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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Newspresso with MIT Technology Review는  

글로벌 테크 분야의 핵심 토픽을 다루는 기사들을 읽으며 종합적인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MIT Technology Review는 글로벌 테크 업계의 최신 

정보를 폭넓게 전달하며 기업 경영과 의사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C-suite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Newspresso with MIT Technology Review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실리콘 밸리, 인간과 기술, 기후 변화, 그리고 우주라는 여섯 

가지의 토픽 하에 각각 네 개의 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Newspresso with MIT Technology Review는,

기사를 읽은 후 ‘나의 견해 쓰기’를 통해 능동적 학습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테크, 경영 관련 기사를 읽고 ‘나의 견해’를 정리해 봅니다. 기사를 정독해서 읽은 후, Writing 

질문에 대해 학습자 여러분의 견해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앞서 배운 어휘와 문장 구조를 활용해 영어 

쓰기 실력 향상은 물론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학습은 보다 

영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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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의 기사를 영문을 통해 읽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보세요. 

본 교재는 학습자 여러분이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직접 고급 수준의 영문 기사를 소화해 내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은 물론 글로벌 

테크&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각종 배경지식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얻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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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생한 고급 영어 문장을 통해 영어 어휘 및 표현 학습과 

문장의 구조를 학습합니다. 

엄선한 최신 기사를 읽고, 사용된 영어 표현을 학습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고급 영문 기사를 체화해 보세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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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FROM  
MIT TECHNOLOGY REVIEW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읽습니다.  

밑줄이 있는 단어나 표현은 무슨 뜻일지 미리 

유추하며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REVIEW THE VOCABULARY
기사에서 선별한 핵심 어휘와 표현을 상세한 영영 

풀이 및 예문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한글 뜻만으로는 포착이 어려운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와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ANALYZE THE ARTICLE
MIT Technology 한국 지사에서 발행한 정식 국문 

번역 기사와 문법 해설 및 구문 분석, 그리고 필수 용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합니다.

CONSOLIDATE YOUR UNDERSTANDING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본인의 글로 다시 작성해보는 

문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올바르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볍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MASTER THE VOCABULARY
중요도가 높은 어휘들을 선별하여 의미를 확실히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PRACTICE YOUR WRITING
기사의 내용을 확장한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며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INSIGHT COLUMN
글로벌 비즈니스의 넓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서문을 읽으며 각 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논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재완 <테크니들> 편집장

글로벌 비즈니스 소식을 전하는 <테크니들>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7 가지 

욕망을 읽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플랫폼이 콘텐츠다>를 공저하거나 번역했습니다. 

STRUCTURE



주 2회 학습 플랜

주 4회 학습 플랜

Day 1 Day 2

Week 1 Vol.1-1 

A new generation of AI-powered robots 
is taking over warehouses

Vol.1-2 

Looking for work? Here’s how to write a 
résumé that an AI will love.

Week 2 Vol.1-3 

The race to understand the exhilarating, 
dangerous world of language AI

Vol.1-4 

“We’ll never have true AI without first 
understanding the brain”

Day 1 - Day 2 Day 3 - Day 4

Week 1 Vol.1-1 

A new generation of AI-powered robots 
is taking over warehouses

Vol.1-2 

Looking for work? Here’s how to write a 
résumé that an AI will love.

Week 2 Vol.1-3 

The race to understand the exhilarating, 
dangerous world of language AI

Vol.1-4 

“We’ll never have true AI without first 
understanding the brain”

10p

Automation l A new generation of AI-powered 
robots is taking over warehouses

28p

The Workplace l Looking for 
work? Here’s how to write a 
résumé that an AI will love.

46p 76p

Neuroscience l “We’ll 
never have true 
AI without first 
understanding  
the brain”

Language l The race 
to understand 

the exhilarating, 
dangerous world 

of language AI

STUDY PLA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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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본 적이 있나요? 스탠

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이 영화에는 ‘HAL 9000’이라는 인

공지능이 나옵니다. HAL 9000은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에 

탄 주인공들이 목성으로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로 개발됐습니다. 덕분에 주인공들은 무사히 우주 여행

을 시작하지만 영화 후반부 HAL 9000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은 자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주인공들을 죽이거나 우주선 바깥으로 쫓

아내버립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주인공 중 한 명에 의해 마

침내 HAL 9000의 악행은 멈추게 됩니다. 믿기 어렵지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에 개봉한 영화로 이 

당시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의 장단점이 영화 소재로 다뤄졌

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ey Siri, 오늘 날씨 

알려줘”, “Hey Google, 아이유 노래 틀어줘”처럼 말하면 신

기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영리한 녀석이 바로 인공지능 시스

템 중 하나입니다. 핸드폰, 워치, 스피커는 물론 요즘은 냉장

고나 밥솥에도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제

대로 작동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말을 찰떡같이 알

아듣는 인공지능은 언제봐도 신기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람의 말을 듣고 정해진 명령을 수행

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내일 날씨가 어

떻게 될지, 나와 닮은 연예인은 누군지, 사진에서 필요 없

는 배경을 깔끔하게 지우는 일, 스팸 메일을 자동으로 걸러

주는 일 등을 인공지능이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아

마존의 배송 로봇, 구글 번역기,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등도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할까

요? 핵심은 수학과 데이터입니다. 수학은 컴퓨터가 구동하

고 복잡한 계산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모델(수식)

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딥러닝 (deep learning) 등 컴퓨터가 자동으로 

예측, 분류, 생성하는 일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들도 모

두 수학에 기초를 둔 작업들입니다. 데이터는 수학적 모델

이 정교해지고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영양분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 

개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큰 데이터 즉 빅데이

터 (big data)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21세기의 유

전은 데이터라는 말도 있듯 얼마나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MIT Technology Review

의 수준 높은 아티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인

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언어 모델, 뇌과학과 인공지

능의 관계 등에 대한 흥미로운 팩트들이 독자 여러분을 기

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

세이>의 명대사 중 하나는 “인류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이

다”입니다. 현존하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도구인 인공지능

에 대한 아티클을 읽으며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발전을 이룩

했는지 고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이다

Insight

By 임재완 <테크니들> 편집장



In the months before the first reports of  covid-19 
would emerge, a new kind of  robot headed to 
work. Built on years of  breakthroughs in deep 
learning, it could pick up all kinds of  objects with 
remarkable accuracy, making it a shoo-in for jobs 
like sorting products into packages at warehouses.

Previous commercial robots had been limited to 
performing tasks with little variation: they could 
move pallets along set paths and perhaps deviate 
slightly to avoid obstacles along the way. The new 

robots, with their ability to manipulate objects 
of  variable shapes and sizes in unpredictable 
orientations, could open up a whole different set of  
tasks for automation.

At the time, the technology was still proving itself. 
But then the pandemic hit. As e-commerce demand 
skyrocketed and labor shortages intensified, AI-
powered robots went from a nice-to-have to a 
necessity.

A new generation of AI-
powered robots is taking 
over warehouses
Within a few years, any task that previously required hands to 
perform could be partially or fully automated away.

By Karen Hao

본문 기사 MP3

emerge 알려지다, 나타나다 breakthrough 혁신, 돌파구 remarkable 놀라운 shoo-in (우승이나 성공이) 확실시되는 것[사람] 
deviate (경로 등을) 벗어나다 manipulate 조작하다 orientation 방향 prove oneself (스스로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다

skyrocket 급증하다, 치솟다 intensify 심화하다

MIT Technology Review, Published by MIT https://www.technology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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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nt, one of  the many startups working 
on developing the software to control these 
robots, says it’s now seeing rapidly rising 
demand in industries like fashion, beauty, 
pharmaceuticals, and groceries, as is its closest 
competitor, Osaro. Customers once engaged 
in pilot programs are moving to integrate 
AI-powered robots permanently into their 
production lines.

Knapp, a warehouse logistics technology 
company and one of  Covariant’s first 
customers, which began piloting the 
technology in late 2019, says it now has “a 
full pipeline of  projects” globally, including 
retrofitting old warehouses and designing 
entirely new ones optimized to help 
Covariant’s robot pickers work alongside 
humans.

For now, somewhere around 2,000 AI-
powered robots have been deployed, with 
a typical warehouse housing one or two, 
estimates Rian Whitton, who analyzes the 
industrial robotics market at ABI Research. 
But the industry has reached a new inflection 
point, and he predicts that each warehouse 
will soon house upwards of  10 robots, 
growing the total to tens of  thousands within 
the next few years. “It’s being scaled up 
pretty quickly,” he says. “In part, it’s been 
accelerated by the pandemic.”

A new wave of automation
Over the last decade, the online retailing and 

shipping industries have steadily automated 
more and more of  their warehouses, with the 
big players leading the way. In 2012, Amazon 
acquired Kiva Systems, a Massachusetts-based 
robotics company that produces autonomous 
mobile robots, known in the industry as 
AMRs, to move shelves of  goods around. In 
2018, FedEx began deploying its own AMRs, 
designed by a different Massachusetts-based 
startup called Vecna Robotics. The same year, 
the British online supermarket Ocado made 
headlines with its highly automated fulfillment 
center in Andover, England, featuring a 
giant grid of  robots whizzing along metallic 
scaffolding.

But there’s a reason these early waves of  
automation came primarily in the form of  
AMR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moving 
objects from point A to B is one of  the easiest 
robotic challenges to solve. The much harder 
challenge is manipulating objects to take 
them off shelves and out of  bins, or box them 
and bag them, the way human workers do so 
nimbly with their hands.

This is what the latest generation of  robotics 
companies like Covariant and Osaro 
specialize in, a technology that didn’t become 
commercially viable until late 2019. Right 
now such robots are most skilled at simple 
manipulation tasks, like picking up objects 
and placing them in boxes, but both startups 
are already working with customers on more 
complicated sequences of  motions, including 

auto-bagging, which requires robots to 
work with crinkly, flimsy, or translucent 
materials. Within a few years, any task that 
previously required hands to perform could 
be partially or fully automated away.

Some companies have already begun 
redesigning their warehouses to better 
capitalize on these new capabilities. Knapp, 
for example, is changing its floor layout 
and the way it routes goods to factor in 
which type of  worker—robot or human—
is better at handling different products. For 
objects that still stump robots, like a net 
bag of  marbles or delicate pottery, a central 
routing algorithm would send them to a 
station with human pickers. More common 
items, like household goods and school 
supplies, would go to a station with robots.

Derik Pridmore, cofounder and CEO 
at Osaro, predicts that in industries like 
fashion, fully automated warehouses 
could come online within two years, since 
clothing is relatively easy for robots to 
handle.

That doesn’t mean all warehouses will soon 
be automated. There are millions of  them 
around the world, says Michael Chui, a 
partner at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who studies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economy. “Retrofitting 
all of  those facilities can’t happen 
overnight,” he says.

pilot 시험적으로 사용하다 pipeline (한창 논의/준비 중인) 단계[과정] retrofit (새롭게) 장착[개조, 제공]하다 
deploy (운용하기 위해) 배치하다 inflection point 변곡점 upwards of ~ 이상의, ~이 넘는 autonomous 자율의 
fulfillment center 주문처리 센터 whizz 윙 하며 빠르게 움직이다 scaffolding 금속 비계 nimbly 민첩하게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viable 실행 가능한

crinkly 쭈글쭈글한, 구겨진 flimsy 부실한, 잘 찢어지는 
translucent 반투명한 capitalize on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다 stump 당황하게 하다 relatively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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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HE 
VOCABULARY

Nonetheless, the latest automation push raises 
questions about the impact on jobs and workers.

Previous waves of  automation have given 
researchers more data about what to expect. 
A recent study that analyzed the impact of  
automation at the firm level for the first time found 
that companies that adopted robots ahead of  
others in their industry became more competitive 
and grew more, which led them to hire more 
workers. “Any job loss comes from companies who 
did not adopt robots,” says Lynn Wu, a professor 
at Wharton who coauthored the paper. “They los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n lay off workers.”

But as workers at Amazon and FedEx have already 
seen, jobs for humans will be different. Roles like 
packing boxes and bags will be displaced, while 
new ones will appear—some directly related to 
maintaining and supervising the robots, others 
from the second-order effects of  fulfilling more 
orders, which would require expanded logistics and 

delivery operations. In other words, middle-skilled 
labor will disappear in favor of  low- and high-
skilled work, says Wu: “We’re breaking the career 
ladder, and hollowing out the middle.”

But rather than attempt to stop the trend of  
automation, experts say, it’s better to focus on 
easing the transition by helping workers reskill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career growth. 
“Because of  aging,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the size of  the workforce is 
decreasing already,” says Chui. “Half  of  our 
economic growth has come from more people 
working over the past 50 years, and that’s going to 
go away. So there’s a real imperative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these technologies can help.

“We also just need to make sure that the workers 
can share the benefits.”

Copyright © 2021, Karen Hao

All Rights Reserved MIT Technology Review

emerge v. /ih-MERGE/

to appear or come out from somewhere 
We are confident that we will emerge victorious in 
this battle. 

breakthrough n. /BREAK-throo/

an important event or finding that improves a situation or 
answers a difficult problem 
Scientists are on the brink of a breakthrough in the 
treatment of the disease. 

remarkable adj. /re-MAR-kih-bul/

surprising because it is special or unusual 
Many agree that the Eiffel Tower is a remarkable 
feat of engineering.

shoo-in n. /SHOO-in/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certain to succeed or do 
well in a particular position 
He looked like a shoo-in to win the Democratic 
nomination.

deviate v. /DEE-vee-ate/

to change direction slightly 
The emergency caused the plane to deviate from 
its normal flight path.

manipulate v. /mih-NIH-pyoo-late/

to control or use something, usually with hands 
These specialized robots are able to manipulate 
objects of all shapes and sizes. 

orientation n. /oh-re-un-TAY-shun/

the position of someone or something 
Simply changing the orientation of the furniture 
gave the room a new feel. 

prove oneself v. /PROOV/

to show that you have a particular quality after time or 
experience 
He has proved himself an extremely capable and 
trustworthy manager.

skyrocket v. /SKY-raw-kit/

to increase quickly and by a large degree 
Wages and prices have skyrocketed over the last 
six months. 

intensify v. /in-TEN-sih-fy/

to become more serious, extreme or greater 
The latest merger is anticipated to intensify 
competition in the market. 

pilot v. /PIE-lut/

to test a new product before putting it on sales 
The company are piloting a new affordable version 
of their flagship software. 

pipeline n. /PIPE-line/

a plan or series of plans that are being discussed or 
prepared 
More job losses are predicted to be in the pipeline 
following the announcement.

retrofit v. /REH-tro-fit/

to add something to something else that was not 
originally there when it was built 
They retrofitted the planes with improved seating 
and leg room.

deploy v. /dih-PLOY/

to put something into use 
My job doesn’t allow me to fully deploy my skills 
and expertise. 

inflection point n. /in-FLECK-shun point/

a time when an industry or company changes suddenly 
or noticeably 
Many believe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has 
reached an inflection point.

upwards of phr. /UP-wurds of/

greater than 
Upwards of a thousand people turned out to see 
his presentation. 

autonomous adj. /aw-TAW-nih-mus/

describing a machine that can operate without being 
controlled by humans 
Autonomous ca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on our streets. 

lay off 해고하다 displace 대체하다, (살던 곳에서) 쫓아내다 hollow out ~의 속을 파내다 reskill 기술 재교육을 받다

imperative 중요한[긴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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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ment center n. /full-FILL-mint cen-tur/

a building where goods are stored and sent to 
customers 
Amazon plans to open two new fulfillment center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whizz v. /WHIZZ/

to move quickly 
Police cars and ambulances whizzed past on their 
way to the scene of the accident. 

scaffolding n. /SKAH-fol-ding/

metal and wooden structures put next to a building for 
workers to stand on while working in high places 
The famous statue in the town square is currently 
surrounded by scaffolding while repair works are 
carried out. 

nimbly adv. /NIM-blee/

in a way that is quick and precise 
The soccer player nimbly weaved between the 
defenders to take a shot on goal. 

commercially adv. /cuh-MER-shu-lee/

in a way that relates to the profits of buy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s 
The project was scraped as it was considered no 
longer commercially feasible. 

viable adj. /VY-uh-bul/

able to work as intended 
Nobody in the team came forward with even one 
viable solution.

crinkly adj. /CRING-klee/

covered in folds and creases 
The fallen leaves turned brown and crinkly in the 
winter frost. 

flimsy adj. /FLIM-zee/

thin and easily broken 
Their flimsy tent offered little protection against the 
severe storm.

translucent adj. /trans-LOO-sint/

not completely transparent but clear enough to allow 
light to pass through 
The crockery is made from a translucent, milky 
glass.

capitalize on v. /CAH-pih-tuh-lies on/

to use a situation to your advantage 
The company is capitalizing on their success by 
raising their prices.

stump v. /STUMP/

to confuse someone or cause someone to not be able 
to understand something 
I was stumped by an unexpected question at the 
end of the interview. 

relatively adv. /REH-luh-tiv-lee/

good, bad, etc. in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things 
Meetings in this company are relatively informal 
and casual. 

lay off v. /LAY off/

to stop employing someone due to company or financial 
issues, not employee performance 
The company plans to lay off some 1,000 workers 
in the coming months.

displace v. /dis-PLACE/

to cause or force something or someone to move from 
their original place 
Coal has been displaced by natural gas as a major 
source of energy.

hollow out v. /HAW-low out/

to remove the inside of something 
He hollowed out a log and made it into a boat.

reskill v. /RE-SKILL/

to learn new skills that can be used in a different job 
Significant investment has to be made to reskill our 
workforce in response to this technological change.

imperative n. /im-PEH-ruh-tiv/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urgent or essential 
Facing increasing competition in the industry, 
survival is our first imperative.

물류창고를 접수한 차세대 AI 로봇

AI 로봇의 발달로 향후 수년 안에 과거 사람이 

창고에서 했던 일들이 부분 내지 전면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초 보고되기 수개월 전, 노

동 현장에 신종 로봇이 투입되었다. 다년간의 딥

러닝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로봇은 

어떤 물건이든 놀라운 정확도로 집어 들 수 있

다. 이는 창고 물품 분류 및 포장과 같은 작업에 

적합하다.

이전에 상용되던 로봇은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

행하는 것만이 가능하였다. 대형 화물을 설정된 

경로로 운반하다가,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경

로에서 살짝 벗어나는 정도였다. 반면 신종 로

A new generation of AI-powered robots is 
taking over warehouses

Within a few years, any task that previously required 

hands to perform could be partially or fully automated 

away.

In the months before the first reports of covid-19 would 

emerge, a new kind of robot headed to work. Built on 

years of breakthroughs in deep learning1, it could pick up 

all kinds of objects with remarkable accuracy, making it 

a shoo-in for jobs like sorting products into packages at 

warehouses.

분사 구문

정보를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과거분사, 현재분사, 완료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는 문두, 문미, 또는 

문장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으며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합니다. 현재분사의 경우 동명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  Announced last year, the product will be released next month. (과거분사) 
( = The product, which was announced last year, will be released next month. ) 
Waiting for the bus, I listened to music. (현재분사) 
( =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I listened to music. ) 
Having been late for work three times, he was fired. (완료분사) 
( = Because he had been late for work three times, he was fired. )

Previous commercial robots had been limited to 

performing tasks with little variation: they could move 

pallets along set paths and perhaps deviate slightly to 

1. Deep Learning 딥 러닝 

딥 러닝은 마치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도록 모델링된 인공 신경망이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규칙을 도출하는 머신 러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집합에서 숨겨진 통찰력과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소셜 미디어, 금융이나 사이버 보안, 질병 예측을 통한 건강 관리, 디지털 

비서와 같은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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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은 사물의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물건을 

계획되지 않은(unpredictable)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작업 방

식으로 자동화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당시만 해도 이 기술은 아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직후 팬데믹이 전 세계

를 강타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노

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AI 로봇은 ‘있으면 

좋은’ 물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것

이다.

이러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경쟁 업체인 ‘코베리

언트(Covariant)’와 ‘오사로(Osaro)’는 패션, 뷰

티, 제약, 식료품과 같은 산업에서 AI 로봇에 대

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AI 

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기업들은 이제 

생산 라인에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avoid obstacles along the way. The new robots, with their 

ability to manipulate objects of variable shapes and sizes 

in unpredictable orientations, could open up a whole 

different set of tasks for automation.

At the time, the technology was still proving itself. 

But then the pandemic hit. As e-commerce demand 

skyrocketed and labor shortages intensified, AI-powered 

robots went from a nice-to-have to a necessity.

Covariant, one of the many startups working on 

developing the software to control these robots, says 

it’s now seeing rapidly rising demand in industries like 

fashion, beauty, pharmaceuticals, and groceries, as is its 

closest competitor, Osaro. Customers once engaged in 

pilot programs are moving to integrate AI-powered robots 

permanently into their production lines.

2019년 말부터 코베리언트의 기술 시범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해 첫 고객이 된 창고물

류 회사 ‘크냅(Knapp)’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

송의 전 단계에 자동화 시스템(a full pipeline of 

projects)’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크냅은 코베리

언트의 운반 로봇(picker)이 인간과 함께 작업하

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형 창고를 개조하고 신식 

창고를 설계했다.

기술시장 컨설팅 전문 회사인 ABI 리서치에서 

산업용 로봇 시장을 분석하는 라이언 휘튼(Rian 

Whitton)은, 현재 AI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00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물류 창고당 한 대에서 두 대의 AI 로봇이 배치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는 업계가 

새로운 변곡점에 도달하였고, 곧 창고마다 로봇

이 10대 이상씩 배치되어 향후 몇 년 이내에 수

만 대의 로봇이 이 분야에 배치되리라 예측한다. 

휘튼은 시장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면

서 “팬데믹도 이러한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말

했다.

자동화의 새 물결

온라인 소매 및 운송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지

속적해서 더 많은 창고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

환해 왔다. 대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2012년 아마존(Amazon)은 매사추세츠주 소재 

로봇업체인 ‘키바 시스템즈(Kiva Systems)’를 인

Knapp, a warehouse logistics technology company 

and one of Covariant’s first customers, which began 

piloting the technology in late 2019, says it now has “a 

full pipeline of projects” globally, including retrofitting old 

warehouses and designing entirely new ones optimized 

to help Covariant’s robot pickers work alongside humans.

관계사절의 변형

문장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사절은 아래와 같이 문장 중간에 삽입절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  My friend, whom I met at university, lives in London. 
My friend, who is a singer, lives in London.

그런데 관계사절이 who/which + be동사로 시작하는 경우, 문장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 My friend, a singer, lives in London.

For now, somewhere around 2,000 AI-powered robots 

have been deployed, with a typical warehouse housing 

one or two, estimates Rian Whitton, who analyzes the 

industrial robotics market at ABI Research. But the 

industry has reached a new inflection point, and he 

predicts that each warehouse will soon house upwards 

of 10 robots, growing the total to tens of thousands within 

the next few years. “It’s being scaled up pretty quickly,” 

he says. “In part, it’s been accelerated by the pandemic.”

A new wave of automation

Over the last decade, the online retailing and shipping 

industries have steadily automated more and more of 

their warehouses, with the big players leading the way. In 

2012, Amazon acquired Kiva Systems, a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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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업계에서 ‘AMR(Autonomous Mobile 

Robot)’이라고 부르는 자율이동로봇을 생산해 

상품 선반을 옮겼다. 2018년 페덱스(FedEx)는 

매사추세츠주의 또 다른 스타트업인 ‘베크나 로

보틱스(Vecna Robotics)’가 설계한 자체 AMR

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영국의 온라

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는 영국 앤도버

(Andover)에 있는 고도의 자동화 주문처리 센터

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속 비계(scaffolding)

를 따라 로봇들이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는 거대

한 그리드가 이곳의 특징이다.

이러한 자동화 물결이 초기에 주로 AMR 형태로 

나타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봇에게 가장 쉬운 과제가 바로 물건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다음 단

계인 선반이나 통에서 물건을 꺼내어 상자와 가

방에 넣어 포장하는 일은 사람에게 그다지 어려

운 작업이 아니지만, 기계가 수행하기에는 단순 

옮기기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높다.

이 기술들이 바로 코베리언트, 오사로와 같은 최

신 로보틱스 회사의 전문 분야이며, 2019년 말

까지 상용화되지 않던 것들이다. 현재 이 로봇들

은 물건을 집어 상자에 넣는 것과 같은 조작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두 스타트업들은 여

based robotics company that produces autonomous 

mobile robots, known in the industry as AMRs2, to 

move shelves of goods around. In 2018, FedEx began 

deploying its own AMRs, designed by a different 

Massachusetts-based startup called Vecna Robotics. The 

same year, the British online supermarket Ocado made 

headlines with its highly automated fulfillment3 center 

in Andover, England, featuring a giant grid of robots 

whizzing along metallic scaffolding.

But there’s a reason these early waves of automation 

came primarily in the form of AMR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moving objects from point A to B is one 

of the easiest robotic challenges to solve. The much 

harder challenge is manipulating objects to take them off 

shelves and out of bins, or box them and bag them, the 

way human workers do so nimbly with their hands.

This is what the latest generation of robotics companies 

like Covariant and Osaro specialize in, a technology that 

didn’t become commercially viable until late 2019. Right 

now such robots are most skilled at simple manipulation 

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동 포장(auto-bagging)을 

포함하여 보다 복잡한 일련의 동작을 자동화하

기 위해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다. 자동 포장 작

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비닐봉지처럼 쭈글쭈글

하고 얇고 반투명한 재료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

이 필요하다. 몇 년 안에 예전에는 손으로 해야

만 하던 모든 작업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재설계하

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크냅은 어떤 작업자 유

형(로봇 혹은 인간)이 다양한 상품을 더 잘 다룰 

수 있는지 고려하여 상품 이동 경로와 바닥 레

이아웃을 바꾸고 있다. 대리석, 섬세한 도자기가 

담긴 그물 가방처럼 로봇이 여전히 다루기 어려

워하는 물체의 경우, 중앙 경로지정 알고리즘이 

이 물건들을 인간 작업자가 있는 작업대로 보낸

다. 반면 생활용품이나 학용품 같은 더 일반적인 

물품은 로봇이 있는 작업대로 보내진다.

오사로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데릭 프라이

드모어(Derik Pridmore)는 의류의 경우 상대적

으로 로봇이 다루기 쉽기 때문에 의류 업계에서

는 2년 이내에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고 모든 창고가 곧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

다. 전 세계 창고는 수백만 개라는 사실을 지적

한 마이클 추이(Michael Chui)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파트너로서 정보기술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시설을 개조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tasks, like picking up objects and placing them in boxes, 

but both startups are already working with customers on 

more complicated sequences of motions, including auto-

bagging, which requires robots to work with crinkly, flimsy, 

or translucent materials. Within a few years, any task that 

previously required hands to perform could be partially or 

fully automated away.

Some companies have already begun redesigning 

their warehouses to better capitalize on these new 

capabilities. Knapp, for example, is changing its floor 

layout and the way it routes goods to factor in which type 

of worker—robot or human—is better at handling different 

products. For objects that still stump robots, like a net bag 

of marbles or delicate pottery, a central routing algorithm 

would send them to a station with human pickers. More

common items, like household goods and school 

supplies, would go to a station with robots.

Derik Pridmore, cofounder and CEO at Osaro, predicts 

that in industries like fashion, fully automated warehouses 

could come online within two years, since clothing is 

relatively easy for robots to handle.

That doesn’t mean all warehouses will soon be 

automated. There are millions of them around the 

world, says Michael Chui, a partner at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who studies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the economy. “Retrofitting all of those 

2. AMR (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 이동 로봇 

자율 이동 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은 보통 물류 및 유통 산업의 자동화 솔루션 중 하나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로봇입니다. 정교한 센서와 인공지능 등을 탑재한 이 로봇은 스스로 작업 현장 내의 지도를 형성하고,  

경로를 설정할 때에도 별도의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며,  

장애물을 회피하여 경로를 재설정 할 수 있는 등의 자율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 Fulfillment 풀필먼트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 업체가 상품의 입고, 포장, 배송 등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판매자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배송 속도가 치열한 물류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요 경쟁력이 되면서 주문과 배송 사이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함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까지 가능하게 하는 풀필먼트의 중요성 역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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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하지만 사람들은 최근의 자동화 추세가 일자리

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자동화로부

터 얻은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자동화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성장 

가속화로 인하여 경쟁 기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을 공동 

저술한 와튼(Wharton)의 린 우(Lynn Wu) 교수

는 “모든 실직은 로봇을 채택하지 않은 회사로

부터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런 회사가 경쟁력

을 잃고 노동자를 해고한다.”

그러나 아마존과 페덱스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

우에서 이미 보았듯이, 인간의 역할은 달라질 것

이다. 상자와 가방을 포장하는 역할은 기계로 대

체되는 한편, 새로운 역할들이 나타나게 된다. 

일부는 직접 로봇을 유지 및 감독하는 것과 관

련되고, 다른 일부는 물류 및 배송의 확대와 같

이 더 많은 주문을 감당하기 위한 수요에서 발

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 교수는 새로운 직장 

안에서 노동은 저숙련 노동과 고숙련 노동으로 

양극화되며 그 사이의 중숙련 노동은 사라질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극단적으로 고도의 전문직이

나 단순 노동만 남고 그 중간 지대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직업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동화 추세를 저지하기보

다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재교육을 시행

하거나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새

로운 직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추이는 “고령화로 인

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

다”라며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 성장의 절반은 

더 많은 사람이 노동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이루

어졌지만, 이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다. AI 로봇 기술은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근

로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facilities can’t happen overnight,” he says.

Nonetheless, the latest automation push raises questions 

about the impact on jobs and workers.

Previous waves of automation have given researchers 

more data about what to expect. A recent study that 

analyzed the impact of automation at the firm level for the 

first time found that companies that adopted robots ahead 

of others in their industry became more competitive and 

grew more, which led them to hire more workers. “Any job 

loss comes from companies who did not adopt robots,” 

says Lynn Wu, a professor at Wharton who coauthored 

the paper. “They los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n lay 

off workers.”

긴 문장의 분석

A recent study ( that analyzed the impact of a
stud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사절

utomation at the firm level for the first time ) 

f
본동사
ound [ that com

found의 목적어절
panies ( that adopted robots a

compan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사절
head of others in their industry ) became more  

competitive and grew more, [ which led them to h
바로 앞의 내용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사절(계속적 용법)

ire more workers ] ].

But as workers at Amazon and FedEx have already seen, 

jobs for humans will be different. Roles like packing boxes 

and bags will be displaced, while new ones will appear—

some directly related to maintaining and supervising the 

robots, others from the second-order effects of fulfilling 

more orders, which would require expanded logistics and 

delivery operations. In other words, middle-skilled labor 
4. Hollowing Out 공동화 

주로 블루칼라인 중산층이 아웃소싱과 자동화의 결과로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 계급으로 이동하면서, 직업 사다리 상의 양극화, 나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will disappear in favor of low- and high-skilled work, says 

Wu: “We’re breaking the career ladder, and hollowing 

out4 the middle.”

But rather than attempt to stop the trend of automation, 

experts say, it’s better to focus on easing the transition 

by helping workers reskill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career growth. “Because of aging,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the size of the workforce 

is decreasing already,” says Chui. “Half of our economic 

growth has come from more people working over the 

past 50 years, and that’s going to go away. So there’s 

a real imperative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these 

technologies can help.

“We also just need to make sure that the workers can 

share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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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rite your answer based on the article.

A  What made new robots, which emerged jus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t 
to previous commercial robots?

  

  
 

B Where are Covarient seeing growth in the market?

  

  
 

C  Describe some of the ways Amazon, FedEx and Ocado have been steadily automating 
over the last decade.

  

  
 

D  How have Knapp been redesigning their warehouses to capitalize on the new 
capabilities of autonomous robots?

  

  
 

E What new jobs will appear as a result of robots displacing human workers?

  

  
 

2.  Choose the correct answer based on the article.

A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based on the description of ‘autom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  In the early stages of automation, robots were mainly moving shelves loaded with 
products following predictable routes.

ⓑ  In the early 2010s, automation processes using AMR robots were fully 
commercialized.

ⓒ  Robots that take products out of bins were introduced to develop more advanced 
automation systems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the trend of automation.

B  Which of the following is implied in the article about the future of robot technology?

ⓐ   Robots that can come up with various routes from point A to point B will be 
developed.

ⓑ  Robots using AMR will be in the spotlight, and one of the pioneer hardware companies 
is Covariant.

ⓒ   Robots will replace the whole judgment that pickers used to make in the logistics 
industry.

ⓓ  The role of robots in classifying and packaging products at fulfilment centers will 
dramatically increase.

C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what would happen in the future regarding 
the human workforce according to the article?

ⓐ   The middle hollowing phenomenon in the career ladder might intensify.
ⓑ   The unemployment rate will rapidly increase as more and more companies follow the 

trend of automation.
ⓒ  The aging problem of the working population will be able to be solved to some exten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 Personnel without reskill training might lose their value in the labor market.

CONSOLIDATE YOU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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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l in the gaps in each sentence using one word from the box.

skyrocket  deviate  relatively  viable  capitalize on

ⓐ We had to __________________ slightly from our intended route due to ongoing roadworks.

ⓑ Energy prices have been __________________ in recent months due to a lack of supply.

ⓒ The project was scraped as it was not deemed financially __________________.

ⓓ We really need to __________________ this huge opportunity.

ⓔ They have decided to have a __________________ small wedding rather than a large one.

2.  Rewrite each sentence using one word from the box.

breakthrough  skyrocket  whizz  flimsy  intensify

ⓐ He zoomed down the road on his motorbike. 

 

ⓑ Be careful with it - it’s really fragile and thin! 

 

ⓒ Scientists hailed the discovery as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technology. 

 

ⓓ The company’s share price soared after news of the acquisition. 

 

ⓔ The conflict could escalate rapidly into a full-scale war. 

 

MASTER THE VOCABULARY

Write your opinion on the following question.

Robots are already an integral part of manufacturing in factories. Do you believe one day that there 
will be little need for humans in manufacturing? How are robots better than the human workforce?

` 

` 

` 

` 

` 

 

 

 

 

 

 

 

 

 

 

 

PRACTICE YOU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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