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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편적 다윈주의는 자연선택의 의해 진화라는 다윈주의 진화론을 생물학

외에 여러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으며, 특히 경제적 활동의

최종 산물인 제품에 대해서도 진화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기술 혁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의

선상에서 제품의 진화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잠수함 기술의 진화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다윈주의에 기반하여 제품에도 진화라는

과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제품의 진화에도 고유의 변이

(variation), 선별 (selection) 및 복제 (replication) 매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품도 진화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유비 (analogy)를 통해 제품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들을 크게 다양성, 연속성, 경로 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기존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제품 진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품 진화에서도 두 제품 간의 상호작용이 정, 부의 영향과 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범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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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ling ship effect)”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잠수함 기술에서 재래식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간의 범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잠수함의 특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범선 효과를 규명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잠수함 기술의

범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잠수함 기술의 성능으로 전장능력, 수중작전능력이라는 2 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고, 이 두 주성분의 가중 합을 잠수함 기술의 총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능 지표를 기반으로, 388 개의 재래식 잠수함 유형의

성능에 대한 연도별 평균 값을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여 구조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1965 년에 재래식 추진 잠수함 성능에서 구조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재래식 추진 잠수함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써 잠수함

기술에서 범선 효과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제품 진화, 범선 효과, 주성분 분석, 단위근 검정, 구조 변화

학 번 : 2018-2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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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과 기술적 변화의 중심은 과학지식, 기술자 집단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인공물이며, 기술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의 최종

산물은 대개 인공의 세계에 새로운 인공물을 더해준다. 또한, 인공물은

기술의 수단이자 목표이며, 기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공물이 차지하는

위치는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동식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같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Basalla, 1988). 따라서, 기술 혁신의 산물인 인공물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사물로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동 외, 

2015). 따라서, 이러한 인공물의 진화 연구는 인공물의 진화 현상을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정형화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화

논리를 수립, 종합 및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기술 및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동, 2017). 

하지만, 이러한 인공물의 진화 연구를 위해서는 ‘인공물이 진화한다’라는

논리는 뒷받침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찰스

다윈 (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 (1859)」 이후, 생물의 진화 연구는

생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고의 응용 폭을 넓혀 진화생물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른 분야에 유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보편적 다윈주의 (Universal Darwinism)는 자연선택의 의한

진화라는 다윈주의 진화론을 생물학 외에 여러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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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며 (조필규, 2011), 이에 따르면 자연계를 비롯한 모든 체계에서

진행되는 진화 과정에는 공통된 존재론적 (ontological) 기반이 존재하며

그러한 진화 과정은 모두 “변이 (variation), 선별 (selection) 및 복제

(replication)”라는 다윈주의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Hodgson, 2001, 

2002; Knudsen, 2001, 2002; Hodgson and Knudsen, 2004, 2006a, 2006b; 

Aldrich et al., 2008; 조필규, 2011; 김성진, 2015). 이러한 보편적

다윈주의가 경제적 영역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윈주의적 원리에 기반한

영역 고유의 진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조필규, 2011), 이에 기반하여

인공물의 진화 메커니즘을 정의할 수 있다면 인공물 또한 진화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진 (2015)은 인공물의 진화 메커니즘을 기술

혁신에 의한 변이, 시장에 의한 선별, 선택된 제품의 복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인공물이 다윈주의적 원리에 따라

진화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한편, 진화라는 관점에서 인공물은 다양성과 연속성이라는 생물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반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공물의 진화는 인간의 목적적인 활동의 결과이고, 생물의 진화는

임의적인 자연과정이기 때문이다 (Basalla, 1988). 

인공물의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성과 같이 진화 메커니즘의 주요한

원동력으로써, 새로움(변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누전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물의 변이는 생물과 같이 돌연변이와 재조합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며 (Ziman, 2000; Arthur, 2009; 천종식, 2017), 이를 통해



3

발생된 변이 제품들이 누적되어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spaces of the possible)이 확정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Basalla, 1988; Ziman, 2000; Wagner & Rosen, 2014). 

Darwin (1859)은 진화를 ‘Descent with modification (변화를 수반한

변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진화가 조상-자손 간의 대물림이 반복되면서

유전자 변화가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발생하는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상-자손 간의 대물림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인공물 또한 선조격에 해당하는 인공물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인공물의 연속성은 기술 진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Basalla, 1988). 

따라서, 기술의 관점에서 인공물의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생물의 기본

분류 단위인 종에 상응하는 제품 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제품

종은 기술 특성 공간에서 기존 인공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특성 집합을 갖는

인공물이라 할 수 있다 (Saviotti, 1991, 1994; Frenken et al., 1999). 또한,

기술 특성 공간에서 하나의 제품 모델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 값을 갖는 제품 모델의 군집은 하나의 제품 기술군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품 기술군은 전문화 (specialization)를

통해 동일한 차원 내에서 기존 기술군이 분화하거나 급진적인 혁신 (radical 

innovation)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공간에서 새로운 기술군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물의 진화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경로와 궤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Nelson and Winter, 1982; Geels, 2002), 경로의존성을



4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제품의 기술이 이전 선택과

우연한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다음의 제품의 개발에 미래 가능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Coombs & Hull, 1998), 기술 궤적이라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Nelson and Winter (1982)는 기술 레짐의

관점에서 자연 궤적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Dosi (1982, 1988)는 기술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창의적 활동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방향으로

연결되면서 기술 궤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 궤적을 분석하는

방법은 Saviotti & Metcalfe (1984)의 특성 모델이 구축된 이후 사례 중심의

정성적 연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량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Pistorius & Utterback (1997)은 생태학의 성장률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존 제품이 상호 간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4 가지 단방향 상호작용 모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가운데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의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은 소위

“범선 효과 (sailing ship effect)”라는 정형화된 사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선 효과에 대해 기존 문헌들은 역사적 방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범선 효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허

분석,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등을 활용한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범선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Mendonca 

(2013)는 범선의 톤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 with trend break)으로 범선 산업의 범선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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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제품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잠수함 기술에서 범선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며, 기존 연구와 달리 제품 성능의 단일 변수가 아닌

종합적인 성능 지표를 도출하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제품 성능의

종합적인 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기술 궤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주성분의 가중 합을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후 2 장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제품의 진화에 대한 근거, 제품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특성, 그리고 공진화의 관점에서 범선 효과를 설명하면서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서 3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인 주성분 분석,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4 장에서는 주어진 방법론으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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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제품의 진화

제품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진화

(evolution)’라는 현상 또는 과정에 대한 정의일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비유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 진화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진화가 과연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상 또는 과정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진화라는 용어가 비롯된 생물계에서 진화의

의미를 모색하고, 이러한 진화가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진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진화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야기하는 관찰된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이다 (Gould, 

2002). 하지만, 진화론의 시작은 알린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는

진화를 “변화를 동반한 유전 (Descent with modification)”으로

표현하였다. 이같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화는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형질 (genotype)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와 유전자 재조합

등을 통해 발생한 유전자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작동 기제는 자연 선택과 유전자 부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선택으로 인해 생물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유리한

유전형질은 복제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반면, 불리한 형질은 도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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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게 된다 (Lande & Arnold, 1983). 이러한 진화 과정을 통해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종 분화의 결과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물계의 진화는 ‘변이

(variation), 선별 (selection), 복제 (replication)’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다윈주의적 진화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품도 생물과 같이 진화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제품이 생물과

같은 논리로 진화한다는 주장은 Butler, Rivers 등과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들의 주장은 즉흥적이거나 외형적으로 유사한

인공물을 나열하여 얻은 계통도를 통해 얻은 결과로써 제품 진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이 진화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한데, 이는

다윈주의적 진화 원리인 ‘변이, 선별, 복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다윈주의

(Universal Darwinism)에서 찾을 수 있다 (김성진, 2015). 보편적

다윈주의에 따르면, 자연계를 비롯한 모든 체계에서 진행되는 진화 과정에는

공통된 존재론적 (ontological) 기반이 존재하며, 그러한 진화 과정은 모두

변이, 선별 및 복제라는 다윈주의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dgson, 2001, 2002; Knudsen, 2001, 2002; Hodgson and Knudsen, 

2004, 2006a, 2006b; Aldrich et al., 2008; 조필규, 2011; 김성진, 2015). 

따라서, 다윈주의적 의미에서의 변이, 선별 및 복제라는 원리가 적절하게

식별될 수 있다면, 다윈주의적 진화 원리는 자연적 진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명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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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성진, 2015).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모든 진화 체계에서의 진화

과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다윈주의가

경제적 영역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이, 선별, 복제라는 다윈주의적 원리에

기반한 영역 고유의 진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필규, 2011; 

김성진, 2015). 바살라 (Basalla, G.)를 비롯한 기술 변화의 유비진화론자들도

‘변이, 선별, 복제’를 인공물의 진화에 적용하고 있지만, 각 조건이 생물계에서

구현되는 방식 그대로를 인공물의 진화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장대익, 2000).

이러한 보편적 다윈주의에 따라, 제품에도 변이, 선별 및 복제라는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진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제품도 진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김성진 (2015)은 제품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제품은 기술 혁신에 의해 변이가 발생한다. 

둘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 선택되어 살아남게 된다. 셋째, 시장에서 선택된

속성을 가진 제품이 복제되어 다시 생산된다. 이러한 제품 진화의 고유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우리는 제품도 생물과 같은 논리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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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 진화의 특성

2.2.1 다양성 : 진화 메커니즘

제품 진화 연구에서 제품이 진화한다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관심사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장대익, 2017).

생물이든 인공물이든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성이 바로 변이, 선별,

복제라는 진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다윈주의를 지지하는 생물학자들은 150 만 종 이상의 식물상과

동물상을 식별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 나갔으며,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Basalla, 1988). 이는 다양성이 근본적으로

변이의 결과가 축적되어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다양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변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윈주의적 진화는 변이, 선별 및 복제라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때 새로운 형질은 자연선택의 압력이 아닌 돌연변이와 유전자

재조합에 따른 변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이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작동하기위한 전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Basalla, 1988; 

조필규, 2011). 결과적으로, 돌연변이와 유전자 조합이라는 변이 메커니즘에

의해 상이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풍부해지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품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자. 

인공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물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좁은 해결책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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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숱한 사람들이 존재를 규정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의 물질적인

현시이기 때문에, 인공물의 세계는 근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다 (Basalla, 1988). 또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색 활동 목적이 예측과 실현된 결과 사이의

정확한 일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Dosi & Nelson, 2010), 하나의

인공물은 하나 이상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물의 다양성은 인공물에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진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으며 (Basalla, 1988), 이는 인공물의 변이가 기술 혁신을 통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agner & Rosen 

(2014)은 생물학적 유비를 통해 기술 혁신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다수의 인공물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Basalla (1988)는 기술

혁신을 새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새로움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기술 혁신에서 지식이 갖는 중요성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인공물의 다양성이 다양한 형태의 새로움으로부터 발현된다고

하였다. Arthur (2009)는 기술의 역사에서 참신한 기술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의 조합으로 발생하며, 기존의 기술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기술들의 빌딩 블록이라 언급하면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술의 ‘조합 진화

(combinatorial evolution)’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인공물의 변이에서도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와 재조합 과정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Ziman, 2000; Wagner & Ros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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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식, 2017). 즉, 놀이, 상상, 굴절진화 (exaptation) 등을 통해 발현되는

돌연변이와 유전 (descent with modification), 수평 정보 전달 (horizontal 

information transfer) 등 재조합 과정으로 발생된 변이 제품들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spaces of the possible)이

시간에 따라 점점 더 확장되며 (Basalla, 1988; Kauffman & Macready, 

1995; Wagner & Rosen, 2014), 결과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선택 압력에 의해 제품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일부 변이 제품은 도태되거나 대체되고, 일부 변이 제품은

선택되어 전승되면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Basalla, 

1988; Ziman, 2000; Wagner & Ros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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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속성 : 종분화

앞서 언급되었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면, 진화의 결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생물들은 변이, 선별 및 복제라는 진화 과정을 거쳐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종들로 분화되기도 하고,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과 협력과 같은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병원체-숙주 (pathogen-host), 포식자-피포식자 (predator-prey)

관계 등에서 공진화와 공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진화의 결과는 경쟁

(competition), 적응 (adaptation), 공진화 (coevolution), 공생 (symbiosis),

종분화 (speciation), 멸종 (extinction)이 혼재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생물과 인공물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Basalla, 1988; 

Ziman, 2000; 이율화, 2009; 윤정섭, 2014; 김성진, 2014, 2015), 진화의

결과 측면에서는 생물과 인공물이 경쟁, 적응, 종분화, 멸종 등과 같이 공통된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 결과 중 종분화는 생물이 조상-

자손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화가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진화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상-자손 간의 대물림이라는 생물학적 유비를 통해 제품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기본 분류 단위인 종에 상응하는 제품

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Schot & Geels, 2007). 먼저, 생물의 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형태 종’과 ‘생물학적 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형태 종’은 단순히 형태적 특징만으로 종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여,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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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서로 생식을 통하여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Basalla (1988)는 생물의 형태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인공물에도 곧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공물을 형태와 구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배열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하였다. 제품의 종에 대한 그의 생각은 생물의 ‘형태 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종에 대해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대안적으로, 하나의 제품은 여러

기술들로 구성된 하나의 군집 (cluster)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Dosi, 

1982), 제품 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aviotti & Metcalfe 

(1984)는 제품을 기술적 특성 (technical characteristics)과 서비스 특성

(service characteristics)으로 표현하는 2 가지 특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인공물은 특성 공간에서 기존 인공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특성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Saviotti, 1996; Freken et al., 1999). 

특히, Frenken et al. (1999)은 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기술군

(technological populations), 제품 기술 (product technology) 등에 대한

일련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하나의 기술군은 어떤 기술을 가진 모든

제품 모델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의 기술은 기술적 특성, 즉

내부 구조 (internal structure)를 기반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질적으로 다른 기술적 특성으로 표현될 때 다른 기술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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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각 제품 기술은 기술의 내부 구조 (기술적 특성)와

사용자를 위해 구현된 서비스 (서비스 특성)로 구성된 2 가지 특성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술적 특성의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 가지 특성 집합 간에는 이미징 패턴이 존재하며 이러한 패턴은 일대일이

아닌 복잡한 관계를 가지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Saviotti and Metcalfe, 

1984; Frenken et al., 1999; Windrum et al., 2009; Castaldi et al., 2009)

(그림 1).

[그림 1] 2 가지 특성 모델 및 이미징 패턴 (Saviotti and Metcalfe, 1984)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은 제품의 특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Frenken et al. (1999)에

따르면, 각 제품 모델은 특성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모델마다 특성 값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제품 기술군을 특성 공간에서 제품

모델의 분포에 따라 군집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 기술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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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는 기술군이 특성 공간의 동일한 차원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기술군으로

분리되는 전문화 (specialization)를 통해 발생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특성

공간에서 하나 이상의 새로운 기술군이 생성되는 급진적인 혁신 (radical 

innovation)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2). 

[그림 2] 제품 특성 공간에서 제품기술군의 분화 (Frenken et al., 1999)

한편, 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헬리콥터 기술의 진화를 연구한 Saviotti & 

Trickett (1992)는 기술적 특성에서 다른 값 또는 수준을 갖는 헬리콥터를

각각 구별 가능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개별 헬리콥터

유형은 생물학적 종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이전 유형이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형의 비율이 변화하는

양상을 헬리콥터 기술의 전형적인 진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품은 제품의 특성 공간에서 발생한 변화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물의 달리, 제품의

진화는 혁신과 모방 등을 통해 변화가 빠르고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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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진화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김성진, 2014). 또한, 생물은 조상

종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지만, 제품은 조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품의 진화가 생물의 진화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성진, 2014; 천종식, 2017). 따라서, 제품의 진화는 특성

공간에서 발생한 변화로 인한 기술 진보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제품의 특성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품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뒤이어 경로

의존성 개념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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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경로 의존성 : 기술 궤적

생물 진화와 제품 진화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진화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임의적인 자연과정이고, 후자는 인간의

목적적인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Baslla, 1988). 즉, 새로운 인공물은

결정적인 구성부분의 우연한 재조합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술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목적 등을 추구하는

인간의 판단과 기호에 따른 인위적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Baslla, 

1988).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기술의 연속성 연구에서 가장 잘 확립된

이론으로 (Sick et al., 2016), 제품의 기술이 이전 선택과 우연한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다음의 제품의 개발에 미래 가능성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oombs & Hull, 1998). 

진화 경제학에서는 진화를 ‘새로운 조합 (Schumpeter, 1934)’을 만들어

경로와 궤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Nelson and Winter, 1982; 

Geels, 2002), 루틴 (routine)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목적적인 활동을 기술

레짐 (technological regime)과 자연 궤적 (natural trajectory)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및 관련 행위자는

수행함으로써 기억하게 되며 이러한 루틴 기반 행동은 엔지니어에게 탐색

휴리스틱 (search heuristic)의 형태로 나타난다. 엔지니어와 기업이 유사한

루틴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루틴은 기술 레짐을 형성하게 되고, 엔지니어

커뮤니티가 같은 방향으로 대안을 탐색하면서 기술 레짐은 자연 궤적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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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osi (1982, 1988)는 기술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 궤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술 패러다임은 자연 과학 및

선택된 재료 기술에서 파생된 선택된 원칙을 기반으로 선택한 기술 문제의

모델 및 솔루션 패턴으로써,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기술 진보를 찾기 위해

많은 혁신가 그룹이 공동으로 준수하는 틀 (framework)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 패러다임은 혁신을 추구할 때 채택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인 휴리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기술 발전이 일어날

영역의 경계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발명가 커뮤니티가 실행하는 휴리스틱

탐색 프로세스는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방향으로 창의적 활동 (inventive 

activities)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술 궤적이라는 비교적 질서 있는 기술 변화

패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기술 궤적은 초기 연구들에서 제품의 단일 성능 메트릭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Sahal, 1983), Saviotti & Metcalfe (1984)가 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기술적 산출 지표 (technological output indicator)의

구성과 기술의 진화 궤적을 사상하는 것과의 명시적인 연결을 구축하면서

제품의 특성 공간에서 사상 (mapping)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문헌들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기술 궤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Saviotti & Trickett (1992)은 이러한 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특정 제품(기술)군의 각 제품(기술)이 N 개의 특성 값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제품군은 N 차원 공간에서 점 군집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개별 제품을 각각 해당 시점에 하나의 점으로 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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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제품의 진화 지도 (궤적)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제품의 특성의 수가 2 또는 3 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 개 이상의 특성을 갖는 제품들의 진화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 개 또는 3 개 변수로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aviotti & Trickett (1992)를 비롯한 Castaldi et al. (2009), 김진국

(2018), 김지용 (2019)은 변수 축약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약된 차원 공간에서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보하면서

진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라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잠수함 기술의 진화 궤적을 확인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기술 궤적은 제품이 진화적 시간 (evolutionary time)

규모에서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면서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써,

제품의 특성 공간에서 진화 궤적을 도식화함으로써 제품이 어떠한 방향으로

적응 진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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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진화 : 범선 효과

일정 지역에서 군집을 이루어 공존하고 있는 생물들은 오랜 진화과정을

거쳐 상호작용은 형성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의 상호작용, 부의 상호작용,

중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종이 서로의

진화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진화의 결과를 공진화라고 하며, 

Darwin (1859)이 꽃 피는 식물과 곤충 사이의 진화적 상호작용

(evolutionary interaction)에 대해 언급한 이후, Ehrlich & Raven (1964)에

의해 공진화로 명명되었다. 특히, 이러한 공진화 과정에서 한 계통의 적응은

다른 계통에 대한 선택 압력을 변화시켜 반적응을 야기하며, 이러한 적응-

반적응이 상호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 간에 진화적 군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Dawkins & Krebs, 1979).

Pistorius & Utterback (1997)은 앞서 설명한 생물의 상호작용 개념을

기술에 적용하여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간의 관계를 단순 경쟁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성장률 개념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술 (기존 기술)이 기존 기술 (새로운 기술)의 성장에 정

(positive) 또는 부 (negative)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4 가지 단방향

상호작용 모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방향 상호작용 모드를 조합하여

생물의 공진화와 같이 공생, 순수 경쟁, 포식-피식 등 3 가지 다중 상호작용

모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 간의 상호 작용이 일반적으로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21

기술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Pistorius & Utterback (1997)의 연구는

제품에서도 상호작용으로 인한 생물의 공진화 현상이 인공물의 진화에서도

발견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의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단방향 상호작용 모드는 기술 변화와 관련한

문헌들에서 범선 효과라는 정형화된 사실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범선

효과는 위협적인 혁신에 대한 전형적인 대응 전략으로 (Utterback, 1996; 

Howells, 2002),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기존 기술에 위협이 발생했을 때

기존 기술의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owells, 2002). 한편, 이러한 범선 효과를 제품 진화의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같은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

제품에 의해 가해지는 경쟁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 제품의 주요 특성에서 성능 향상이 가속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endonca, 2013).

이러한 범선 효과는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문헌들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기존 문헌들은 다수의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의 성장 속도를 명시적으로 향상시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Soukop & Cooper (1983)는 전자 부품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출현이 기존 제품의 시장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로 성능 및/또는 비용 특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자극함으로써 기존 제품의 총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Utterback 

(1994)은 Edison 의 전기 램프 공격에 대해 가스 조명의 효율성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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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스 산업의 노력을 언급하였으며, Foster (1986)는 자동차 및 기타

제품에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금속에 고강도

저합금강을 도입한 금속 제조업체의 노력을 언급하였다. 또한, Cooper & 

Schendel (1976)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직후에 기존 기술의 판매가

감소하지 않은 사례로 디젤-전기 기관차 대 증기 기관차, 개별 트랜지스터

대 진공관 및 제트 엔진 대 프로펠러를 언급하였으며, Anderson & Tushman 

(1990)은 기술 위협에 대응하여 급격한 성능 향상을 보인 사례로 기계식

타자기, 피스톤 제트, 전신 및 기계식 시계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범선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기술의 상호작용에서 범선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선 사례 기반의 기존 문헌들과 달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선

효과를 실증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Sick et al. (2016)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진 시스템 분야의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친환경

추진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추진시스템의 혁신 노력이

증가했다는 범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를 기술 발전 지표로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범선 효과를 경로 의존성 이론과

연계시킴으로써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 노력의 증가가 수확 체증과 양의

피드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Mendonca (2013)는 범선과 증기선의 톤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범선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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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추정된 구조 단절 시점을 통해 범선의 도약은 증기선이 실제

위협이 되기 전에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증기선의 위협에 대한 범선의 대응으로써 범선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범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선 효과를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법은 제품의 진화 현상을 제품의

특성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제품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기술적 및 서비스 특성과

이들의 이미징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Saviotti & Metcalfe, 1984),

제품의 성능을 특정한 단일 특성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법을 통해 범선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범선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 범선효과란 동일한 제품 기술군에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제품이 도입될 경우 시간에 따른 기존

기술의 성능 추세 (trend)에서 구조 변화 (trend break)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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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자료 및 변수 설명

본 연구는 잠수함이 군의 무기체계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19 세기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을 다루고 있다. 데이터는 Fontenoy (2007)의

Submarines: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ir impact 에 수록된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 이 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작전수심 데이터는 Miller 

(2002)의 Illustrated Directory of Submarines of the World 와 JDDS 

(Jane’s Defense Data Service)를 참조하여 최종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는 잠수함 유형 (class)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수일자를

기준으로 1885 년부터 2004 년까지의 388 개 재래식 잠수함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적에 수록된 자료 중 항속거리 등 일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20 개의 재래식 잠수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초자료

분석 목적을 위해 57 개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유형을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표 1] 연구에 활용된 볌주형 및 연속형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변수명 설명 변수명 설명

Builder 제조국 Disp_SM 수중톤수 (ton) SHP 축마력 (SHP)

Class 클래스 명 Length 전장 (ft) Max_Sp_SF 수상최대속력 (kts)

Completed 진수연도 Beam 전폭 (ft) Max_Sp_SM 수중최대속력 (kts)

Period 주요 시대 No_TT_All 총 어뢰발사관 수 Range_SM 수중항속거리 (NM)

Propulsion 추진방식 Complement 승조원 (명) Diving_Depth 운용심도 (m)

범주형 변수 (5) 연속형 변수 (10)



25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셋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잠수함 전사와 관련한 문헌들에서는 잠수함의 시대 (period)를 크게 1,

2 차 세계대전 전후를 기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Fontenoy, 2007; Miller, 

2002; George, 199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잠수함 기술의 기술

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4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각 국가의

해군에서 잠수함 개발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초기 실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기간인 1880 년대 후반부터 1900 년대 초반까지를 ‘기간 0 (period 

0)’, 초기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한

1900 년대 초반부터 1 차 세계대전까지를 ‘기간 1 (period 1)’, 1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중간기부터 2 차 세계대전까지를 ‘기간 2 (period 2)’, 2 차

세계대전부터 현대까지를 ‘기간 3 (period 3)’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구분하였다.

잠수함 크기와 관련한 변수는 통상적으로 잠수함 크기를 수중배수톤수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장 탑재 및 승조원 탑승 기준인

수중배수톤수 (Disp_SM), 전장 (Length) 및 전폭 (Beam)을 사용하였으며, 

수상 기준배수톤수와 흘수는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무장 탑재 능력을 나타내는 어뢰 발사관 수 (No_TT_All)를 함수, 

함미 발사관을 포함한 전체 발사관 수로 기록하였으며, 탑승 정원인 승조원

수 (Complement)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추진체계와 관련한 변수는 추진방식 (Propulsion)을 범주형 변수로

포함하여 디젤-전기 (Diesel-Electric), 공기불요추진체계 (Air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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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ulsion, AIP), 원자력 추진 (Nuclear propulsion) 등으로 구분하였고,

잠수함의 추진성능을 나타내는 축마력 (Shaft Horse Power, SHP)을

포함하였다. 한편, 잠수함의 추진체계상 주 엔진은 추진 동력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발전 동력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 엔진의 개수 및 출력 등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잠수함의 작전 운용과 관련한 변수는 수상 최대속력

(Max_Sp_SF), 수중 최대속력 (Max_Sp_SM), 수중 항속거리 (Range_SM),

운용심도 (Diving Depth)를 포함하였다. 수상 최대속력을 포함한 이유는

잠수함의 선체구조상 수상 최대속력과 수중 최대속력이 상충관계 (trade-

off)가 있어 분석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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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직교 변환

(orthogonal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각각

다양한 수치값을 가짐)들을 원래 변수들의 특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들

변수의 1 차 함수 (가중평균)로 정의되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변수인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s)’을 창출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노용환 & 신종각, 2007), 다차원의 데이터의 변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며 차원 축소를 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권세혁, 2008).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첫 번째 주성분은 가능한 최대 분산을 가지며 (즉, 

데이터의 가변성을 최대한 많이 설명), 각각의 후속 주성분은 차례로 이전

주성분과 직교한다는 제약 하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분산을 갖도록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개별 주성분은 기존 변수의 선형 조합으로, 서로 상관되지 않고

직교하는 (서로 독립적인) 벡터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을 수학적 원리로 자세히 살펴 보면, n 개의 데이터와 k 개의

변수를 갖는 주어진 데이터를 (n × k) 행렬 X 이라 하면,

�	 = [���]	 	 	 (i	=	1,	2,	…,	n,	 	 j	=	1,	2,	…,	k)

행렬 X 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행렬 P 로 나타낼 수 있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데이터 수, k : 변수 및 주성분 수, m : 가중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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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는 X 의 주성분 행렬이라 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은 원 변수의

측정단위 (scale)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수들의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표준화한 이후 표준화된 변수를 이용하여 주성분 변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는 변수의 실제 중요도와 관계없이 단순히 명목단위가 클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진 주성분이 도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용환 & 

신종각, 2007). 표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주성분이 서로 직교하고

최대의 분산을 가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도출하면, 개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k 개의 주성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편, 행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되며,

���	 = ������ = 	Λ	 = 	 �
��

⋱
��

�

여기서, 각 주성분은 서로 상관되지 않으며 주성분의 고유값 (eigenvalue)

��는 행렬 P 의 분산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기존 데이터의 각 변수들은 주성분 분석에 의해 분산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 ( ��� )를 갖게 되고, 개별 데이터는 가중치를 가진 기존

변수들의 선형 합으로 구성된 k 개의 주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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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차원의 데이터였던 기존 데이터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1 차원 값인 새로운

데이터로 변형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차원 축소에 있기 때문에, k 개의

주성분을 모두 사용하기 보다 특정 기준에 따라 일부 변수만을 취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일부 주성분을 선택하여 변수를

축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첫째, 데이터를

표준화하였을 경우, 즉 공분산 행렬 대신에 상관 행렬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값이 1 이상인 주성분을 선택한다 (Kaiser, 1960). 둘째, 주성분의

고유값 그래프인 스크리 산점도 (scree plo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attell, 

1966), 고유값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지점의 바로 전 지점을

주성분 개수로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경험적으로 누적 기여율 (cumulative 

proportion)이 80% 이상이 되도록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주성분 분석의 일련의 절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표준화

(2) 데이터의 차원별 평균값 계산, 각 변수에서 평균값을 뺌

(3) 변환된 수치자료로 공분산행렬(상관행렬) 계산

(4) 공분산행렬(상관행렬)의 고유벡터 (eigenvector)와 고유값 계산

(5) 선택된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주성분 선택

[그림 3] 주성분 분석 절차 (Smi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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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는 기존 변수들을 기존

변수만큼의 정보를 가지면서 상관관계에 없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준다는데

통계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Slottje, 1991). 다른 한편으로는,

주성분 분석에 의해 도출된 각 주성분이 기존 변수들의 선형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직교하면서(서로 독립) 최대의 분산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성분은

개별 데이터가 갖는 전체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Slottje, 1991; 노용환 & 신종각, 2007). 주성분의

이러한 지수적 성격은 주로 사회학에서 주성분을 대리 변수로 활용하는

연구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Mckenzie (2005)는 생활 수준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자산 관련 변수들에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주성분을 하나의 자산 지표 (asset index)로

활용하였다. Filmer & Prichett (2001)은 가구의 부 수준과 자녀의 학교 입학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산 관련 변수들에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주성분을 가구의 부를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의 대리 변수와 실제 변수 간의 설명력을 비교하면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대리 변수의 실효성을 증명하였다. Slottje (1991)은 국가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주성분의 분산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선택된 주성분의 가중 합을 삶의 질 지표로 활용하였다. 노종환 & 

신종각 (2007)은 고용일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Slottje (1991)와 동일하게 주성분의 분산을 이용한 가중 합으로 고용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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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단일 지표를 도출하였다. 주성분은 가중치는 원 데이터의 표준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지표	(�����)	 = 	�����

�

�=1

   (일반 데이터)   �� 	 = 	 ��/∑ ��
�
���   (k =	1,	2,	…,	n)

(표준화 데이터)   �� 	 = 	 ��/�	 	 	 	 (k = 1,	2,	…,	n)

    ( i : 전체 주성분의 개수, k : 선택된 주성분의 개수 )

이와 같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단일 지표를 구축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는 데이터 의존적인 방법으로써,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포함된 정보인 총 변량 (variation)에 대한 개별변수 분산의 상대적 비율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중치 부여의 ‘임의성 (ad hoc 

approach)’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Slottje, 1991; 노용환 & 신종각, 2007).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성분 분석은 기술과 제품의 진화 연구에서 기술

궤적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Saviotti & Trickett, 1992; Castaldi 

et al, 2009; 김진국, 2018; 김지용, 2019). 이러한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탱크, 자동소총 등 3 개 이상의 특성을 갖는 제품들의 진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표본의 분산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2 개 또는 3 개의 변수로 축약하고 이를 통해 정의된 2 또는 3 차원 공간에서

제품의 진화를 근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기술 궤적

문헌들이 기술 또는 제품의 단일 성능 메트릭을 사용했던 것과 대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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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성분이 제품 또는 기술의 성능 대리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특성

모델을 통해 기술적 산출 지표 (technological output indicator)를

도출하였던 Saviotti & Metcalfe (1984)는 수요가 많은 서비스와 관련된

특성일수록 가변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특성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 분산이 큰 특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변수가 최대 분산을 갖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주성분

분석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주성분 분석이 제품의 성능 대리

변수를 도출하는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문헌들의 연구방법을 따라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잠수함의 기술 궤적을 확인하고, 범선 효과 실증을 위한 잠수함

기술의 성능 대리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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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은 다변량 자료들이 속한 군집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사한

자료들을 군집 (cluster)으로 묶어 주는 분석기법이다. 군집분석은 각 군집의

특성, 군집 간의 차이 등 유의미하거나 유용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여

활용하거나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분석 초기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군집을 형성하는 원리는 군집의 개수나 구조에 대한 가정 없이 주어진

다변량 자료로부터 거리 기준에 의해 관측 대상을 유사한 것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 (cluster)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노형진, 2005). 즉, 군집 내 개별 데이터들과 군집 중심 간의 거리 합은

최소화하고, 군집 간 중심 거리는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다.  

군집 분석의 유형은 군집 안에 부분 군집의 유무에 따라 크게 계층적 군집

분석과 분할적 군집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모든

개체를 말단에 위치시켜 트리 구조로 군집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계통도

도식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분할적 군집 분석은 분할 방식에 따라,

프로토타입 기반, 분포 기반, 밀도 기반, 그래프 기반 군집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로토타입

기반의 K-중심 (K-centroid) 군집 분석을 활용하였다. K-중심 군집 분석은

유사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프로토타입으로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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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값 (mode) 등을 사용하며,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 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하고 이산형 데이터인 경우 최빈값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이후, 도출된 주성분 점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에 사용되는 K-평균 군집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K-평균 군집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1) 관측 데이터 간 유사성(유클리드 제곱 거리) 계산

(2) 데이터의 거리 행렬 생성

(3) 유사성이 큰 쌍을 구하여 하나의 군집을 생성

(군집 내 데이터들과 군집 중심 간 거리의 합 최소화)

(4) 새로 만들어진 군집과 기존 군집 간의 유사성 계산

(군집 중심 간 거리 최대화)

(5) (각 군집의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1) ~ (4)단계 반복

[그림 4] 군집 분석 절차 (노형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을 통해 잠수함의 기술 특성 공간에서

잠수함 기술군의 군집을 형성하여 잠수함 기술에서 나타나는 진화 현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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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은 거시경제 시계열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 Perron (1989, 1990)에 의해 처음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erron (1989, 1990)은 기존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거시경제 시계열의 추세 함수에서 한번의

구조 변화가 고려된다면 더 많은 거시 시계열들의 단위근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는 많은 거시 시계열이 단절된 확정적 추세 함수

주변에서 변동하는 일시적 충격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단절의 발생 특성에

따라 2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부가적 이상점 모형 (additive 

outlier model, AO)으로써 단절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시계열의 동역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델을 말한다. 두번째는 혁신적 이상점 모형

(innovational outlier model, IO)으로써 단절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모형을 말한다. 이러한 모델의 선택은 구조 단절이 발생한 이후 시계열

경로의 동역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단절 시점 (break date)과 절단 시차 모수 (truncation lag parameter)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Perron (1989, 1990)의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핵심 가정은 추세 함수의

단절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연구자가 사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단절 시점을 사전에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외생적이며 분석될

자료와는 무관하게 단절 시점이 선택되는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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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ron (1989, 1990)의 외생적 단절 시점 선택은 이후 연구들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연구들은 외생적 단절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의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Perron and Vogelsang, 1992; 

Zivot and Andrews, 2002; Perron, 1997; Vogelsang and Perron, 1998). 

이러한 연구에서는 단절 시점을 분석될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론함으로써 단절

시점의 선택을 내생화하였는데, 모형에서 어떤 모수의 통계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2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erron and Vogelsang, 1992; 

Perron 1997; Vogelsang and Perron, 1998). 첫번째 방법은 디키-퓰러

(Dickey-Fuller, DF) t 통계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모든 시점에 대해 회귀를

진행하여 자기회귀 계수 (autoregression coefficient)에 대한 DF t 통계량을

최소화하는 (단위근 귀무가설 기각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F 통계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모든 시점에 대해

회귀를 진행하여 모델에 포함된 절편 또는/및 기울기 단절 변수의 계수에

대한 유의도를 검정하는 F 통계량을 최대화 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모든 단절 시점에 대해 DF 유형의

회귀식을 적용하여 추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절단 시차 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2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Perron, 1989, 1990, 1997; Ng and 

Perron, 1995; Vogelsang and Perron, 1998). 첫번째 방법은 순차적 방법

(general-to-specific method)으로, 임의의 최대시차를 설정한 후 가장 먼

시차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까지 시차변수를 순차적으로



37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두번째 방법은 임의의 구간 [0, kmax]의 모든

k 를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회귀를 하고, 회귀결과로 얻은 아카이케 정보 기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또는 슈바르츠 정보 기준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SIC) 값 중에서 가장 작게 나오게 하는 k 를 절단

시차 개수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방법을 통해 구조

변화 시점을 추정하는 절차는 [그림 5]과 같다.

(1) 시계열 데이터의 추세 제거 (확정적 추세에 절편/기울기 더미 추가)

여기서, DUt = 1 (t > Tb), DTt = (t - Tb) (t > Tb)

(2) 주어진 회귀식에 대해 OLS 회귀

(3) 절차 (2)를 통해 얻은 잔차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

  여기서, D(Tb)t = 1 (t = Tb +1)

[그림 5]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절차

위의 절차에서 (k +1) 개의 더미 변수(�(��)��� )는 자기상관계수(�)의 t 

통계량에 대한 점근적 분포가 오차의 상관관계 구조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필요하며 (Vogelsang and Perron, 1998), k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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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항( ∆���� )는 확장된 디키-퓰러 (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에 추가된 항으로, 오차항이 계열 무상관이 되고 자기상관계수(�)의 t 

통계량이 불편추정치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Gujarati, 2009).

이와 같이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에 관한 기존 문헌들은 점근적

결과 (점근적 분포)를 도출하는데 있어, 단위근 귀무가설 하에서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Perron and Vogelsang 

(1992)은 비추세 데이터를 통해 단위근을 가지는 시계열의 통계량이 단위근

귀무가설 하에서 절편 변화에 대해 점근적으로 불변하지만 유한 표본

실험에서는 불변성이 유지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계열

자료가 단위근을 가지는 한, 절편 및 기울기 변화는 장애모수 (nuisance 

parameters)라 할 수 있으며, 단위근 검정을 위한 통계량을 얻기 위해서는

절편 및 기울기 변화에 대한 계수도 함께 추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수함 기술의 성능

지표를 활용하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함으로써, 잠수함

기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으로 인해 재래식 잠수함에서 범선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모형에서 귀무가설은 “시계열 변수가 단위근 시계열이다”라는 명제이고, 

대립가설은 “시계열 변수가 절편과 시간 추세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추세정상

시계열이다”라는 명제이다. 이러한 가설과 앞서 정의한 범선 효과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으로 인해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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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 함수에서 구조 단절이 발생했다는 가설 하에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구조 단절 시점을 도출하기 위한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식 1)

여기서, ��� = 1(� > ��),

            ��� = 1(t > ��)(� − ��)

��는 잠수함 성능의 연도별 평균값, ���는 잔차 (residual)이며, ��� , ��� 는

범선 효과로 인한 구조 변화에 대한 각각 절편, 기울기 가변수이다. 다음으로,

추정된 단절 시점에 대해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식 2)

여기서, �(��)� = 1(� = �� + 1)

구조 변화의 유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평균(절편) 변화 또는

성장률(기울기) 변화만을 고려한 모형은 검정력 손실 (power loss)이 매우

크다는 점을 (Sen, 2003) 감안하여, 본 모형에서는 절편과 기울기가 포함된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특정 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하나의 제품은

생산자의 결과물 (output)임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투입물 (input)로써

(Saviotti & Metcalfe, 1984), 생산자에 의해 신제품 도입 효과가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면서 제품의 성능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성능 추세에서 구조 단절은 제품이 도입된 시점에 바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IO 모델보다 AO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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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기초자료 분석결과

잠수함 기술에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추진 방식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 Anderson & Tushman (1990)의 기술 순환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그림 6] 잠수함 추진방식의 시기별 누적 분포

먼저, 기간 0 에서 1 에 해당하는 기간은 동요의 시대 (era of 

ferment)로써, 각 추진방식마다 실험 모델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추진방식 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기간 1 

이후는 점진적 변화의 시기 (era of incremental change)로써, 190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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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잠수함 에그레또에 디젤-전기 추진방식이 도입된 이후 디젤-

전기추진 방식은 1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배적인 디자인으로 전승되면서

대형화하고 수중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디젤-전기 추진방식을 제외한 모든 추진 방식은

더이상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지 않으면서 도태되었으나, 예외적으로 기간

3 에서 새로운 AIP 모델이 다시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군의 요구로

인해 AIP 가 더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멸종과 대체 (extinction and replacement) (Wagner & Rosen, 2014)”라는

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공물은 생물 종이 멸종하는 것처럼 일부

제품은 변이-선별-복제의 진화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도태하게 되지만, 다른

일부 제품은 생물처럼 도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에 의해 그

정보가 남아 후대에 다시 그 기술이 활용되면서 부활 (resurrection)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잠수함 기술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잠수함의 태동기에서는 배터리나 증기로 추진동력을 얻는 AIP 가 주요

추진방식이었다. 이는 당시의 내연기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수중에서는 공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잠수함이 수중에서 기동하는 선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개념에 기반하여 추진체계 기술을 개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AIP 방식은 제한된 배터리 성능과 증기 축적 용량으로

인해 잠항시간이 매우 짧아 광범위하게 채택될 수 없었으며, 이를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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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내연기관-전기 추진방식이 적용되었다. 기존 AIP 방식은 배터리를

항구에서 충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작전반경이 매우 짧았다. 하지만

내연기관-전기 추진방식은 내연기관을 통해 함 자체적으로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되면서 잠항시간과 전체적인 수상/수중 항속거리가 증대되어

작전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내연기관-전기 추진방식은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 가솔린 엔진 (gasoline engine), 케로젠 엔진 (kerosene 

engine), 디젤 엔진 (diesel engin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디젤 엔진이 선택되어 오늘날까지

지배적인 디자인 (dominant design)으로 전승 (retention)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잠수함의 기본적인 서비스 특성에 기반하여 잠항 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AIP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태동기에서

적용되었던 전기추진방식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원자력 추진 또한

핵분열로 얻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작동시키는

추진방식으로써 초기 증기기관과 열원을 얻는 방식만 달라진 증기기관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군의 요구수준에 부합되지 못해

선택되지 못하고 도태되었던 기술들이 오늘날 기술 발전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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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성분 분석 결과

주성분 분석에는 [표 1]에서 설명된 10 개의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2]는 10 개 변수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이며, 이를 통해 고유값

(eigenvalue)이 1 이상인 2 개의 성분을 추출하였다.

[표 2] 주성분 분석 결과

             성분행렬                           설명된 총 분산

성분 1 은 잠수함 크기와 관련한 수중톤수 (0.388), 전장 (0.383), 전폭

(0.382), 승조원 수 (0.372), 잠수함의 무장 탑재 능력과 관련한 어뢰발사관

수 (0.331), 그리고 잠수함의 추진성능과 관련한 축마력 (0.3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의 값을 보여 잠수함의 규모와 무장

탑재능력을 나타내는 전장능력 (battlefield cap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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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분 2 는 주요 전장능력과 수상최대속력 (-

0.324)에서 음(-)의 수치를 보이고 수중최대속력 (0.517), 수중항속거리

(0.455), 작전심도 (0.452)에서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수중작전능력

(underwater operation capability)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수상최대속력이 수중최대속력과 반대 부호를 나타내는 이유는 잠수함의 선형

구조상 수중 기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형은 수상 기동에는 부적합하여

어떠한 선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방향성을 갖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출한 2 개의 주성분은 분석에 사용된 잠수함 기술의 특성을

축약하여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특성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잠수함의

주요 성능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잠수함 기술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적응 진화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관측치에 대한

주성분 점수를 활용하여 [그림 7]과 같이 산포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성능에 대해 3 차 다항식 추세선을 적용하여 잠수함의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추진방식이 시도되었던 개발 초기의 잠수함들은 잠수함이라는

명칭보다는 통상적으로 잠항할 수 있는 선박 (submersible ship)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전장 능력은 뚜렷한 추세 없이 넓게 산포되어 있으며,

수중작전능력은 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잠수함의 주 엔진으로 디젤

엔진이 도입된 1904 년부터 엔진이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잠수함의

대형화가 주요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장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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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의 잠수함은 작전 시에만 잠항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수중작전능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장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려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의 상충적인 추세는 1 차 대전 이후 1930 년대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시간에 따른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의 변화 추세 (1885-2004 년)

한편, 독일, 일본 등 주요 잠수함 개발국들의 수중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1944 년 독일이 잠수함 작전 교리를 수중작전 위주로

변화시키면서 현대 잠수함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U-21 급

잠수함이 개발됨에 따라 수중작전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6

이와 함께 전장능력은 넓은 분포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수중작전능력은 현대에 들어 공기불요추진체계가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장능력은 분포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군집분석 결과

다음으로, 주성분 분석으로 얻은 성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군집별 성분점수의 평균과 관측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잠수함 유형이 군집 1, 2 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재래식 잠수함 제조국인 독일이 가장 많은 잠수함 유형을

개발하였으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한편,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한 국가들에서는 가장

최근의 잠수함 군집인 4 번 군집에서 기술 대체가 발생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잠수함 기술군 수준에서는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군집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집별로 각 변수에 대한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을 추출하여 [표 4]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장능력 수중작전능력 계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러시아 영 국 미 국 기타

1 -1.93 0.03 187 36 47 20 5 14 17 41 7

2 1.50 -1.03 154 13 27 24 30 7 26 22 5

3 4.19 2.63 23 1 2 0 0 9 3 4 4

4 1.37 3.81 24 5 12 4 1 2 0 0 0

주성분 평균 관측 수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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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연도 (Completed) 값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군집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집단 비교를 위해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집단의 기초 통계 결과도 같이 포함하였다.

[표 4] 잠수함의 군집(1-4)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NC)의 기초 통계 비교

군집별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집별 성격을 확인한 결과, 군집

1 은 태동기부터 2 차 세계대전까지 개발된 잠수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톤수가 작고 수중작전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아 주로 연안작전용

잠수함 군집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군집 2 는 1 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2 차

세계대전까지 개발된 잠수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집 1 에 비해

상대적으로 톤수가 크지만 수중작전능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1, 2 차 세계대전에서 함대작전, 기뢰 부설, 항공모함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대양작전 및 특수임무용 잠수함 군집이라 할 수 있다. 군집 3, 4 는

Completed Disp_SM Length Beam Complement No_TT SHP Max_Sp_SF Max_Sp_SM Range_SM Diving_Depth

평 균 1916 508.1 159.7 15.8 25.7 3.1 606.5 12.6 8.4 72.0 50.5

최소값 1885 17 43 5.11 3 0 22 5.5 3 12 10

최대값 1965 1244 235.7 24.7 55 6 2100 18 21.25 400 120

평 균 1931 1820.7 273.0 24.6 58.6 6.1 1512.4 17.5 8.7 81.8 83.5

최소값 1913 847 196 18.1 35 0 375 12.5 5.25 26 30

최대값 1953 6560 400.3 39.4 144 14 3400 24 16 443 200

평 균 1967 2691.8 269.5 26.7 65.4 7.7 4950.0 15.1 17.1 482.3 242.2

최소값 1944 1730 216.6 21.4 26 6 2200 10 10 120 170

최대값 2004 4240 350.6 32.6 95 12 8100 20 25 3300 300

평 균 1978 1354 190 19 34 7 2785 11 18 561 257

최소값 1944 433 142.9 14.9 20 4 900 8.5 13.5 135 100

최대값 2004 2800 286.3 27.7 54 12 5400 18 23 3000 400

평 균 1972 8640.0 371.7 35.7 106.1 5.4 32314.8 16.6 27.24 5000 322.0

최소값 1954 2607 237 23.4 29 4 2500 12 16 5000 200

최대값 2004 48000 564.3 76.1 180 8 100000 28 42 5000 600

NC

(54)

2

(154)

군 집

3

(23)

4

(24)

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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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된 잠수함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마다

군집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톤수가 적고 축마력이 낮은 잠수함이 군집

3 에 포함되어 있고 톤수가 크고 축마력이 높은 잠수함이 군집 4 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3 은 전후 연안작전용 잠수함 군집, 군집 4 는 전후

대양작전용 잠수함 군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군집은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모든 특성의 값에서 압도적으로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기술 특성 모델의 관점에서 추진방식에

해당하는 값이 디젤 엔진에서 원자로로 변화하였을 뿐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 집합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동일한 기술 특성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제품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를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으로 구성된 잠수함

기술의 특성 공간에서 도식화해보면, [그림 8]에 나타난 것처럼 동일한 진화

방향을 가진 2 개의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2 개의 집단은

군집의 기술 특성에 따라 크게 소형 잠수함과 중형 잠수함이라는 2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집단 모두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적응 진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집단

내 2 개의 군집 간에 거리상 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는 추진방식에서 디젤-

전기 추진이 지배적인 디자인으로 전승되면서 발생한 주요한 점진적인

변화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앞서 설명했던 작전 교리의

변화와 함께 수중작전에 적합한 잠수함 선형 기술이 도입된 결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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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또한, 2 개 집단은 잠정적으로 최신 잠수함 기술군에 속하는

AIP 잠수함군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적응 진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잠수함의

기술 궤적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잠수함 기술의 특성 공간에서 나타나는 적응 진화

먼저, 잠수함 기술의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잠수함 기술의 특성 공간에서

SDE (Standard Deviational Ellipses) 기법을 적용하여 각 하위 기간마다

하나의 SDE 를 구성하고 두 개의 연속된 타원의 중심을 연결함으로써 기술

궤적을 도식화하였다 (Saviotti, 1996; Frenken et al., 1999; Castaldi et al., 

2009)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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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기술 궤적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잠수함의 태동기 (기간

0)에서 2 차 세계대전 (기간 2)까지는 잠수함 작전 교리의 영향을 받아

수상작전 위주의 잠수함 운용이 지속되면서 전장능력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장능력의 발전이 수중작전능력의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궤적이 우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 차 세계대전 말미에 잠수함 교리의 변화와 함께 현대 잠수함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U-21 급 잠수함의 등장하면서 전후에

다른 잠수함 개발국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수함의 수중작전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기술 궤적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 AIP 의

개발과 맞물려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이러한

우상향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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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잠수함 기술의 특성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술 궤적

결과적으로, 잠수함 기술의 궤적은 잠수함이 진화적 시간 규모에서

대형화와 수중작전능력 증대라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적응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재래식 잠수함이 새로운 제품 유형인 원자력 추진

자수함의 기술 특성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의 결과는 두 제품 간의 공진화 관점에서 동일한

제품기술군 안에서 기술 변화로 인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발생한 새로운

적응이 재래식 잠수함에 영향이 미치면서 재래식 잠수함이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적응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진화적 군비 경쟁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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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범선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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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결과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통해

2 개의 새로운 특성 변수(주성분)를 도출하였다. 3 장에서 설명했듯이, 도출된

2 개의 주성분의 가중합을 이용하여 잠수함 기술의 성능을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능 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성능 지표의 기초 통계는 [표 5]과

같으며, 시간에 따른 성능 지표의 연도별 평균값 분포는 [그림 10]와 같다.

[표 5] 잠수함 기술의 성능 지표에 대한 기초통계

기 간 관측 수 평 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자

1885 - 2004 85 0.180 2.207 -1.27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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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간에 따른 성능 지표의 연도별 평균값 변화 (1885-2004 년)

본 연구에서는 절편과 기울기가 포함된 AO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구조

단절 시점은 F 통계량을 활용하여 절편 및 기울기 단절 계수의 유의도를

최대화하는 시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단절 시차 모수는 슈바르츠 정보

기준을 활용하여 시차 길이를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성능 지표에

대해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에 따른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 추세 함수를 살펴보면 (그림 10), 

초기에 일정한 성장 추세를 보인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다가 원자력 잠수함이

도입되었던 1954 년 이후 1960 녀대 중반부터 절편과 기울기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잠수함

기술의 성능 추세에 구조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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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식 (1)을 활용하여 단절 시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절편과 기울기 더미 변수 계수의 유의도를 최대화하는 F 통계량을 나타낸

시점은 1965 년으로, 임계값 (critical value, C.V.) 1% 수준에서 추세 함수가

확정적 추세를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그림 11] 단절시점 결정을 위한 각 시점별 F 통계량 (1985 – 2004 년)

다음으로, 식 (1)을 통해 얻은 잔차를 종속변수로 하여 확장된 디키-풀러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잠수함 기술의 성능에 대한 추세 함수는

1965 년에 절편과 기울기가 변화하는 추세정상 시계열이라 할 수 있다.

[표 6] 도출된 단절 시점에 대한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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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965 년을 재래식 잠수함에서 범선 효과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0 년대 중반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잠수함 개발국들이

전후 2 세대 재래식 잠수함 모델들을 도입하는 시기이자, 최초 원자력추진

잠수함인 미 해군의 노틸러스함이 1954 년에 도입된 이후 러시아 (1958 년), 

영국 (1960 년), 프랑스 (1967 년) 등 주요 개발국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이 진행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의 임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재래식 잠수함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잠수함이라는

제품의 개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잠수함은 군의 무기체계라는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RESID(-1) 0.1782 0.1045 1.7062 0.0917

BREAKDUM -0.9057 0.2997 -3.0224 0.0033

R-squared 0.1249 Mean dependent var 0.0009

Adjusted R-squared 0.1142 S.D. dependent var 0.3182

S.E. of regression 0.2995 Akaike info criterion 0.4501

Sum squared resid 7.3549 Schwarz criterion 0.5079

Log likelihood -16.9021 Hannan-Quinn criter. 0.4733

Durbin-Watson stat 1.9994

t-Statistic Prob.

Augmen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7.8665 < 0.01***

Test critical values 1% level -5.1497

5% level -4.6106

10% level -4.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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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일련의 방산 획득 절차에 따라 개발을 하게 된다. 당대의 신기술을

탐색하고 이를 새로운 함정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인 개념

설계단계부터 시작하여 잠수함이 도입되는 전력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12 ~ 15 년이 소요된다 (Heffron, 1988). 즉, 잠수함은 생산자의

결과물이 소비자의 투입물이 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선 효과 또한

시차가 발생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도입된 이후의 시대 상황과 잠수함의 개발 시차를 고려하였을 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조 단절 시점인 1965 년은 재래식 잠수함에서 범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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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잠수함의 형태가 갖추어진 19 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의

재래식 잠수함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유비를 통해 제품도 진화한다는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잠수함 기술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사실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발생하는 범선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과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 궤적을 통해 재래식 잠수함의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적응 진화를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

궤적은 크게 전장능력과 수중작전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상이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잠수함

기술에서 지배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디젤-전기 추진방식이 도입되면서

잠수함이 대형화되고 무장적재능력이 향상되면서 전장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 차 세계대전 후반 선체 외형과 작전 개념의 변화로

인해 수중속력과 잠항시간 등이 크게 향상되면서 수중작전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재래색 잠수함이 이러한 기술 궤적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잠수함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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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2018)의 연구에서는 전차의 기술 궤적이 군사 교리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수함 기술이 초기에는 전장능력 위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수중작전능력 위주로 발전을 보이게 된 것은 당시의 잠수함 작전 운용과 관련

군사 교리가 잠수함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기술 레짐과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군사 교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개발자이 특정

방향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이러한 활동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방향으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기술 궤적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제품 특성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함으로써

잠수함 기술에서 범선 효과를 실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 성능 메트릭을

사용하여 제품의 기술 변화를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을

대변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다수의 특성을 갖는 제품의 기술

변화를 관측하는데 단일 성능 메트릭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단위근 검정은 제품 간의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 간의 경쟁 현상을 제품의 특성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

향상을 가속화시켰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화적 군비 경쟁과도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뛰어난 성능을 가진 새로운 제품의 등장이 해당 제품 기술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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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 기존 제품에 대해 더 강한 선택 압력이 작용하게 되고,

기존 제품은 이러한 선택 압력에 의해 도태 또는 대체되지 않기 위해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이 뒤쳐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새로운

적응을 완성시켜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능 향상이 이어진다면

향후에는 재래식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잠수함 간의 경쟁은 잠수함을 개발하는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만 개발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 국가들에서도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간의 진화적 군비 경쟁 현상을

관측하고 제한적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군이 운용하고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술 발전에 있어 군사 교리의 역할

및 방향성이다. 기술 레짐과 패러다임은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인식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군사 교리는 이러한 기술 레짐과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에 따라

무기체계의 기술 프런티어가 결정될 수 있는만큼 어떠한 군사 교리를

바탕으로 작전운용성능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무기체계의 기술 발전 방향이



61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 차

세계대전까지 수상작전 위주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군사 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술 궤적 또한 수상 작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 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교리가 수중작전 위주로

변화하면서 잠수함의 수중작전능력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잠수함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산학연)-군 간 유기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군사 교리와 기술 발전 간에 상충적인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함으로써 기술 발전 지향적인 군사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위 산업에서 진화적 획득 전략의 중요성이다. 진화적 획득은 선진

획득 개념의 하나로써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 시차별 소요 제

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7). 특히,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는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적용하여 블록, 배치 등 단계적으로 성능개량을 진행하면서 획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적 획득에서 진화라는 용어는 점진적인 진보라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무기체계를 기술 특성이 다른 둘 이상의 무기체계로

획득한다는 점에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획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조합형 진화 측면에서, 군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들의

재조합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 레짐과 패러다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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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면서 개발자들로 하여금 더 발전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장능력 및

수중작전능력 뿐만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간의 주요

경쟁 특성 중 하나인 잠수함의 생존 능력과 연결되는 탐지성능, 정숙성 등과

같은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잠수함의 외형적인 설계와 관련한 특성인 코닝 타워 위치, 타 모양, 

선형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방식을 기반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지배적인 디자인을 식별하는데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제품을 하나의 진화적 개체로 간주하여 제품 수준에서

제품 진화와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인 범선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기술군에서 새로운 제품의 도입으로 인한 선택 압력의 변화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택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적인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다슬 외 (2014)는 범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산업 수준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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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al Darwinism is an attempt to apply Darwinian evolutionary 

theory, so called "evolution by natural selection", to various fields beyond 

biology. In economic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xplain 

economic phenomena from this point of view, and particularly, efforts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applying the 

concept of evolution for products that are the final output of economic 

activity. This study empirically researched the evolution of submarine 

technolog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oduct evolution in line with 

this research flow.

First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volution can be applied to 

products based on universal Darwinism, and showed that the product 

evolv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evolution of the product also has its 

own variation, selection, and replication mechanisms. In addition, based 

on biological analogy, this study explain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roduct evolution in terms of diversity, continuity, and path dependence, 

and also reviewed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represented in product 

evolution by literature review.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interspecific competition is also occurred in the product evolution as 

various aspects such as pure competition, symbiosis, predator-prey 

relationship, etc. Among other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sailing 

ship effect” that new product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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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products, a quantitative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sailing 

ships between conventional submarine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was also conducted in the submarine technolog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investigated the sailing ship 

effect using the unit root test with trend break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sailing ship effect of the submarine technology using the same 

analysis method. In particular, this study derived the performance of 

submarine technology into two principal components, i.e., battlefield 

capability and underwater operational capability by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used the weighted sum of these two principal 

components as the total performance measure of the submarine 

technology. Based on these performance measures, the annual mean 

values of the performances of 388 conventional submarines were 

converted to time series data to estimate when the trend break occurred. 

This confirms that the trend break occurred in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submarine in 1965, indicating that the introd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conventional submarines, resulting in a sailing ship effect in submarine 

technology.

Keywords: Product evolution, Sailing ship effec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Unit root test, Trend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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