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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적 기술과 노동 작업의 전산화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 호 징

I. 지식과 기술의 가속적 발전

이 글에서 기술(technology)은 특정분야에서의 지식의 실용화를 뜻한다. 이는 기계 등과 

같은 하드웨어나 도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시스템이나 조직적 수법과 기법과 같은 소프트웨

어를 포함해서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제1차 산업혁명(1760~1840)을, Bessemer법으로 얻어진 강철과 내연기

관(內燃機關)의 등장은 제2차 산업혁명(1860~1920)을 가져와, 인류의 삶, 직업과 경제에 획

기적 변화를 일으켰다. 16세기의 Gutenberg의 인쇄술은, 말(口頭)에 의한 소통을 인쇄물과 

책에 의한 소통으로 바꾸어, 정보의 광역(廣域) 전파와 영구(永久) 보존을 가능하게 하였다.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와 인터넷은 데이터,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화하여 지식과 기술의 팽

창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6년에는 인류가 지니는 정보의 99%가 아날로그 형태 즉 인

쇄물(책)과 테이프의 꼴이었으나, 2007년에는 6%만이 아날로그 형태 그리고 나머지 94%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 보존되었다.(1) 한편 덩치가 컸던 1960년대의 컴퓨터는 1970년대에는 미

니컴퓨터로, 1980년대에는 워크스테이션으로, 1990년대에는 PC로, 2000년대에는 laptop으

로, 2010년대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진화하였다. 2020년대가 되면 500억 개의 각종 디바이

스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과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된다. 미국화학회의 화학

초록서비스(Chemical Abstract Service(2))에 등재(謄載)된 물질의 누적(累積) 총수는 1990년

에 1,000만, 2000년에 1,700만, 2010년에 5,500만, 2011년에 6,000만, 2012년에 7,000만, 그리

고 2014년 말에는 9,000만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말 현재 매일 약 15,000개의 신물질이 새

롭게 등재되고 있다. 이는 20세기의 100년간에 인류는 약 1,700만 개 물질을, 21세기의 14년

간에는 약 7,300만 개 물질을 합성하거나 발견한 셈이다.

20세기 말부터 13년간 27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3년에 종결된 Human Genome Project에 

힘입어,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는 수천 달러를 지불하면 수시간 안에 인간 제놈의 염기서열 

결정이 가능해졌다. DNA를 조작하는 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새로운 유기생명체를 주문생산

하거나 신약의 개발에 이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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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의 팽창과 진보는 주로 기존의 것들의 융복합(融複合, convergence)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설(定說)로 되어 있다. 예로서 1990~2000년의 나노기술은 화학, 생물

학, 물리학(특히 condensed matter), 재료과학, 전기전자공학 그리고 의학 등의 융복합으로 

이루어졌다. 2000~2010년에는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과 인지과학의 융복합이 진행

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식과 기술이 사회 여러 기능과 융복합되어 가고 있다.(3) 이들 

융복합은 시너지효과를 지닌다.

10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약 5,000가지이지만, 1만 개 중에서 2개를 조합하는 

방법은 약 5,000만 가지가 된다. 융복합으로 발전하는 지식과 기술의 누적량(累積量)의 증가

속도가 그 시점의 지식 기술의 양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지식과 기술의 누적량은 시간의 지

수(指數)함수로 표현된다. 지수함수적 변화는 구체적으로는 연복식증가율(年複式增加率,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과 함수값이 2배가 되는 기간, 즉 배증기(倍增期, 

doubling period, DP)로 표시할 수 있다.

미래학자 Ray Kruzweil은 “The Law of Accelerating Returns”에서 21세기의 100년간에 기

술은 약 20,000년에 해당하는 발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 즉 21세기의 기술이 (CAGR, 

DP)=(7.604%, 9.46년)인 지수함수적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집적회로(集積回路)의 트랜지스

터의 수는 1.5년(=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유명한 Moore의 법칙(5)은 (58.74%, 1.5년)

이라는 지수함수적 변화를 뜻한다. 다른 예로, 나노기술 특허는 (44.91%, 1.87년), 나노기술 

논문지(論文誌, journals)는 (42.03%, 1.98년), 줄기세표 특허는 (26.47%, 2.96년), 줄기세포 논

문지는 (16.63%, 4.51년), 프로그래밍 논문지는 (12.55%, 5.86년)이며, 전 세계 대학생 수의 증

가추세(增加趨勢)는 (4.85%, 14.64년)이라고 한다.(6)

대학 학부는 20세기나 21세기나, 총 12년의 초중고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다니는 4년의 과

정이다.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공학적 기술이 가속적(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에서, 

2015년(물질의 수 9000만) 화학과 입학생은 2000년(물질 수 1700만) 입학생과는 전혀 다른 

(교과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어떤 직장에서 일하건,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 갱신(update)이 있어야 한다.  

국가나 공동사회의 변화 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提高)하고, 사람들의 잠재

력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둔다면, 이 목표를 달성

하는데 기술(technology)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21세기 국제사회의 통념(通念)이다. 

따라서 사회의 인력 수요(需要)를 충족시키는 일을 책임의 하나로 삼는 대학은,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교과내용을 끊임없이 쇄신(刷新)해야 한다.

통계학의 기초와 2개 이상의 외국어의 이수(履修)를 필수로 하되, 창조적 연구와 기술 혁

신의 기초가 되는 법칙과 원리(즉 knowwhy와 knowhow)의 이해에 중점을 두는 수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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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융복합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술(敍述)적 지

식(즉 knowwhat)은 필요할 때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

21세기에는 사무실, 공장, 농장, 가정, 학교, 군대 모두가 가속적으로 “스마트”해져 갈 것이

다. 정부, 기업, 교육계 모두가 이러한 미래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기술 변화량의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2015년) 1년은 김대중 정부의 (2000~2002년) 약 3년에 해당되기 때문

이다. 

II. 혁파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과 그 파급효과

미국의 기업자문회사인 McKinsey의 부속연구소인 McKinsey Global Institute(MGI)는 

2013년에 향후 10년간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기술 12종을 선정하였다. 이 

기술을 특별히 “혁파적 기술”이라고 불렀으며,(7)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소견

을 발표하였다. 이 “혁파적 기술”의 판단기준은,

(가) 빠른 속도로 발전(breakthrough를 포함하여)을 거듭하고 있으며

(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다)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라)   인간의 삶의 질-건강-환경, 소비패턴, 직업 내용, 조직의 구조, 국력의 서열, 고용(雇傭)

과 법(法)체계 등에 변화를 유발하며,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제고(提高)하며,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만들고, 창업자에 기회를 제공하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잉여의 이

동 등 파격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성장동력”이라고 말할 때는 위의 (다)항의 특징이 현저한 기술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MGI가 선정한 12종의 혁파적 기술은 (1) 모바일 인터넷, (2) 지식노동의 자동화, (3) 사물 

인터넷과 (4) 클라우드 기술 등의 정보기술; (5) 선진 로봇공학, (6) 자율-준(準)자율 운전 운

송수단과 (7) 3차원 인쇄술 등의 기계기술; (8) 에너지 저장기술, (9) 선진 오일-가스 탐사와 

채취 기술과 (10)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에너지 기술; (11) 차세대 유전자공학과 (12) 선진 재

료물질 등 만물의 구성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들은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3

조(兆)달러(3.3×1016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녔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지식노동의 자동화는 빅데이터(big data)의 분석수단의 발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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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natural user interface의 발달, 컴퓨터와 그것의 연결성(connectivity)의 발전 등에 힘입

은 것이다. 최근의 슈퍼컴퓨터에는 1016 flops(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이상의 

계산 속도를 지닌 것도 있다. 모바일 인터넷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데이터를 주

고받을 수 있게 하였다. 클라우드 기술은 창업자에게 작업 공간의 크기와 위치 선정, 그리고 

직원 수를 줄이는데 많은 융통성을 주었다.

기술의 진보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봉틀은 손바느질을 하는 부인들을 

실직하게 하였으며, 트랙터는 많은 농부를, 자동출납기는 은행 창구 직원들을, 자동전화는 

전화교환수를, 전자시계는 시계수리공을, 디지털 카메라는 화학필름 처리기사를 직장에서 

밀어냈다. 원자력은 악용 또는 오용(誤用)하면 인류를 지구에서 멸종시킬 수도 있다.

상술한 혁파적 기술 역시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즉 부의 분배에서의 양극화, 실업자의 양

산(量産)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위에서 예거(例擧)한 지식노동의 자동화와 선진 로봇공학은, 

반복적으로 단순한 일을 하는 인지작업(認知作業, cognitive task) 노동자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육체노동(physical task)을 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밀어내기도 한다. 사물 인터넷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기반시설(교통의 통제 등을 포함)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선진 재료물질은 쓰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3차원 인쇄술이나 차세대 유전공학 역

시 테러범의 손에 의하여 크게 악용될 수 있다. 모든 혁파적 기술은 사람의 엄격한 통제 하에

서만 유용하다. 

III. 기술발전과 고용의 미래

눈부시게 빨리 발전해 가는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노동(작업)은 육체노

동(manual task)과 지식노동(cognitive task)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반복적(反復

的) 작업과 비(非)반복적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산화(computerization, 즉 자

동화)는 주로 반복적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에 한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어려움이 있었던 비반복적 작업도 전산화가 가능해졌다.

컴퓨터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능력은 big data에 들어 있는 패턴(pattern)들을 인

지하는데 사람의 두뇌보다 탁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사람과 같이) 편견을 지

니거나, 휴식이나 잠을 청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미국의 모 암연구소의 전문의들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 문제해결 시스템인 IBM의 

“Watson”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은 60만 건의 의학증거보고에서 얻은 지식, 150만 건의 환

자기록과 임상경험 사례(事例), 의학 학술지에 실린 200만 쪽의 big data를 분석 처리하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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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대상 환자의 증상, 유전 정보, 가족과 본인의 병력들과 비교 대조해

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수단을 동원하였다.

Symantec사의 Clearwell system은 언어분석을 통하여, 여러 문서들에서 일반적인 개념

(general concepts)을 추출(抽出)하고,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한 예로 48시간 내

에 57만 건의 문서를 읽고, 분석하고, 분류한 적도 있다. Apple사의 Siri나 Google Now는 사

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 Big data 분석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 진척도

를 모니터하며, 졸업 후의 진로 선정에 효과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기업이 신

입 사원의 선발 과정에 활용하여, 인사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1930년대의 Charlie Chaplin의 유명한 영화 “Modern Times”에는, 그가 컨베이어 앞에 서

서, 양손에 스패너로 실려 온 부품에 나사(nut)를 조이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 그 때는 제조업에서 대량생산의 전형적인 수단이, 전(全)생산조립과정을 여러 개의 단

순반복작업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는 바닥에 고정된 공업용 로봇에 의하

여 대치된 지 오래다. 근래에는 비반복적 수작업(manual task)은 예민한 감지기(sensor)와 작

동장치(actuator)를 지닌 산업용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비교적 저가(低價)의 “Baxter”

라는 모바일 로봇은 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입력 없이, 사람의 손으로 이끌려 

수행한 동작을 배워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다.

전산화의 장애(障碍)가 되는 병목(bottleneck)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적 지능을 요하는 경우이다. 법정 서기의 작업은 거의 100% 전산화가 가능하다. 반대로 의상

디자이너의 작업은 고도의 창조적 지능을 요함으로 전산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사

회성 지능이 필요한 분야이다. 접시 닦기는 전산화된 식기세척기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

업의 대외홍보와 섭외는 컴퓨터나 로봇이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감지 및 세밀한 조

작능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예로 전화통신판매는 전산화가 가능하지만, 섬세한 감각적 판단

과 정교한 손놀림을 필요로 하는 외과적 수술은 전산화의 확률이 비교적 적다. 이상과 같이 

고도의 지능과 판단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전산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3년 C. B. Frey와 M. A. Osborne은 미국 노동청에 등록된 702개의 직종 모두에 대하여, 

Gaussian process classifier라는 수단을 도입해서, 향후 전산화의 가능성을 확률 값으로 계량

화하였다.(8) 그 결과 702개 중 약 47%의 직종이 고위험군(高危險群, 앞으로 10~20년 내에 전

산화의 진행으로 소멸될 확률이 70% 이상인 것들)에 속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통운송

업, 유통업, 사무직, 행정지원직과 제조업 노동직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과거 수십 년간 미

국에서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던 서비스업종들 중, 상당한 수가 자동화의 고위험 군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측을 정당화하는 증거로서, 근래의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급

속한 성장과, 이동성(mobility)과 수족(手足) 사용의 기민성-정교성(dexterity)을 요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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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인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의 확률이 큰 

직종일수록 종사(從事) 근로자의 임금과 학력이 낮다는 통계적 결과도 얻었다. 저임금 저학

력 노동자들은 재학습과 재훈련에 의해서, 자동화의 가능성이 적은 직종으로 전직(轉職)하는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영양과 사자는 뛰는 연습을 한다고 한다. 영양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제일 빠른 사자보다도 빨라야 한다. 사자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제일 느린 영양보다도 빨라

야한다. 사람은 일생 동안 학습과 훈련을 거듭해서 능력과 역량을 갱신(update)하여, 결국 기

계보다 앞서야 한다. 20대 초 사회에 진출할 때 (그나마 선택을 잘하고, 노력을 해서) 지닌 지

식과 기술(skill)의 유효성의 반감기(半減期)는, 기술의 가속적 발전 때문에, 점점 짧아져 간

다. 따라서 한번 취득했던 지식과 기술을 평생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년(停年)이 보장되는 많은 사무직 행정직은 전산화를 진

행시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500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실업자

의 구제수단으로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 부의 분배를 강조하던 과거의 어떤 정부는 

실제로 50,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였다.(9)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공기업의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여러 직종 중 전산화의 확률이 큰 것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

어 주어야 한다.

과거에 공기업인 철도공사 근로자가 “철도의 (자동화로 합리적 경영을 앞세우는 사(私)기

업에 의한) 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 파업과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가) 국영 공기업체인 철도공사는 10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나)   평균연봉/일인당GDP가 2.6으로서, 독일, 일본, 미국의 철도근로자보다 월등히 큰 보

수를 받으며(10)

(다)   지하철과 지상철의 운전 자동화의 확률은 매우 크며 (전산화의 확률: 기관사 96%; 전

기-전자기기 조립 기능공 95%; 용접-절단 기능공 94%; 궤도 브레이크, 신호-스위치 조

작 기사 83%; 지하철-전차운전사 86%)(8)

(라)   실제로 민영화된 분당-서울 간의 지하철 신분당선에는 운전기사가 없다.

이 예는 생산성이 큰 기술의 도입이 기업주(고용주)에게는 유리하나,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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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자원은 부족하며, 쌀을 제외한 식량 대부분과 에너지 전량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400명/km2 이상이며 주거공간은 대부분이 지표의 수직 상층

에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의해서 생긴 부가가치를 팔거나 서비스의 제공(提供)으로 외화를 

벌어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성장동력으로서의 기술을 적절히 선정하고, 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도록 기업, 정부와 (과학교육 기술훈련기관인) 대학이 유기적 협력을 하여야 한다. 21

세기의 특징은 과학지식의 발전과 기술 혁신이 가속적으로 - 보다 정확하게는 폭발적으로 

- 진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 모두가 사전에 대비하고,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파적 기술의 출현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직업, 더 나아가 삶의 질에 비약적인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글에서는 기업자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McKinsey사의 부속연

구소 MGI가 연구 보고한 12종의 기술을 예로 들었다. 혁파적 기술은 새로운 기업의 형성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신규고용을 유발한다. 반면 기존(旣存)

의 기업 회사를 파산하게 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람의 지적능력

보다 우수한 전산시스템과 사람의 힘보다 강하고 손재주가 더 있는 로봇이 서비스업 사무실

과 제조업 현장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확률로서 표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빚이 많은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혁에 앞서, 행정사무의 전산화로서 구조조정을 선행하고,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없애고 한시적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재훈련 재교

육을 통해 정예(精銳)화하고, 사람에 의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전산화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조함이 바람직하다.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도 전산화(자동화)에 의한 

구조조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저(低)출산 노령화사회에의 대응은, (역점을 둘 성장동력으로서의) 기술의 

현명한 선택과 노동 작업의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의 제고(提高)라는 two top 체제로 되어야 

한다. 대학은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쇄신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적인 인재를 배출

하며, 사회의 노동인력이 정예 상태로 유지되도록 재교육 재훈련을 실시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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