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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림 1 :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를 관통한 화

WiFi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

두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

템 등을 도입해 4년 만에 9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서 전환의 사전적 의미는

기록했다.2)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을 분류되는 아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뜻한다.

다스와 GE 등도 로봇, 자동화 장비, IoT 등의 첨단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이 바탕이 된 전

디지털 기술을 제조 공정에 접목하여 제조비용을

환, 차별화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러다이트_운동

3)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계의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디지털 전환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고하고, 세계 제조업 분야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learning), 3) 혁신기반의 공동 의사 결정 참여

이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

어떨까?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의 역할과

‘제조업의 디지털화: Industry 4.0’ 전략을 수립·

(innovation-oriented co-determination)를 미

이나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줄어든 일자리만큼 새로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래 노동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각 주제 별로

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1)

운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다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임을 생각해 볼 때, 독일이

어떻게 노동 시장이 변화해야 하는 가에 대한 조건

실제로 디지털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다

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한

바라보는 미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을 이야기하고 있다.

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이

는 예가 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처럼 불안과 공포

최근 펴낸 이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우리

업체계를 재편하고,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

4)

를 조성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

독일의 공학한림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기에 노

털 기술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지는 스타벅스

동의 미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일은 이

는 2009년 디지털 벤처 부서를 신설하고 매장 내

미 잘 알려졌다시피 2012년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1)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란 용어는 사용하는 주체와 연구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다.
2) SK C&C Blog, Digital Transformation,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자료 : http://skccblog.tistory.com/2934)
3) Digital Retail Trend, 왜 지금 Digital Transformation인가? (자료 : http://digitalretail.co.kr/왜-지금-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transformation인가1편/)
4) 러다이트 운동의 표면적 이유는 기계로 인해 일자리(특히 숙련 노동자)가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공포와 생존위협 등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
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일하는 노동량에 비해 이윤의 분배가 적어 고통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 김성환(1998), 「교실 밖의 세계사여행」, 사계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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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Win-Win 전략

민첩성: 주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근로자의 업무상 유연성 제공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신
속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 운영상의 많은

게 대응하기 위해 점점 조직의 민첩성을 높이는데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노력은 작업장,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

노동자의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

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보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민첩성 확보

고서는, 1) 민첩성(agility), 2) 평생학습(lifelong

노력을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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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성공

그림 2 : 유연근로 활용 예

5)

자료 : Jacobs, J.C., Kagermann, H, Spath, D.(2017), “The fugure of work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acatech DISCUSSION, p. 20

안목에서 어떻게 기업에 더욱 효과적인 근로를 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측은 적극적으로 근로

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구

자측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지원할 수 있는 체

체적으로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첩성과 관

계를 마련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목표 지향적인

련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학습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평생 학

•경쟁력, 생산성, 근로자 만족도 향상

습과 관련된 핵심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업무시간 유연성 보장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업무상 장애 요인 제거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 활용

•개인 업무 능력 향상 지원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책임, 고용 가능성

•개인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피드백 제공

평생학습: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직원의
업무 능력 및 고용 가능성 보장
평생 학습은 사용자 측에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
성장의 기회로, 노동자 측에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
과 고용 가능성 보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을 위한 협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12년 독

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디지털 전

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Industry 4.0을 통해

환과 같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독일도

시기에 노사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

처음에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전문가들에 의해서

고서는 조직의 미래를 사용자측과 함께 의논해 결

만 논의가 주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에만 치

정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독일 기

우친 논의는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

업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가

려에 따라 논의 테이블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

능하려면 사용자측은 기존의 비즈니스 상 강점을

함해 종합적인 비전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대로 이어가면서 근로자들에게 기업 운영상의

독일 연방노동 사회부는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변화를 형성하고 근로 상 더 큰 유연성을 약속해

및 일반 시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 양질

혁신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의 노동을 위한 플랫폼(노동 4.0)을 제시했다. 디지

조하고 있다. 혁신 중심의 공동 의사 결정과 관련

털 전환의 바탕에는 수준 높은 디지털 기술이 깔려

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있지만, 그 실행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

•공동 의사 결정 체계의 고도화
•다양한 조직원 등의 요구 사항 수용 체계 마련
•민첩한 작업환경 마련 및 IT 기기 활용 장려

해 볼 때,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충분한 연구
와 논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노동
의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파트너로 직원 참여 독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미래 노동의 변화를 위한 준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이나 형태가 변화
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OECD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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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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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의 의사 결정 참여는 독일의 사회 시장

5) 빌레펠트 대학의 베르너 아벨스 하우저 교수는 이를 ‘독일 산업의 역동성과 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적 성공의 비결’ 이라고 평가함 (자료 : 한겨레
(2016.05.16.), 「독일 경제기적을 낳은 노동자 경영참여」.)
6) OECD(2016), “Automation and independent work in a digital economy”,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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