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보 21-61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aul Zimet,
What the New York Times Gets Wrong about Automation
27 August, 2021

AI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편견

COVID-19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산업구조의
수많은 분야에서 산업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최소 1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최근 정부의 충분한 실업수당
지급 덕분에 자발적 실업자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발적
실업의 사유로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 학교들이 개교하지 않아 아이를 돌보기 위해 구직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최근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는 경제 인구들의 부진한 구직활동 때문에 크로거, 데이브 앤
버스터, 체커스 등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동화율 상승에 비추어 고용 시장의 미래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두려움

자동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기하는 걱정은 자동화가 고용 기회를 감소시킨다
는 것이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활동의 상당부분을 근로자가 아닌 기계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식당 체인인 멜트위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는데, 햄버거의 고기 패티조차 기계가 굽고 뒤집는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풍족함의 성취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그들이 전제로 한 특정 연구 조건에서는 유효할 것 같지만,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동화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인류가 해야 할 고된 일을
줄이면서 근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모든 경제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역사를 통틀어 그렇듯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번
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산업 혁명 이래 계속된 오랜 두려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동화의 과정은 항상 자동화로 인해 사라진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미국 내에서 농업에 대한 노동력의 비율은 1840년 이후 약 70%에서 2%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68%가 영구적으로 실업자로 남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 세기에는 상상
도 못했던 신산업이 등장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용했고, 이는 대
부분 자동화에 의해 절약된 자본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자동화는 인류의 일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높였다. 오늘날 약 97%의 미국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음악을 듣는 등 이전에는 부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많은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

고됨의 끝

만약 우리가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인류에게 그들의 모든 사냥과 채집 행위
가 앞으로 더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
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 현재 인간의 노동으로 분류된 모든 것이 매
우 효율적인 신기술에 의해 자동화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경제행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 인구 중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중은 1850년 90% 이상에서 오늘날 10%
이하로 떨어졌다. 기술 발전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사실상 모든 인류가 이전 시대의 인류
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 전략인 ‘산업의 자동화’는 우리가 미래에 얻고자 하는 번영을 달성하기위해서 지탄
받기보다는 환영받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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