18620 신발제조기조작원 및 조립

원 

Shoemaking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0.97 H 

18630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Laundry Related Machine 

Operators 

0.71 H 

19111 반도체공학기술자 Semi-Conductor Engineers 0.22 L 

19112 전자계측제어기술자 Electronic Control and 

Measurement Engineers 

0.22 L 

19113 전자제품개발기술자 Electronics Product 

Engineers 

0.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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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4 LED연구및개발자 LED Product Engineers 0.22 L 

19115 태양열연구및개발자 Solar power Engineers 0.017 L 

19121 송배전설비기술자 Electrical Power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Engineers 

0.1 L 

19122 전기제품개발기술자 Electrical Products 

Developers 

0.1 L 

19123 전기계측제어기술자 Electrical Control and 

Measurement Engineers 

0.1 L 

19124 발전설비기술자 Electrical Power Plant 

Engineers 

0.1 L 

19125 전기안전기술자 Electrical Safety Engineers 0.1 L 

19128 전자의료기기개발기술자 Electronic Medical 

Equipment Developers 

0.22 L 

19129 태양광발전연구및개발자 Solar power generation 

Engineers 

0.017 L 

19130 풍력발전연구및개발자 Wind power generation 

Engineers 

0.017 L 

19131 전기/전자 시험원 Electrical and Electronic 

Technicians 

0.84 H 

19210 내선전공 Interior Electricians 0.15 L 

19220 외선전공 Exterior Electricians 0.93 H 

19230 산업전공 Industrial Electricians 0.9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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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1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Computer Hardware 

Researchers and Engineers 

0.22 L 

19313 컴퓨터설치 및 수리원 Computer Fitters and 

Repairers 

0.93 H 

19314 사무기기설치 및 수리원 Office Equipment Fitters 

and Repairers 

0.93 H 

19320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Electrical and Electronic 

Home Appliance Fitters 

and Repairers 

0.93 H 

19400 발전장치조작원 Power Plant Operators 0.95 H 

19401 풍력발전시스템 운영관리자 Wind Power Plant 

Operators 

0.95 H 

19500 전기 및 전자설비조작원 Electrical and Electronic 

Related Machine 

Occupations 

0.95 H 

19611 전기부품 및 제품제조기계

조작원 

Electrical Parts and 

Products Production 

Equipment Operators 

0.95 H 

19621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기계

조작원 

Electronic Parts and 

Products Production 

Equipment Operators 

0.95 H 

19710 전기·전자제품 부품조립 및 

검사원 

Electrical, Electronic Parts 

and Products Assembler 

0.98 H 

20120 통신공학기술자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Researchers 

0.0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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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gineers 

20121 통신기기기술자 Telecommunication 

Machinery Researchers 

and Engineers 

0.025 L 

20122 통신망운영기술자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Researchers and Engineers 

0.025 L 

20123 인공위성개발원 Satellite Engineering 

Researchers and Engineers 

0.025 L 

20125 통신기술개발자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Researchers 

and Engineers 

0.025 L 

20129 RFID 시스템 개발자 RFID system Researchers 

and Engineers 

0.025 L 

20215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Computer System 

Designers and Analysts 

0.03 L 

20220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System Software 

Developers 

0.13 L 

20231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Application Software 

Developers 

0.48 M 

20235 음성처리전문가 Voice processing Experts 0.48 M 

20236 게임프로그래머 Computer Game 

Programmers 

0.48 M 

20238 스마트폰앱개발자 Smartphone App 0.4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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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s 

20240 데이터베이스개발자 Database Administrators 0.03 L 

20251 네트워크관리자 Network Managers 0.78 H 

20252 네트워크엔지니어 Network Engineers 0.03 L 

20281 정보시스템운영자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ors 

0.78 H 

20283 통신장비기사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Technicians 

0.98 H 

20284 방송송출장비기사 Broadcast Transmission 

Equipment Technicians 

0.98 H 

20292 컴퓨터시스템감리전문가 Computer System 

Supervision Professionals 

0.03 L 

20296 기술지원전문가 IT Technical support 

Experts 

0.78 H 

20297 정보통신컨설턴트 IT Consultants 0.025 L 

20298 MIS전문가(경영정보시스템

개발자)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veloper 

0.03 L 

20310 영상 및 관련장비설치 및 

수리원 

Video Equipment Related 

Fitters and Repairers 

0.93 H 

20320 통신 및 관련장비설치 및 

수리원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Related Fitters 

and Repairers 

0.93 H 

20321 증강현실전문가/가상현실전

문가를 통합 

AR/VR Experts 0.4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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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5 네트워크프로그래머 Network Programmers 0.48 M 

20330 통신·방송 및 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Internet 

Network Cable Fitters and 

Repairers 

0.93 H 

20420 우편물집배원 Postmen 0.95 H 

21111 식품공학기술자 Food Engineers and 

Researchers 

0.07 L 

21210 제빵원 및 제과원 Bakers and Cookie Makers 0.89 H 

21220 떡제조원 Rice Cake Makers 0.89 H 

21230 육류·어패류 및 낙농품가공

기계조작원 

Meat, Fish and Dairy 

Products Processor 

Operators 

0.93 H 

21240 제분 및 도정관련기계조작

원 

Miller and Rice Pounder 

Related Machine 

Operators 

0.93 H 

21251 곡물가공제품기계조작원 Cereal Product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0.93 H 

21260 과실 및 채소관련기계조작

원 

Fruit and Vegetable 

Related Machine 

Operators 

0.93 H 

21270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Beverage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0.93 H 

21291 식품 및 담배등급원 Food and Tobacco Graders 0.9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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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정육원 및 도축원 Meat Cutters and Butchers 0.94 H 

21320 김치 및 밑반찬 제조종사원 Kimchi Makers and Side 

dish Makers 

0.61 M 

22110 환경공학기술자 Environment Engineers 0.033 L 

22111 수질환경기술자 Water Environment 

Engineers 

0.033 L 

22112 대기환경기술자 Atmospheric Environment 

Engineers 

0.033 L 

22113 폐기물처리기술자 Waste Handling Engineers 0.033 L 

22114 소음진동기술자 Noise and Vibration 

Technicians 

0.033 L 

22115 환경영향평가원 Environmental Effects 

Inspectors 

0.033 L 

22116 토양(환경)공학기술자 Soil Environment 

Technicians 

0.033 L 

22117 환경컨설턴트 Environmental Effects 

Technicians 

0.033 L 

22118 온실가스인증심사원 Greenhouse gas 

certification Inspectors 

0.033 L 

22119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Eco-friendly products 

certification Inspectors 

0.9 H 

22120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Environment and Health 

Sanitation Inspectors 

0.17 L 

22125 환경공학시험원 Environment Technicians 0.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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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 품질관리사무원 Quality Management 

Clerks 

0.88 H 

22220 비파괴검사원 Non-Destruction 

Inspectors 

0.9 H 

22231 산업안전원 Industrial Safety Engineers 0.94 H 

22232 위험관리원 Risk Managers 0.94 H 

22233 소방공학기술자 Fire Fighting Engineers 

and Researchers 

0.07 L 

22234 건축안전기술자 Construction Safety 

Environment Engineers 

0.018 L 

22250 에너지 시험원 Energy Technicians 0.9 H 

22291 산업공학기술자 Industrial Engineering 

Technicians 

0.07 L 

22293 해양공학기술자 Marine Engineering 

Technicians 

0.07 L 

22294 조선공학기술자 Ship Engineers and 

Researchers 

0.49 M 

22295 자동차공학기술자 Automobile Engineers and 

Researchers 

0.49 M 

22296 항공공학기술자 Aircraft Engineers and 

Researchers 

0.49 M 

22297 원자력공학기술자 Nuclear Engineers and 

Researchers 

0.017 L 

22298 해양수산기술자 Fisheries Engineers and 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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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Researchers 

22300 에너지진단전문가/에너지진

단사를 통합 

Energy diagnosis Experts 0.9 H 

22310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s 

0.9 H 

22320 재활용처리 및 소각로조작

원 

Recycling Machine and 

Incinerator Operators 

0.9 H 

22410 인쇄기조작원 Printing Machine 

Operators 

0.83 H 

22420 사진인화 및 현상기조작원 Photoprint and 

Development Machine 

Operators 

0.99 H 

22510 목재가공관련조작원 Wood Processing Related 

Machine Operators 

0.86 H 

22521 펄프 및 종이제조장치조작

원 

Pulp and Paper Processing 

Machine Operators 

0.81 H 

22530 종이제품생산기조작원 Paper Products Production  

Machine Operators 

0.95 H 

22610 가구조립 및 검사원 Furniture Assemblers 0.97 H 

22620 가구제조 및 수리원 Furniture Makers and 

Repairers 

0.96 H 

22631 악기수리원 및 조율사 Musical Instrument 

Repairers and Tuners 

0.91 H 

22640 공예원 Handcraft Workers 0.5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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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직업코드 

(2016) 

직업명칭 
자동화 

대체확률 

자동화  

대체위협 
한글 영문 

22650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Precious Metalsmiths and 

Jewelers 

0.95 H 

22660 간판제작 및 설치원 Signboard Makers 0.98 H 

22670 포장원 Hand Packers 0.98 H 

23210 곡식작물재배자 Crop Farmers 0.95 H 

23219 낙농업관련 조사원 Dairy Related Farmers 0.95 H 

23221 특용작물재배자 Special Crop Farmers 0.95 H 

23222 채소작물재배자 Vegetable Crop Farmers 0.95 H 

23230 과수작물재배자 Fruits Farmers 0.57 M 

23240 육묘 및 화훼작물재배자 Garden Products 

Salespersons 

0.77 H 

23250 가축사육종사원 Livestock Breeders 0.95 H 

23310 조경원(원예사 포함) Landscaper 0.77 H 

23320 조림·영림 및 벌목원 Forestation and Forest 

Management Workers and 

Loggers 

0.97 H 

23410 양식원 Fishery Farm Workers 0.95 H 

23420 어부 및 해녀 Fishermen and Women 

Divers 

0.8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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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스킬공간에서 최적화된 집단의 개수 

스킬 공간 상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형성되는 집단이 2개에서 3개가 되는 

시각적 관찰이 데이터 수준에서도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Blondel et al., 

2008) 의 Louvai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Louvain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에

서 안에서 각 집단이 형성하는 모듈성(Modularity)을 기준으로 집단의 개수

를 산출 한다. 이 알고리즘은 집단의 노드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반

복하여, 각 집단의 모듈성을 최대화 하는 집단의 개수와 구성을 산출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서 네트워크 내 집단의 개수

와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개 주기별로 달라지는 스킬 쌍의 상호보완성을 사용하여 Louvain 알고리

즘을 수행한 결과를 [부록-그림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준에서도 2개 집단에서 3개 집단으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지식으로 분류된 점(Node)이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 집단에 속하게 되는 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

국의 스킬 공간이 양극화(Polarization)를 넘어 삼면화(Tripartite)되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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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기 집단 수 변화 내용 

2008 Korea 2 사회인지적 스킬, 육체적-기술적 스킬 분류를 기준으로 양극화 

2011 Korea 3 ‘지식’으로 분류된 점(Node)이 새로운 집단을 형성 

2014 Korea 3 
‘지식’ 집단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점(Node)의 수가 시기에 따라 

증가하여 대부분의 지식을 포함하는 집단 형성 
2017 Korea 3 

[부록 - 그림 1] 주기별 최적화된 집단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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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rns about mass unemploy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largely 

discussed from two perspectives. The view is that not only low-skilled 

workers but also high-skilled professionals will have a high risk of 

replacement, and that there will be no mass unemployment as job changes 

in the current job will occur in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technology. 

However, the latter argument requires the premise that workers can 

acquire a new skill set to digest job changes caused by technology within 

the current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confirm the impact of 

computerization and automation on the job market, this study began with a 

sense of problem that analysis and discussion are necessary under the 

theme of acquiring in job skills, not occupation and job level analysis 

conducted so far. 

A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Relatedness through the 

intuition that human competency development is based on related 

competencies and requires time for proficiency. The concept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proximit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each skill in Korea from 2008 to 2017.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competencies in jobs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by period through visualization using 

network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new skills acquired in jobs were 

related to skills that were already held in the past. That 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has a path dependency of skill acquisi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possibility of automation 

substitution for jobs strengthens the path dependency of newly acquired 

skills within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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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ly, the results of further analysis by classifying jobs 

according to 'Socio-cognitive skill dependency' raise concerns that the 

polarization of the job market may gradually intensify. Workers with 

competencies that are already in contact with new technological advances 

can develop new skills or find new jobs based on existing competencies in 

a situation of alternative threats by automation, while those who do not 

acquire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job marke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rising 

from employment, an institutional and social solution that leads workers to 

break away from path-dependency of competency development is 

necessary.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military to 

which the researcher belo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mpetency-oriented manpower management is necessary to minimize 

combat power los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o a qualitative and 

technology-intensive milit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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