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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산업혁명 탐색

왜 넥스트 산업혁명(Next Industrial Revolution)을
말하는가
글 최병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

최근 국가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다. 정부 부처마다

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 즉 디지털 혁명에 효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

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함께 넥스트 산업혁명(Next Industrial

회’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Revolution)을 준비하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볼 때 가깝

관심도를 구글 트렌드에서 살펴보면 2016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

게는 향후 10~20년 내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이

하기 시작하여 2017년 말 피크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 지금 그 맹아가 싹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4차 산

명 논의도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한 지금 새로운 산업혁명을 논의하

업혁명이라는 태풍도 지나가기 전인 현 시점에서 왜 넥스트 산업

는 것은 머지 않아 다가올 거대한 트렌드를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혁명(Next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위한 것이다.

미래학자이자 「3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4차 산
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왑의 주장에 대

Ⅰ. 넥스트 산업혁명은 올 것인가?

해 3차의 디지털 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처

로버트 고든 같은 경제학자는 앞으로 더 이상의 산업혁명은 없다

럼 기술적 특성이나 산업발전의 역사를 고려하면 최근의 기술 및

고 말한다. 그는 저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내연기관,

산업적 변화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3차 산업혁명

자동차, 전기, 전화, 철도, 비행기, 합성섬유 등과 같이 2차 산업혁

의 후반부 또는 3.5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

명기의 대표적 기술혁신으로 언급되는 사례들 외에도 상하수도,

이다. 즉, 장기파동이론(Long wave theory)에 따르면 세계 경제

중앙난방과 실내 배관, 백화점과 우편주문 카탈로그, 주간(inter

는 약 50년을 주기로 호황, 침체, 불황, 회복을 경험해 왔고, 현재

state)/간선 도로망,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슈퍼마켓/편의점/식

의 ‘4차 산업혁명’은 6차 파동으로, 별개의 혁명이라기보다는 5차

품체인점, 세탁기/에어컨/냉장고/전기다리미/전등, TV/축음기/

파동으로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영화, 의약품/식품의약품위생법/의료시스템, 금융/보험

만약 현재가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라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인의 의식주, 건강, 근로조건, 여가시간을

〔표 1〕 18세기 이후의 5가지 장기파동 및 기존 산업혁명 분류와의 비교
장기파동

일반적 명칭

핵심 국가

혁명을 추동한 빅뱅

연도

기존 분류와 비교

1차

산업혁명

영국

크롬포드에 설립된 아크라이트(Arkwright)의 제분소(mill)

1771

2차

증기와 철도의 시대

영국

맨체스터·리버풀 철도에서의 ‘로켓’ 증기엔진 시험

1829

1차
산업혁명

3차

철강, 전기와 중공업의 시대

미국, 독일

카네기 베세머의 철강소가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창립

1875

4차

석유, 자동차와 대량생산의 시대

미국

첫 Model-T 자동차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에서 출시

1908

5차

정보통신의 시대

미국, 일본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에서 공개됨

1971

6차

N/A

N/A

N/A

N/A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주: Perez(2002). p. 31과 송성수(2017), p. 28의 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자료: 최병삼·양희태·이제영(201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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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생활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발명’들이 모
1)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집필하기에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고사하였

두 2차 산업혁명기에 탄생했음을 역설한다. 그는 “1870년부터

다. 넥스트 산업혁명으로의 탐험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필진들의

1970년까지 일어난 경제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특이한 것으로,

글에서도 분야별로 혁명적인 변화가 예견되기도 하지만 현재와

대부분의 업적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말

연속선상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들이 독자들에

한다.

게 넥스트 산업혁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하지만, 로버트 고든과 같은 견해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 학자들

그 소임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은 기술혁명의 파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장기파동이

미래연구 포커스를 준비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

론’을 지지한다. 니콜라이 콘트라티에프, 카를로타 페레즈 등은

원 미래연구팀은 넥스트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

40~60년을 주기로 고성장기와 저성장기를 반복하는 파동이 계속

하였다.2) ICT, 바이오, 소재, 에너지, 기타 분야 및 기술기획 전문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가깝게

가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넥스트 산업혁명을 만

는 2030년에서 멀게는 2050년경 새로운 산업혁명이 세상을 변화

들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 분야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트렌드

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니즈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얻은 결과를 간략히 소

산업혁명과 같은 역사(history)는 이론(theory)이 결정하는 운명

개하면, 유망 분야는 ICT가 가장 많았고 바이오가 그 다음으로 많

(fate)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strategy)이 결정하는 선택(choice)

았다. 최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전문가

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혁명의 도래

들이 ICT를 선택한 것은 당연해 보이나 바이오를 선택한 전문가

여부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 지식의 불

들이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완전성을 고려할 때 향후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 사회의 트렌드나 니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서도 유사

관점보다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

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키워

해 두어야 한다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보다 유익할 것이다. 국가적

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빈도 키워드 중에 ‘의료’, ‘질병’, ‘건

으로 넥스트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강’, ‘음식’, ‘기대수명’, ‘고령화’, ‘환경오염’ 등과 같이 바이오나

에서 본고를 기획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이 높은 키워드가 다수 추출되었다. 물론 몇 개의 글
이나 인터뷰 결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넥스

Ⅱ. 넥스트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일까?

트 산업혁명은 인간과 자연에 한층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

이번호의 미래연구 포커스에서는 바이오, 소재, 에너지 및 기타

해 본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미래연구 포커스의 글들을 읽

분야에서 넥스트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바이

는다면 독자들이 각자의 넥스트 산업혁명을 상상하는 데 한층 도

오 분야의 일본 동향과 소재, 에너지, 기계 분야 전문가들의 산업

움이 될 것이다.

혁명에 대한 견해를 차례로 소개한다.
먼저, 이예원 연구원은 바이오기술이 의료·헬스케어와 농림수산
업을 넘어 제조와 에너지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을 겨냥해 바이오
기술 주도의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
한다. 다음으로 박용삼 박사는 경량화가 향후 혁명적인 변화를 가
져올 중요한 키워드임을 지적하면서 금속소재, 탄소소재, 다중소
재의 진화 방향을 설명한다. 김희집 교수는 에너지 산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김완두

<참고문헌>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성수(2017),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①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
여」. 「STEPI Insight」, 2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병삼·양희태·이제영(2017),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②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 「STEPI Insight」, 2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erez, Carlota(2002), 「기술혁명과 금융자본」, 김창대·정성일 외 역(2006), 한국경제신문.

박사의 글은 자연모사, 즉 자연을 닮아간다는 것이 새로운 산업혁
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번 미래연구 포커스 원고를 의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을 섭외하였는데 기획 의도와 요청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자

1)		2차 산업혁명의 ‘위대한’ 발명들에 비해 3차 산업혁명기의 정보기술 발전은 그 파급 효과가 정보통신
과 엔터테인먼트 정도에 국한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현재 대면 및 서면인터뷰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나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
는 간략하게 몇 가지 시사점만을 소개하고 최종 결과는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10차년도)」 보고서
에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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