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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의 현재와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직업의 변화 



주요 경력사항 

• 국제금융학 석사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식 및 채권운용 담당 하나은행 1993. 1. ~ 2000. 1. 

• 주식운용 팀장 미래에셋 자산운용 2000. 1. ~ 2004. 4 

• 포트폴리오 매니저 피델리티 자산운용 2004. 5. ~ 2006. 6 

• 한국 주식투자부문 대표 

(Country Head – Equity Investments) 
피델리티 자산운용 2006. 7. ~ 2014. 12 

• 대표이사 선임 KTB 자산운용 2016. 1 ~ 



수상내역 

개인부문 시상 

• 2003년 한국 펀드 대상 수상(디스커버리펀드, 매일경제신문) 

• 2002년 올해의 최고 펀드매니저(조선일보 2002.12.17) 

회사부문 시상 (주식운용팀장으로 기여) 

• 2006년 대한민국 일류브랜드 대상 – 피델리티 코리아 주식형펀드(서울경제신문) 

• 2003년 한국 최우수 운용사상 수상(매일경제신문) 

• 2003년 한국 최우수 주식부문 운용사상 수상 (한경비즈니스) 

• 2003년 한국 최우수 운용사상 수상(중앙일보) 

• 2002년 한국 최우수 운용사상 수상(매일경제신문) 

• 2002년 한국 최우수 주식부문 운용사상 수상(한경비즈니스) 

• 2002년 한국 최우수 운용사상 수상(한경/리퍼코리아) 

• 2001년 한국 펀드대상 특별상 수상(매일경제신문) 







국내 자산운용 규모 전망 

(조원) 2013 2014 2016 2018 2020 2030 

공적연금 443 488 558 648 878 1,818 

사적연금 174 209 328 451 597 1,764 

펀드(공모+사모) 332 375 386 425 469 764 

합계 949 1,071 1,355 1,523 1,944 4,364 

* 연기금의 펀드 투자 등으로 일부 중복집계 가능 
** 자산운용 규모 연평균 성장률 가정 : 2014~2020년 10.5%, 2020~2030년 8.4% (자본시장연구원 데이터 추정) 

2013 2014 2016 2018 2020 2030 

공적연금  

사적연금  

펀드(공모+사모)  



구분 2017 

공적연금 603조 

사적연금 390조 

펀드(공모+사모) 510조 

합계 1,503조 

국내 자산운용 규모 전망 

구분 2017 

대한민국 
2017 예산 

400조 

대한민국 
시가총액 

1,517조 

대한민국 
GDP 

1,581조 

대한민국 
예금합계 

1,242조 

대한민국 
국민연금 

564조 

2017 대한민국 자산규모 

(단위 : 조원) 



[2008년도 수탁고] 

361조원 

일임 136조 포함시 , 총 497조 

주1.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주2. 기타=파생상품+부동산+실물+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단위: 조원) 

[2017년도 수탁고] 

510조원 

일임 444조 포함시, 총 954조 

주식, 68 
혼합형, 31 

채권, 104 

MMF, 136 

기타, 171 

주식 

혼합형 

채권 

MMF 

기타 

주식, 140 

혼합형, 

40 

채권, 

30 

MMF, 89 

기타, 62 



[글로벌 투자전쟁] 

LA다저스와 대체투자 
한국인에게 익숙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LA 다저
스. 작년 봄 LA 다저스의 연관 검색어에는 류현진(사
진) 등 잘 알려진 이름 외에 한국투자공사(KIC)가 깜
짝 등장했다. 한국 국부펀드인 KIC가 LA 다저스 구
단의 지분 19%를 4억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투자는 무산됐지만 
KIC의 구단 지분 인수 추진은 대체투자의 하나였다. 
대체투자는 전통적 투자 자산인 주식, 채권의 ‘대체
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야구·축구팀 등 스
포츠구단, 호텔·항공기·선박·농장, 항만·전력회사·우체국(민영화 매물), 대기업 
매출채권·제약특허, TV 드라마 및 영화 판권(콘텐츠) 등도 각국의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 글로벌 ‘큰손’이 노리는 대체자산으로 떠올랐다. 

2016년 
1월 21일 목요일 

Hankyung.com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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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04 

(단위 : 조 원) 

CAGR  +21.47% 

• 자료 : 금융투자협회, 대체투자펀드 : 특별자산+부동산 



 

1. ETF란 ?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일종의 펀드와 같은 상품 

2. 왜 ETF 인가?  
 최근 글로벌 차원의 투자상품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TF! 

 ETF는 종류도 다양해 여러가지 투자 전략을 구사하거나 자산배분을 하는데 매
우 유용한 수단.  

 

 

 

 

 

 

 ETF는 산업 섹터별 투자가 가능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등 스타일별로도 투자가 가능.  
(금, 원유, 원자재 같은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ETF도 있음.) 

 

Q1.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  
→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듯 시장지수 관련 ETF나 레버리지 ETF에 투자.  

Q2.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 인버스 ETF에 투자 

  ETF는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별 주식 투자와 달리 시장의 양방향성을 이용해 투자 할 수 있음.  

 



 

3.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거래비용 

- ETF는 주식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데,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면
제되고, 수수료 측면에도 일반 펀드에 비해 싼 편.  

 

분산 투자 효과 

- 섹터별, 테마별로 투자할 때, 어느 개별 주식이 상승할 지 종목선정이 어렵지만, 
ETF 투자 시 관련 업종 관련 테마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높은 투명성  

-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운용되므로 가격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실시간 매매가 가능 

-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형펀드와 다르게 바로 매매가 가능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미국 ETF 시장 (단위 : 십 억달러) 

글로벌 ETF 시장 순자산 추이 (단위 : 십 억달러) 

* 자료 : 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삼성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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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 시장 추이 



규모 측면 

 국내 57개 증권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
(46조원)는 골드만삭스 1개사(91조원)의 
절반 수준 

 
<글로벌 IB 자기자본(′15말)>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의 AUM은  
 글로벌 1위 운용사의 1/30 수준 
 - (블랙락) 5,500조원 (삼성) 198조원 

   (피델리티) 2,500조원 (한국투신) 35조원 

91 

79 

25.9 

8 4.5 3.9 3.5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대우+미래 NH 현대+KB 삼성 

질적 측면 

 수익원이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
중, 고부가가치 영역인 자산관리 ∙ 투

자은행 수익기여도는 20% 미만 
 
<국내외 증권사 수익구조(14)> 

 

17.4 

19.7 

62.9 

골드만삭스 

자산관리/운용 

투자/대출 

기관서비스/투자은행 

7.8 
43.2 

49 

모건스탠리 

자산운용 

자산관리 

기관서비스/투자은행 

34.7 

46.8 

8.2 
9.5 

0.8 

국내증권사 평균 

브로커리지 자기매매 

자산관리 IB 

기타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9.3 19.8 42 
121 

290 

470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단위 : 억달러) 
CAGR 119% 



기존과 전혀 다른 ‘금융’을 요구하고 있으며, 
‘IT’기업이 이러한 금융혁신을 이끌 것이라 기대 

73%  금융회사보다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이 제공할 새
로운 금융서비스에 더 큰 기대 

50%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존 은행의 업무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기대 

33%  은행이 아예 필요 없어질 것이라 생각 

* 2015 The Millennial Disruption Index 결과 



 핀테크업체들이 소매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은행 수익
을 크게 잠식 
 

   - 2025년 은행 이익 중 소비자금융 60%, 지급결제 
35%, 자산관리 30% 잠식 

       * 2015 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 

 2025년 핀테크로 인해 미국 • 유럽 은행권에서 現 
인력의 30% 이상인 170만명이 해고될 전망 

 
       * 2016 Citigroup ‘Digital Disruption’ 



소비자 금융 60%, 지급 결제 35%, 자산관리 30% 잠식 

 로보어드바이저  카카오 Pay 

 Line Pay 

 IT 기업 

 Big Data 

 Alibaba 



정형 ∙ 비정형데이터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분석 AI
를 활용한 분석력 ∙ 시장예측력 ↑  
 
非금융사의 혁신적 상품 ∙ 서비스 개발 및 신용평가
모델 구축 가능  
 

< 中 알리바바의 금융업 진출 사례>  
   

• 유통업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금융업에 진출  
• 높은 신용평가 예측력을 기반으로 14년 인터넷 
중소기업에 무담보 대출서비스를 시작  



 
알리바바는 2014년 9월1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약 175조원이었다. 
지금은 약 338조원에 달한다. 

 



☞ 알리바바그룹 계열사 구조 



Baidu 
시가총액 

76조원 

Alibaba 
시가총액 

346조원 

Tencent 
시가총액 

377조원 

총 799조원 

시가총액 

28조원 

Apple  908조  

Google  754조  

MS  603조  

Amazon  539조  

Face book  483조  

Exxon mobile  395조  

Johnson & 
 johnson  

387조  

삼성전자  348조  

GE  277조  NAVER 
네이버 

B 

A 

T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투자자문 ∙ 일임서비스 

 
저렴한 수수료로 
  대중 ∙ 대중부유층 타겟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수요와 맞물려 20년 
 美 시장 2.2조 달러(약 2500조원) 

 - 16년 이후 연평균 68% 성장 전망 

사업영역 확장 

 낮은 수수료의 자동화된 
 퇴직연금 운용서비스 제공 
 - Betterment, 골드만삭스 등 진출 

 고객의 타 금융계좌를 연계한 
 통합계좌 관리서비스 제공 
 - 이를 포함한 종합자문서비스도 검토중 

ROBO 
ADVISOR 



스타트업 동향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전후하여 본격 태동 
 15년 약 60여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사업을 영위중 
 상위 15개사 운용자산 규모가 약 

510억달러(58조원)인것으로 추정 
 주요 플레이어 

Betterment(업계1위) 

 (개요) 
 -2008년 설립 
 -ETF기반 자동일임서비스 제공 
 -16.3월말 운용자산 40억달러(4.5조

원), 계좌수 18만개 
 
 (사업동향) 
 -어드바이저 전용 Betterment 

Institutional 런칭(14) 
 -잉여자금을 자동이체해주는 Smart 

Deposit 서비스 도입(15) 
 -401(k)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

이저 서비스 런칭(16) 
 -통합계좌 관리서비스 도입(16) 

회사명 최소투자금 수수료율 

Betterment 없음 0.15% ~ 0.35% 

Wealthfront 5천달러 0.25% 

Future Advisor 없음 0.5% 

Personal Capital 10만달러 0.49% ~ 0.89% 



40 

100,000 





현 황 

 기존플레이어의 향우 
 고객기반, 브랜드 인지도, 검증된 

Track record, 타 상품 ∙ 서비스 연
계 편의성 등이 강점으로 작용 

 
 
< 로보어드바이저 TOP 5 (15말 AUM) > 
 

(단위 : 십억달러) 
31 

5.3 
3.3 2.8 1.8 

Vanguard Schwab Betterment Wealthfront Personal 

Capital 

기존 금융사들의 사례 

 
 Personal Advisor Service 출시(15.5) 
 -하이브리드 모델로 차별화 
 (자동화된 운용서비스+어드바이저 상담) 

 
 
 
 Schwab Intelligent Portfolio 출시

(15.3) 
 부유층 대상 지점 ∙ 어드바이저 확대 전

략 (5년간 어드바이저 +150%) 

 





다보스포럼이 전망한 미래기술 티핑포인트 시기 

•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경제에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던졌다. 1월 20~23일까지 펼쳐진 300여개 세션 중 절반에 가까운 140여 개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세션으로 채웠다. 그동안 전 세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화두에 초점을 맞춰온 다보스포럼이 산업이란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

다.  

1~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산업화 

• 19세기 말, 전기활용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 20세기 말~21세기 초,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끈 정보화 물결 

•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은 다양한 기술융합에 의한 혁명적 변화 
•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나노기술, 사물인터넷(loT), 빅데이

터, 드론, 자율주행차량, 3D프린팅 등이 4차 혁명 기술사례 



연도 내용 

2018년 모든 사람을 위한 스토리지 

2021년 로봇 서비스 

2022년 사물인터넷, 웨어러블인터넷, 3D프린팅 – 생산 

2023년 
이식형기술, 빅데이터에 의한 결정, 새로운 인터페이스 영상기술,  
주머니속 슈퍼컴퓨터 

2024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간 건강을 위한 3D 프린팅, 커넥티드 홈 

2025년 소비재에 3D프린터 사용, 인공지능의 화이트칼라 직업 대체, 공유경제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 스마트시티 

다보스포럼이 전망한 미래기술 티핑포인트 시기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다 풀어라. 대신 개인정보 활용 범죄는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라."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매일경제-롤랜드버거 제2 
한국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빅데이터"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왜 4차 
산업혁명이고, 그중 하필 빅데이터인가.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와 소비, 고용,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4대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흐름을 되돌릴 
거대한 계기가 최근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뇌관을 제대로 건드리면 새로운 고용 창출과 함께 소비, 투자도 반전시킬 수 있다.  
 
 

4차산업혁명 한국 승부처는 ‘빅데이터’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IoT·AI도 빅데이터가 기반 규제 풀되 범죄악용땐 엄벌 

그런데 출발이 늦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10개 안팎의 기반기술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상품·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반기술은 선진국이 이미 선점했다. 그중 몇몇은 따라잡기 불가능할 만큼 간격이 벌어졌고,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편이 합리적인 
기술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술이 하나 있다. 빅데이터다.  
 
4차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전통 산업에 있어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IoT, AI 등 각종 기반기술과 파생상품의 기초재료가 빅데이터다. 원유는 
사와서 쓰면 그만이지만 빅데이터는 자체 국가 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  
 
'스마트 트래픽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도로 위 모든 차량의 경로와 도로 상황을 종합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안내하는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서울에서 서비스하려면 서울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남의 것을 사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빅데이터 파생 서비스는 이처럼 지역 단위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 양질의 데이터가 풍부하게 확보된 곳에서 더 많은 사업 아이디어, 더 뛰어난 서비스상품이 나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그러나 빅데이터 수집·활용에서 가장 제약이 심한 국가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의 민감도와 상관없이 사전동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외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도 각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신상 노출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공할 경우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의 승부는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해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결정된다"며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D-CHECKING 코리아 ①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국내 
일자리가 최대 164만개 감소하거나 최대 68만개 증가할 것이란 '극과 극'의 전망이 나왔다. 자동화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란 염려가 높지만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면 오히려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 기치를 내걸고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일자리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컨설팅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래 
신산업(신상품·서비스) 정착 정도와 AI·로봇 등에 의한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에 따라선 202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최대 68만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낙오땐 일자리 164만개 날린다 
매경 ∙ 딜로이트컨설팅 2025년 고용 분석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정부·기업 대응하기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 `극과 극`  

딜로이트컨설팅은 신산업 정착 정도와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이 정부와 기업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2020년 형성되기 시작해 2025년 안착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자동화 진행 속도가 완만히 진행될 경우 미래형 
자동차, 첨단 소프트웨어, 생활안전 등 산업에서 2025년 기준 6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조기에 육성하지 못한 채 자동화만 급격히 진행돼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빠르게 
대체하는 것이다. 이때 164만개 일자리가 증발한다. 
유통·물류가 55만개 감소해 직격탄을 맞는 것을 비롯해 기계, 조선, 섬유 등 제조업은 물론 교육, 금융, 행정 등 서비스산업까지 총체적인 고용절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것이란 전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일자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영향 연구는 있었지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전체 산업별 일자리 증감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재만 기자 / 나현준 기자] 



2015년 상반기 업종별 일자리 증감현황 



15~29세 청년 실업률 변화 



헬조선인 이유 



헬조선인 이유 



청년실업 



20년 안엔 일자리 47%가 사라진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이익 1조원을 돌파한 대기업 A사. 4년 전에 비해 영업이익은 4배 늘었지만 고용 총인원은 7900명에서 7600명으로 4%(300명) 감소했다. A사 관계자는 "연간 투자액이 3500억원에 이르지만, 국내 투
자는 기술·자동 설비 위주"라며 "고용과 직결된 공장 증설 등은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채용 규모를 밝힌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삼성은 고졸과 대졸 출신의 신입·경력 직원을 모두 포함해 1만4000명을 뽑았다. 3년 전인 2012년만 해도 삼성은 2만6100명을 뽑았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5년간 늘어난 일자리 272만개, 연봉 3000만원 이상은 21만개(8%)뿐 
우리나라에서 연봉 3000만원 이상 되는 '좋은 일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을까.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새로 생겨난 일자리 중 '좋은 일자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봉 3000만원 이상 정규직) 비중은 8%에 불과했다. 지난 5년 사이에 총 272만9773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이 중 '좋은 일자리'는 21만8631개란 것이다. 
 
전체 일자리 중 '좋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는 9.8%였으나, 2015년에는 9.7%로 떨어졌다. 한경연 우광호 박사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아 연간 대졸자만 50여만명(휴학생 포함)이 쏟아지는 우리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쇠퇴, 청년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앞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일자리 감소  
고용 창출 능력의 감퇴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등과 맞물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경북에 있는 중견 기계부품회사는 지난해 스마트 공장 인증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구매나 자재 관리, 재고 파악 등의 작업이 대부분 시스템으로 자동화되면서 상당수 직원들의 할 일이 없어졌다"며 "그렇다고 정규
직을 해고할 수는 없어 업무 보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이는 식으로 중·단기 인력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초봉 3000만원의 인기 중견 기업이다. 
 

'1兆 클럽' 작년 영업익 73조… 고용은 1만5000명 줄어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일자리 절벽시대 <上>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스마트팩토리… 
5년간 신규 일자리 272만개 중 
年3000만원 이상 정규직은 8%뿐 
 
5000억 들인 공장, 고용은 10여명 
대부분 자동화 로봇들이 업무 
정규직은 해고 어려워 채용 기피 

세계 최대 규모(6000㎥)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 고로(高爐)는 하루 1만5000t, 연간 530만t의 쇳물을 생산한 
다. 그런데 이런 대형 시설의 근무자는 단 8명에 불과하다. 철광석·석탄 등 원료를 집어넣는 작업, 쇳물을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는 작업, 고로 운전을 컨트롤하는 작업 등 대부분 공정은 로봇이 담당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규모의 쇳물을 생산·관리하기 위해서는 20명 가까운 인력이 필요했지만, 작업 공정이 자동화·첨단화됨에 
따라 인력이 줄어든 것이다. 세계 최고 철강사인 포스코의 전체 고용 인원은 지난해 1만6584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1000여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포스코뿐 아니다. 최근 국내 많은 대기업이 자동화·로봇화 때문에 시설 투자를 늘려도 '투자=고용 증대'란 등식
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증권사들도 인터넷 뱅킹 등에 밀
리면서 대규모 감원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고용 시장은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 못잖게 '좋은 일
자리'의 태부족 현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1조 클럽 상장사, 매출·영업이익 늘어도 1만5000명 줄
였다 
본지가 기업 정보 사이트 '재벌닷컴'과 함께 지난해 매출액 
1조원 이상 상장사 182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들의 직원 수는 100만2326명으로 1년 사이에 1만5000
명이 줄어들었다. 이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97조원, 73조원이다. 1년 사이 매출은 8조30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이 늘었는데 직원 수만 감소한 
것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1년 사이 
3698명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2500억원 증가했다. 



20년 안엔 일자리 47%가 사라진다? 

• 로봇과 인공지능 발달이 사무직과 서비스

직 직업을 잠식하는 시대가 소설이 아닌 현

실로 다가왔다. 1994년 4월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20년 후 비서 직종이  

컴퓨터와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에 밀려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2015년 3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1년부터 2013

년까지 12년간 영국의 비서 일자리가  

16만3000개 줄었다고 보도했다.  

'시리(Siri)' 류의 스마트폰 비서와 인터넷  

가상 비서 서비스에 사람이 밀려났다는 분

석이다. 시리는 음성인식을 통해 사람의 지

시를 수행하는 스마트폰 비서 앱이다. 



• 2013년 말 ‘미래의 직업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관련된  

5가지 메가트렌드를 선정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 고령화, 환경과 윤리, 일상적 안심, 

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유망직업 



유망직업 

• 국내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76명이 선정한 직업관련 설문, 2015년 테크M 8월호)  



미래의 직업세계 

• 일의 미래’의 저자 린다 그래튼은 30개국 200명의 CEO와 함께 수행한 ‘앞

으로 일과 업무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2025년 

일반인들이 일생 동안 가지게 될 직업 수가 세 가지가 넘을 것이라고 한 점이

다.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직업이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다.  

 

•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통해 20세기  

정보시대의 주인공은 지식노동자였지만, 새로운 미래인 개념시대에는 창조와  

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것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승자가 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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