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THE AUTOMATION EVO LU T I O N

Deloitte Review

D E L O I T T E R E V I E W. C O M

T H E AU TO M AT I O N E VO LU T I O N

75

THE

AUTOMATION
EVOLUTION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future of manufacturing
BY MATT ADAMS, GLENN SNYDER
AND MATT SZUHAJ
> ILLUSTRATION BY IGOR MORSKI

2011년 실리콘 밸리 리더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잡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의
답변이 의미하는 바가 선진국의 제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에
제조업의 모습이 보다 분산된 모델이라는
것일까? 제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일까? 그의 제품인 아이폰이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술 혁신 동력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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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어의 법칙이 2050년까지 프로세서의 성능을 정의할 수 있다면, 개인용 컴퓨터는
전 세계 인간의 뇌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수준의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처리
능력의 향상 속도가 둔화된다 해도, 이러한 처리 능력의 성장은 로보틱스(Robotics)와
자동화 분야를 바꿔 놓을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모든 업무와, 전부는 아니더라도
복잡하고 의사 결정을 요구하는 많은 업무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공장을 상상해보자.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노동차익거래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저 숙련도의 업무는 감소하는
반면, 비용 절감을 위한 오프쇼어링의 매력도가 낮은 전문 업무(로보틱스 및 자동화 설비
지원)는 증가하게 된다.
제조업 내 의사결정은 오랫동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생산
활동은 사실상 가능한 한 최저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만약 기업이 장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기술은 다른 요인들과
합쳐져, 타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장기적 옵션을 창출한다. 많은 기업이
현재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진보적 기업들은 자본준비금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레버로 활용할 수 있다.

A MANUFACTURING RENAISSANCE?
수년간, 선진국은 자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인력을 통해 원가 우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동화를 시행하는 대신 더 많은 수의 저임금 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동화와 로보틱스 트렌드가 이러한 상황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15~20년 내 선진국에서는 자원 및 최종소비자 시장의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제조업 신 성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임금
상승과 경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는 발전을 거듭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하였고 많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로보틱스와 자동화는 궁극적
으로 제조업에서의 사업 입지 선정 시 인건비 비용의 중요성을 낮추어 주었다. 향후에도
컴퓨터 처리 능력의 향상, 정교한 센서 기술, 인공지능 제어시스템 및 기타 기술의 진보화가
차세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주도할 것이며, 제조업의 미래 모습은 많은 관련 산업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가 업계 판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자동화 기술과 지역적 이점을 접목하여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산업 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Deloitte Review

D E L O I T T E R E V I E W. C O M

T H E AU TO M AT I O N E VO LU T I O N

77

SHIFTING THE PLAYING FIELD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을 매우 등한시해왔다.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제조업체들은
자국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성장시키면서 원가차익거래를 추구해 왔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제조업 성장을 경험한 이후, 미국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과 사업장 이전 간의 상쇄 효과에 대해
고려해 왔다. 미국 전체 비농업 고용 대비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1962년 28%에서 2011년 9% 이하로 감소), 최근 경기 불황 이전까지는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실질생산량은 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3

그림1.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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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Statistical Release G.17, monthly from http://www.census.gov/prod/99pubs/99statab/sec31.pdf;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revisions/Current/DefaultRev.ht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US Business Cycle Expansions and Contractions
<http://www.nber.org/cycles/cyclesmain.html>

많은 산업들이 오랫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 제조공정을 설치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 고용 수준의 저조한 성장률로도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자동화와 프로세스 효율화 또한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제조에 필요한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해주었다.

D E L O I T T E R E V I E W. C O M

Deloitte Review

78

THE AUTOMATION EVO LU T I O N

로봇에 반하다.
1980년대 General Motors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공세에 밀린 후, 로보틱스와 자동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선도적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그 아이디어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동화를 꿈꾸는 제조업체들에
수십 년간 경계해야 할 교훈이 되었다.
CEO인 Roger Smith가 기업의 주된 제조기반을 직접 노동에서 로보틱스로 변화시켰을 때,
당시 그는 혁신가이자 선견지명을 갖춘 인물로 칭송받았다. 198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 특히 Toyota와 Nissan은 GM이 차지하고 있던 48%라는 시장점유율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스미스는 효율성 증대와 단기적 자본투자를 통한 장기적 인건비 절감에 대한 해결책이
로보틱스라고 판단하였다. GM은 제조의 자동화를 위해 약 450억 달러의 투자를 감행하였으며,
이는 당시 Toyota와 Nissan의 시가총액을 합한 금액보다 큰 액수였다.
GM의 자동화 접근법이 오늘날은 성공신화로 회자하고 있지만, 처음 시도했을 당시에는
실망 그 자체였다. 막대한 투자에도, GM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30%까지 떨어졌으며, 운영 효율화 또한 달성하지 못하였다. Toyota의 직원 1인당 자동차 생
산 대수는 GM의 약 다섯 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GM은 자동화에
필요한 운영자와 기술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였다. 반면 Toyota는 자동화뿐
아니라 린(Lean) 제조 방식 및 적기공급생산(Just In Time) 방식과 같은 전략적 운영을 통
하여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였다. GM의 한 임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준비된 인력 없이 단순히
기술만을 이용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혼란을 자동화하는 것뿐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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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진행된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비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미국의
비교우위가 지식경제의 수준과 일치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트렌드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제조업 자동화의 다음 진화가 선진시장
에서의 제조업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미래의 제조업이 예전처럼 많은
고용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대학교에서 배출된 기술 인력의 고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활용 및 선 진 국 에 서 이 미 존 재 하 는 혁 신 문 화 의 배 양 을 통 하 여 지 식 경 제 를 활 용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ISE OF THE MACHINES (AGAIN)
제조업 자동화는 점진적으로 발전했지만, 기대했던 자동화 혁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다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동안 기업의 제조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되어 왔던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 차익거래의 침식/변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중국과 인도의 평균 실질
임금은 각각 75%, 175%씩 상승하였다(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5.5% 상승).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에 의하면 중국의 실질임금이 2015년까지 50%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이러한 추세는 외국인 투자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인건비의 배증을
경험한 많은 기업들은, 앞서 말한 지역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던 결정을
재고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차익거래가 생산 지역 선정의 핵심 요소였던 기업에 더욱 두
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식민주의의 쇠퇴: 비즈니스 세계화는 경제식민주의 버전 – 기업들이 선진시장에
진입할 때, 우선 개발도상국의 인력풀(Pool)에 접근하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시장에
접근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 – 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세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진국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시장 진입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있다(과거의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의 Tata Motor가 영국의 상징적인 기업인 Jaguar Land Rover를 매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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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의 증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최근의 에너지 비용 증가 추세와 함께
충분히 보도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변동이 심한 운반 및 물류비용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개별 제품은 물론 운영 체제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요구는
가중될 것이다. 대규모 제조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에너지의
원천을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석탄과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자원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과 기업 이미지에 대한 우려, 탄소세의 위험으로 기업들은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기업 입지의 균형: 많은 기업이 M&A를 통한 성장 사이클을 경험하였지만 지난 수십 년간 규모
축소 또한 경험하였다.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과 더불어,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 목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기업 입지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 입지의 중복, 생산 지역의 물가상승,
그리고 기존 시설의 인력 구성 변화는 기업들에 주도적인 자산 재배분을 요구한다. 자동화 기기
및 테크놀로지 기업인 Emerson은 글로벌 사업 운영에서 자체적 자산 재배분의 수혜자이다. 6
인수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이 기업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개발 측면에서도 성장 시장 내 지역화를 추구해 오는 등 입지 선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정확한 정보: 경쟁력 강화의 요건으로써 생산에서 즉각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적기공급생산
방식, 린 생산방식과 같은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 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연성을 향상해주는 고급 제조 기술은 기업이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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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이후의 제조업

신생 기술

첨삭 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적정 가격의
인간 로보틱스
(Humanoid
Robotics) 2

무인운전
산업용 로봇 3

집단 및 모듈
형 로보틱스
(Swarm and
Modular
Robotics)
- 추측에 근거하며,
실험적임

1

설명

생산 특징

잠재적 영향 부문

3D 프린터1가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면 자외선 램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굳어지면서 굳은
층 위에 또 다시 원료를 분사해
한 겹(layer)씩 “프린트”하면서
물체를 쌓아 올리게 됨. 동 기술은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을
통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

생산폐기물이 아예 또는 거의
없고, 전환시간이 짧으며 금형
교체(Tooling Change)나 직접
노동이 불필요함.

저율 또는 주문생산 조립라인을
보유하고 복잡한 내부구조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산품(특히
항공우주) 제조업체에 해당함.

소형의, 자본집약도가 낮은 인
간과 유사한 로봇임

소규모 자본투자 및 낮아진
설치비용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동시에 로보틱스와
자동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소규모 조립 공정의 소비재 및
공산품에 해당함.

사전에 프로그램 된 경로를
포함한 단순 현장(Field)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자동화 트럭임

일반적인 자동화의 이점: 직접
노무비의 감소 또는 제거,
정확히 일정을 관리함

광산업, 해운업, 건설업, 임업,
창고업 및 유통업에 해당함.

인공지능에 가까우며,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부분을 직접 설정하여
로봇이 스스로 역할 또는 형태를
변화시킴. 이런 로봇들은
자체적으로 그룹을 지어
복잡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자체 설정 및 적응 기능과 함께,
기술변경, 신제품 출시, 작업
배분의 변화 및 시간소모에
대한 고충을 처리함

제조품 및 서비스 부문 대부분에
해당함.

3-D Printing
<http://www.popsci.com/technology/article/2011-02/using-3-d-printing-tech-eads-wants-print-out-en
tireaircraft-wing>

2

For example, FRIDA—the latest ABB robot
<http://spectrum.ieee.org/automaton/robotics/industrial-robots/abb-factory-robot-frida>

3

Caterpillar plans to develop remote controlled machines and expects to develop fully autonomous heavy
robots by 2021. Some cranes already are remote controlled.
<http://www.im-mining.com/2011/07/06/cat-in-major-autonomous-truck-milestone-with-fortescuedeal
while-rio-doubles-its-komatsu-driverless-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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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자동화
혁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큐베이터
환경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술은
상당히 성숙한 상태이다.
한 예로, 흔히 3D 인쇄라
부르는 첨삭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은
항공기 부품의 신속한
원형제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3D 기술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며,

Julio M. Ottino는 새로운 제조업

이는 Northwestern 대학

환경에서 필요한 인력을 “Whole-Brain

교에 다니는 엔지니어링

(전 뇌적)” 사고를 하는 인력으로

전공 학생이 3주 간의 방학

정의하였다. 다른 명문 대학교에서도 점점

기간 동안 대학 캠퍼스의

공유되고 있는 그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정교한 3D 모형을 만들
었다는 사실로도 설명될

미래 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의
인재는 기술 능력(좌뇌)과 창의력(우뇌)

수 있다.7

모두를 갖춰야 한다.
대학 및 기업의
인큐베이션 환경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은 대량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회와 도전과제, 그리고 교훈을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 학생의 사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복잡한 자동화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능력과
프로그래밍 기술은 대단히 효과적이며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대규모의 자본집약적인 자동화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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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FOR THE ROBOTIC REVOLUTION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통하여 미래 입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소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의 제조업의 위축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에 동참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기술을 활용한 R&D, 인재 개발, 그리고 장기적 전략 계획 수립의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Nurturing technology
자동화를 위한 설계: GM 사례의 핵심은 일본 경쟁사들이 자동화에 적합한 부품을 설계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 경쟁사들의 성공에 있어 자동화 기술의 강점인 반복성과 속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단순화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 경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Chrysler의 전임 임원은 일본 기업의 제품 설계가 자동화의 성공에 이바지한 정도에
대해 “Toyota 공장 견학을 위해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서 그들의 제품이 얼마나 프로세스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가 자동화에 능숙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8

많은 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연구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대량 생산 기술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일한 품질수준의 대량 생산이 어려운 “이론상”
최적의 제품만을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자동화 및 기타 첨단 제조 기술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채택한 생산 기술의 약점을 축소하고 강점을 강화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제품 설계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한다.

제조를 위한 합동사업계획: 합동사업계획(Joint Business Planning)은 유통업체와
소비재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업목표, 제품 개발 트렌드와
매출 데이터의 공유를 통하여 제품의 흐름 및 고객 확장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체는 자동화와 기타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타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상호협력은 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들과
협력하는 제조업체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소비재 제품 개발업체들의
고객 통찰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은 특정 니즈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여 생산 기술과 연구를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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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큐베이션: 앞서 말한 제품 설계와 제조 기술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제조 기술의 점진적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정 니즈에 대한 기술의 효용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그 기술에 맞게 제품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접근법은 생산개발 프로세스에서
제조 관련 연구와 피드백을 포함한 확장된 R&D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영국 신발 회사 Clarks는 다양한 색상의 신발 디자인의 쾌속 조형(Rapid Prototyping)
제작 시 첨삭가공(3D 프린팅)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신발 제조업체들이 3D 프린팅
실험단계에서 대부분 단조롭고 전형적인 디자인을 채택한 반면, Clarks는 3D 프린팅을
통한 대량생산을 늦춘 대신, 기존 제품이 가진 디자인의 정교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디자인의 우위와 축적된 경험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의 잠재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만약 Clarks가 3D프린팅을 통한 대량생산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유리한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9

Homo-robo relations
기술 격차의 해결: 아마도 특정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 자동화 기술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볼 때,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단순 노동 인력을 고용해
왔으며, 이와 같은 인력들은 새로운 자동화 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몇
십 년간의 제조업은 대규모 저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여겨져 왔다. 자동화로
인하여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의 기업들은 고급 기술 역량
확보를 현장 연수나 경력에 의지해 왔다.

기업들과 국가들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되고 자율적인 인력을 인식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Northwestern 대학교 McCormick
School의 학장인 Julio M. Ottino는 새로운 제조업 환경에서 필요한 인력을 “WholeBrain(전 뇌적)” 사고를 하는 인력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명문 대학교에서도 점점 공유되고
있는 그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의 인재는 기술
능력(좌뇌)과 창의력(우뇌) 모두를 갖춰야 한다. 선진시장, 특히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두 능력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은 그 유연성을
억압하기보다는 가능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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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의 제조업 일자리의 귀환 – 기술을 위한 훈련
2011년 말, 미국에는 약 3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었으며, 이 숫자는 미국의 14백만 명의
실직자의 약 20%에 달하는 숫자였다. 인터넷 인력채용 사이트 Dice.com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컴퓨터 전공 대학 졸업자 수의 세 배에 달하는 기술직 인력수요가 있었다. 11 이 숫자들이 의미
하는 바는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가용 인력 간의 기술 역량에 대한 중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직 인력에 대한 교육 격차는 정치적 그리고 비즈니스적 담론의 주제가 되어 왔다. 최근
미국 제조업들은 정부와 산업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그 예로, 노스 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다른 주의 리더들은12 생명공학산업계와
공동으로 노스 캐롤라이나 생명공학 센터를 건립하여, 특별히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
으로써, 교육 및 인력개발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환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교육들이 고용 전에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생명과학업계의
취업에 있어 최고의 주(state)이자 위탁 연구 및 시험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다. 13

조지아 주의 Quickstart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활용
하였다. Quickstart 프로그램은 조지아 주 내 새로운 투자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각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Kia Motors, Gulfstream, 그리고 Caterpillar와 같은 기업들이 조지아 주의
신규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4

조지아 주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성공 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 산업과의 직접적 협력을 통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공동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이점은 실시간 산업 니즈에 근거하여 기술 능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있다.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자본집약적 자동화 투자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현대 제조 환경에 적합한 인재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주 정부는 제조업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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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자율권 부여: 차세대 제조 기술의 대부분은 더 많은 생산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이 그로 인한 효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생산인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기본 사례는 위스콘신에 위치한 용접 및 절단 장치 제조업체인 Miller
Electric Manufacturing이라는 기업이다. Miller는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 주간 예상
생산량을 제공하고, 생산 계획자 또는 감독의 도움 없이 예상 생산량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직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
관리부서와 인사관리부서를 포함한 기업 내 다른 부서의 인력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효율적인 로보틱스와 첨삭가공과 같은 기술들이 더 많은 주문제작과
유연한 생산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15

생산기술의 선택과 적용방식에 따라, 고급 기술은 보다 유연한 제조 인프라를 통해 운영
모델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한 인프라는 운영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제품의
맞춤생산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련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과 다양한 제품 수요에 기반한 프로세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시스템 등의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 매니저들이 필요하다. 직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는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부터의 문화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인력 파이프라인의 확보: 선진국 시장에서의 인구 고령화와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의
부족현상을 고려할 때, 인력은 차세대 제조업의 성공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의 첨삭가공 관련 중등 교육 지원은, 필요한 인력의 파이프
라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들에게 최고의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캐나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그들의 교육 시스템의 일부를
제조업 지원 및 숙련된 인력 양성에 할애하여 왔다. 16

장기 계획 수립
앞으로 생산기술 개발은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생산기술의
개발이 장기적 차별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기술 개발이 최소화해야 하는
비용이 아닌, 제조업의 장기적 성공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비용 절감 압력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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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재상의 변화

변화하고 있는 제조업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적 제조 인력과 현대 제조 트렌드에
적합한 인력의 몇 가지 핵심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전통적 제조 인력

제조 인력의 현대 추세

활용기술

주로 기계에 의존
(조립, 기계운영, 도구와 염료 개발)

기술/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컴퓨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람들과의 협업하는 능력

교육

견습직, 직업 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기술 대학, 협업 교육 프로그램(산학),
대학교 학위(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제한된 성장,
잠재적으로 감독 직책 및 지위에만 집중

명확한 척도, 평가 방법을 사용해 모든 근로자
레벨에서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창의적인 보상 전략 수립

경영 전략에 대한 제한된 지식/특정 역할에만 집중

경영 전략, 목표에 관한 근로자와의
명확한 의사소통

경력경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

이와 비슷하게, 기업의 입지를 최적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하루 아침에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인건비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신흥시장의 성장이 생산 현지화를
필요로 함에 따라, 기업은 제한된 생산 규모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느 지역에 새로운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 자동화와 첨단 기술들은
선진국 내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이고, 저비용 국가 내 기존 생산 설비의 현지화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현지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외에도 물류 비용을 낮춰주며, 기존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기계획 수립 시, 기업 자체적 관점뿐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의 장기 계획 관점도
반영된 기술 트렌드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 채택 시,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잠재적인 초기 투자 비용을 축소하거나 소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더 나아가, 유연성 확보에 있어, 즉각적 필요에 의해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들에 대한 대안 검토와 함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자동화 기회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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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이 도입하려는 제품 및 제조 기술의 개발 주기는 필요 시점보다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과 수 많은 잠재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적용방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적의 기술을 특정 제조업 니즈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분석이 요구되며
필요 시점 이전에 연구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소규모의 단순한 제조 프로세스는, 단기적으로는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로 인해 더욱 자동화될
것이다. 반면, 대규모의 복잡한 제조 프로세스는 상용화된 로봇들로 인해 일정 부분
혜택을 받겠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 생산 인력에 의존할 지도 모른다.

자동화 진화의 다음 단계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는 기존의 경쟁 환경을 이미 바꾸기
시작하였다. 제조를 비용 관리 대상이라기보다 핵심 전략 레버로 간주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대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제품의 융합과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이 미래 제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인재 채용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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