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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미래예측: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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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않는 이상 과학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적 행태와 상호작용 방식을 정의 혹은 가정할 때 미시경

형태로 구현되면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련 산업이 계

제학의 기본 이론에 따라 설정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

속 발전하면서 전체 일자리는 늘어날 전망을 밝히고 있

법론을 활용한 것이 미시모의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에 따라 최신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

본 연구의 초점은 실제적인 기업의 성장과 고용효과에

리를 위협하는 부분보다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와 기

영향을 미치는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미래예측 모델링을

존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이므로, 모형 설정에서 주로 고려해야할 방향

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들어 OECD(2019)는 기술발전 등에 따라 나타나는 직

첫째, 대규모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정

무 및 일자리 변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직업군을 선별

도의 규모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해내고, 이러한 이동을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구인・구직 매칭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기보

훈련의 수준과 필요영역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다 기업의 구인 수요에 신기술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기

이 글에서는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대체될 수 있을 것이

업 성장에 따른 성장수요와 기존 인력의 대체에 따른 대

냐를 숫자를 통해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체 수요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데 일차적으로 초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인공지능의 발달 수준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실제 일자리가 얼마

혁신활동 결정이 일자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한 단계 올려놓은 이후, 우리는

나 대체되거나 사람들이 실직할 위험은 어느 정도 되는

는지에 대해 미시적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모형 설정과

둘째, 기업의 고용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프레이&오스본의

모의실험을 추진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일자리를

매출증가율 등으로 파악되는 기업의 성장 정도이다. 기

다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이세돌이 알

연구결과를 비판하면서 과업기반으로 일자리 대체율을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혁신의 대표적인 예는 새로

파고라 불리는 발달된 인공지능에게 1승이라도 거둔 유

계산한 OECD(2016)은 실제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이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모델

운 제품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제품 혁신과 기존 공정의

일한 바둑기사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고

70%가 넘는 고위험 경우는 평균 9%에 불과하다고 발표

링하고 모의실험을 추진하여, 혁신활동 지원정책에 대

효율성을 개선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공정혁신이 있

있다. 요즘 세대들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하였으나, 컨설팅 회사 PwC(2017)은 OECD가 너무 과

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게 주요

다. 따라서 제품 혁신 및 공정 혁신이 기업의 성장과 고

의 발달을 눈으로 지켜보고 직접 활용하면서, 하루하루

소추정했다고 주장하며 평균 38%의 고위험 대체가능성

한 목표이다.

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실험을 하는 데 초점

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을 주장한 바 있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바둑 대결 이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

미시모의실험 및 행위자기반모형(ABM) 설정 개요

대한 정책효과를 검증해 보는 데에서도 유용하다고 판

벤트가 이루어지기 몇 년 전에 이루어진 프레이&오스

는 방직기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위협받은 노동자들의

여기서 활용한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방

단된다.

본(2013) 연구 결과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업의 절반 정

기계파괴운동이었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산업혁명

법론은 미시경제학의 통계적 분석을 행위자기반모형

셋째,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구인 수요가 매칭될

도는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의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다. 러다이트 운동의 현대판은

(Agent-based Model: ABM)에 결합시킨 방법론이다.

수 있느냐 여부는 행위자로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로 대체될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미래 예측 결과를 내

우버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대시위 등으로 대표될 수

복잡계 성격을 지닌 사회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도 포함하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규모나 시한

어놓았다. 이후 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이 일자리를 얼마

있다. 하지만 항상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일자리의 변

의 결과를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수치에 집중하면서 집

을 고려할 때 여기까지 포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나 대체할 것이냐는 데 대한 계량분석 혹은 모델링 기

화는 더 높은 생산성 혹은 경제성장에 따라 다른 일자리

합적 모형으로 분석하는 대신, 독립된 개체(agent)들의

향후 연구 확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

반 예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컴퓨터화

를 만들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진실이다. 이러한 경험에

자율적 행태와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추는 게 바람직하다.

혹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직무 변화는 당연히 많이

기반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지

확률모형으로 재현한 모형이 ABM이다. 여기에서 자율

넷째, 기업의 자동화 신기술 도입 의사결정은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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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방식으로 전체 모형을 구성하는 게 혁신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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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연구개발투자 규모, 혁신활동 정도와 기업 특

로 생산성 개선은 가격 하락을 유도해 수요와 고용을 증

성을 연계한 확률 함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

대시키지만, 수요가 성숙단계에 돌입하면 고용이 감소

요하게 고려할 변수는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경우와 공

하는 역U자 패턴(Bessen, 2017)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혁신을 추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모델링하는 등 개별

Autor&Salomon(2018)은 기술진보로 총요소생산성이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의 유형에 따라 고용영향이 다르

높아질 경우 해당산업과 후방(공급)산업의 고용은 감소

게 나타날 가능성을 모델링하는 부분이다. 다섯째, 기업

하지만 전방(수요)산업과 최종재의 수요 증대를 통해 경

의 생존 상태 결정은 신기술 도입이나 경쟁력 함수로 구

제 전체의 고용, 근로시간, 임금은 분명히 증가한다는 사

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하면 기업 생존 함수

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GDP

를 도입하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생존확률을 높이는 방

보다는 증가율이 낮아 노동소득 분배율은 악화되었다.

식으로 모형에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공정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동화와 제품혁신을 통해

[그림 2] 기술발전이 자본과 업무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제품혁신 경향성 별 고용률 및 노동소득 분배율 결과
총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자료: Acemoglu, D.(2016)

노동분배율에 미친 영향

이루어지는 신수요창출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고용영향 모델링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제품혁신이 고용에 더 좋은 효과를 미

고용영향 모델링을 위한 선행 연구모형 분석

주요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이 해당 산

친다는 결과가 많다. Harrison et al.(2014), Dachs et

Neves et al.(2019)은 행위자기반 모형을 사용하여 혁

업(주로 제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경제 전체의 고

al.(2016)은 제품혁신이 수요창출을 통해 공정혁신보다

신과 고용 간의 역동적 관계(dynamics)에 대한 모의실

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악화된

고용을 더 증가시키며 불황에 대한 대응력도 더 좋다는

험을 수행해 제품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인간

다는 결과를 많이 보여준다. 자본재 가격이 하락하며 자

연구결과를 내어 놓았다. Acemoglu, D. et al.(2016)은

노동이 필요한 새로운 작업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제품

동화에 의한 반복적・저숙련 노동의 대체가 OECD 경

제품혁신을 통한 새로운 업무의 창출이 활발해지면 자

혁신과 이전에 인간이 수행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공정

제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연구가 많다(Schwellnus et

동화로 인한 고용 대체를 상쇄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혁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al., 2018 등). 산업발전 초기에는 수요가 탄력적이므

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의실험하였다. 450회의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3]에

제모형의 미시모의실험으로 다음과 같이 모델을 설계하

서 나타나듯 제품혁신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였다. 첫째, Neves et al.(2019) 모형과 동일하게 제품혁

나, 공정혁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공정혁신이

신 경향성이 100%인 국가 A의 기업들과 제품혁신과 공

증가하고 제품혁신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와 임금

정혁신을 양면 구사하며 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 확대

증가 사이의 격차가 확대해 노동소득 분배율도 하락하

를 모색하는 국가 B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국제 상품시

는 부분이 뚜렷하였다.

장을 모의실험하였다. 둘째, 기업은 국가 A와 B에 100

[그림 1]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총노동투입과 노동분배율에 미친 영향
총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노동분배율에 미친 영향

자료: Neves et al.(2019).

개씩 생성되며, 이들 행위자 객체 i는 ①수행할 업무의

자료: Autor, D. & A. Salomon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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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 미시모의실험 모형 개발 및 결과 도출

선정, ②산출량 및 투입요소 결정, ③제품 생산 및 예산/

공정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결산, ④노동생산성 및 가격 결정, ⑤혁신활동 수행의 절

Neves et al.(2019)의 모형은 1국가의 폐쇄적 경제모형

차를 매 시기마다 반복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

으로 해외시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방형 교역경

째, 매크로 경제환경 모형은 ①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집

제에서 활동하는 한국 제조업 입장에서 그대로 수용 가

계, ②퇴출 기업의 교체, ③새로운 업무 집합 생성 등의

능한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경

모듈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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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링을 기반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3가지

첫째, 가격민감도가 클수록 공정혁신을 추구하는 국가

둘째,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경제학

수 있다. 반대로 가격민감도가 낮은 신산업 등의 미래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추진하였다. 수요의

B의 시장점유율 우위가 확대되었다. 부가가치 프리미엄

의 기본 가정에 따라 도출한 평균임금(=노동생산성*고

업의 경우에는 제품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고용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프리미엄 비율을

이 낮은 경우,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

용률)은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낮은 경우에 노동생산성

률은 물론 평균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등에서 모두 우

매개변수로 설정해 3개의 시나리오 도출하였는데, 프리

가 B가 시장점유율 격차를 확대하며 고용률이 우월(54%

과 고용률이 모두 높은 국가 B가 우월(A 0.7, B 1.3)하였

월하게 나타난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가격민감도가 중간

미엄이 낮을수록 가격민감도가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vs 83%)했고,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격차가 축소

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높은 경우, 다시 말해 수요가

수준인 경우에도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국가가 고용률과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되면서 국가 A의 고용률이 우월(85% vs 63%)하였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률이 높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은 국가 A가 우세(A 1.1, B 1.0)하게 나타났다.

신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가

서는 제품혁신이 중요하다는 결과는 분명하다.

[그림 4]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고용률 모의실험 비교

장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혁신에 치중하는 국가
A가 공정혁신을 병행하는 국가 B보다 우세했고, 부가가
치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국가 A와 B 간의 격차가 크게

1) 본
 원고는 같은 제목으로 발간예정인 홍성민 외(2019)의 주요 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확대되었다. 기존의 폐쇄적 경제시장 모형과 달리 본 연

참고문헌

구가 수행한 서로 다른 혁신전략을 채택한 두 국가의 개

-A
 cemoglu, D.

방형 경쟁시장 모의실험은 실용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부가가치 프리미엄 시나리오(가격과 부가가치에
[그림 5]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평균임금 모의실험 비교

대한 수요의 민감도)에 따라 혁신정책의 우위전략이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업 생애주기 상 신산업에서

and P. Restrepo(2016), "The Race between

Machine an Man: Implications of Technology for Growth, Factor
Shares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8(6),
pp. 1488-1542.
-A
 utor D. and A. Salomons(2018), "Is Automation Labor-Displacing?
Productivity growth, employment, and the labor sha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
 essen,

J.(2017), "Automation and Jobs: When Technology

는 수요가 가격인하보다 품질향상에 더 크게 영향받기

Boosts Employment,” Law & Economics Paper, (17-09), Boston

때문에 제품혁신에 집중하는 전략이 혁신과 고용 간의

-D
 achs, B. et al.(2016), “Employment Effect of Innovations over the

선순환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하
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품질이 상향평준화되어 수요가

University School of Law.
Business Cycles: Firm-Level Evidence from European Countries”,
ZEW Discussion Papers, No. 16-076, ZEW.
-F
 rey, C. B., & Osborne, M. A.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가격인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숙산업의 경우에는
공정혁신에 치중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장점유율 확대

[그림 6]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노동소득 분배율 모의실험 비교

를 통해 고용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분명하였다.
정부의 혁신지원 정책도 신산업과 전통산업에 대해 다

Four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35, pp. 29-43.
-N
 eves1, F., P. Campos, and S. Silva (2019). “Innovation and
Employment: An Agent-Based Approach”. Journal of Artificial

더라도 전통산업의 경우는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을 모

-O
 ECD (2019), Occupational mobility skills and training needs,

두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전

-P
 wC(2017), “Will Will robots steal our jobs? The potential impact

숙산업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므로 공정

36

A Firm-Level Analysis Using Comparable Micro-Data from

르게 접근해 신산업의 경우는 제품혁신 위주로 지원하

통 주력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은 대부분 성

자료: 저자 작성

School.
-H
 arrison, R. et al.(2014), “Does Innovation Stimulate Employment?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게 고용률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Societies and Social Simulation, 22(1) 8.
2019. 04.
of automation on the UK and other major economies”, 2017.3
-S
 chwellnus et al.(2018), Labour share developm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ROLE OF TECHNOLOGICAL PROGRESS,
GLOBALISATION

AND

“WINNER-TAKES-MOST”,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Paris, Sep 3, 2018.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