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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공물 진화연구는 인공물이 진화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정형화된 사실을 도

출해내고, 진화논리에 따라 미래의 진화방향을 예측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인공물의 하나인 제품의 진화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도출된 정

형화된 사실을 기초로 기술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이를 위해 진화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무기 중 대표적 제품인 자동소총의 특

성(feature)데이터를 이용하여 계통도를 도식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개발경험이 영향력 높은 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임을 분석 및 증명했다.

특히, 진화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Castaldi et al.(2009)의 주성분분석을 이용

한 기술궤적 도출, 천종식(2017)에서 제안한 계통발생 네트워크를 제품진화논

리에 맞게 개선하여 도식했다. 이를 바탕으로 Wagner & Rosen(2014)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사실인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적 지식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기술정책 지원의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향후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따

라 계통도를 도식함으로서 다양한 현상을 발견하고, 제품진화의 정형화된 사실

을 분석함으로서 기술정책의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주요어: 제품진화, 계통발생 네트워크, 주성분분석,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

학  번: 2017-2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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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품의 진화연구는 제품(product)을 통해 기술의 혁신에 대해 연구하는 분

야로서, 기술의 변화가 생물학의 진화 메커니즘인 변이(variation) - 선택

(selection) - 유전(retention)따른다는 현상을 차용하여 기술변화에 대해 진

화적으로 해석했다. 제품을 포함한 인공물의 진화연구는 총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품들의 진화과정 간에 발견되는 현상을 사후적으로 관찰

하고, 관찰된 현상들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일련의 공통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정

형화된 사실들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종합된 정형화된 사실을 이용하

여 진화논리를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수립된 논리들은 현재의 제품에 대입하여  

미래의 제품과 기술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나아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이다.(이정동 등, 2017)

    제품진화 연구의 시작은 슘페터(Schumpeter)의 기술혁신 이론에서 시작된

다. 박용태(2007)에 따르면, 슘페터는 고전경제학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동태적인 현상을 분석했다. 특히, 경제시

스템 변화의 주체를 혁신적인 기업가로 바라보고, 혁신을 일으키는 5가지 요소

에 대해 주장했다. 이 5가지 요소는 크게 자본의 성장, 인구의 성장, 시장의 변

화, 기술의 변화, 생산조직의 변화로서 시스템의 혼란을 일으키는 자본, 인구, 

시장의 변화와 달리, 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새로운 제품, 시장, 재료, 산업

조직을 창출하는 혁신을 일으키는 요소임을 주장했다. 기술과 생산조직에 관한 

경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이 생물학의 진화론

을 차용함으로써 경제에 접근했으며, 이러한 연구가 진화경제학이라는 갈래를 

만들었다. 제품진화 연구는 위의 배경 안에서 제품이라는 대상을 연구하여 혁신

의 해석에 접근했다. 특히 제품은 기술의 결합체이면서(Ahrweil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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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생산자의 루틴과 소비자의 루틴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김성진, 

2015 ; Fleck, 2000) 기술 진화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인공물의 진화연구 중 첫 번째 목적을 분석하기 위해 

제품을 대상으로 진화현상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

고,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사실을 증명했다. 특히 이 연구는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양한 개발의 시도와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 

Wagner & Rosen(2014)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사실인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 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

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제품의 진화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에 근거한 진화계통도 작성방법이 아닌, 제품의 특성데이터를 근거로 작성이 가

능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네트

워크 분석방식 중 하나인 계통발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개선했다. 또한 네트워

크 작성 결과 나타난 제품 간 영향력에 대한 상관관계 정도를 종속변수로 활용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진화현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하며 

제품진화 이론에 입각한 계통도 작성방법을 제안했으며, 기존 제품진화의 정형

화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를 바

탕으로 시도와 실패를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환경 조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연구의 대상은 무기체계 중 한 제품군인 자동소총(automatic rifles)에 대해 

연구했다. 자동소총은 20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무기체계로서, 주로 2차 세계

대전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사용되며 발전했고,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

로 사용빈도가 높다. 또한, 개인화기로서 대부분의 각개 군인에게 주어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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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전쟁과 함께 발전하며 그 기록

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성이 높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로 먼저 제품의 경로의존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Castaldi et 

al.(2009)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기술궤적(technological trajectory)을 확인했으며, 데이터

를 기반으로 개선된 알고리즘 기반의 계통발생 네트워크(phylogenetic 

network)를 작성함으로서 제품의 진화현상을 관찰했다. 계통발생 네트워크는 

거리(distance)를 이용한 유사도 비교를 통해 제품(인공물)의 진화계통도를 트

리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천종식, 2017)으로서, 네트워크에서 새로 추출된 변

수를 이용하여 Wagner & Rosen(2014)에서 언급한 제품진화의 정형화된 사

실인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을 증명했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으

며, 제 3장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을 제안했으며, 제 4

장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서 사용한 주성분분석과 개선된 계통도 분석방

법, 그리고 계통도에서 도출한 새로운 변수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사실을 밝혀낼 

회귀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어서 제 5장에서는 실험의 결과로서 확

인한 제품의 진화 증거와 계통도를 활용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및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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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제1절 제품의 진화

1. 제품진화 연구의 배경

고전경제학파의 경제현상은 토지, 노동력, 자본을 변수로 경제시장을 정태적

(static)이며 균형적(balanced)인 시스템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슘페터는 경제

시스템의 동태적 불균형(dynamic disequilibrium)에 주목하여 고전경제학이 설

명할 수 없는 경제시스템이 변화 원인을 자본의 성장, 인구의 성장, 시장의 변

화, 생산조직의 변화, 기술의 변화라는 5가지 요소에 집중했다. 특히, 자본, 인

구, 시장의 변화는 시장 내 혼란을 가져오지만 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경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바라보았다. 이후 많은 경제학

자들은 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해석했다. 특히, 

Dosi(1982; 1988)에서는 기술의 진화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

(technological paradigm)과 일정한 패러다임에서 관측되는 기술궤적

(technological trajectory)에 대해 설명하며 기술진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패

턴을 제시했다. 또한, Nelson & Winter(1982)는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의 불완

전성이 있는 시장환경에서 나타나는 진화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기

업을 중심으로 변이 - 선택 - 전승의 진화메커니즘을 차용하여 해석하였으며, 

특히 생산조직인 기업의 루틴(routine)에 주목했다. 루틴은 마치 유전자(gene)

과 같이 유전되는 단위로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고 전수되는 경험적 지

혜이며 과거 행동들의 선택과 전승에 따른 결과물이다(Zollo & Winter, 2002). 

그러므로 이 루틴을 기초로 기업은‘하던 것을 더 잘하는 방향으로(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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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ristic)’변화하며(Dosi, 1982) 이에 따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 

나타난다. 또한 Inkster & Satofuka(2000)에서는 구조적 탐색 루틴으로 인해 

학습대상에 따라 기술궤적이 영향을 받음을 주장했다. 이상의 주장들을 통해 루

틴은 환경과의 적합성에 따라 생존을 결정짓는 제품진화 현상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루틴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제품을 정

의했다. 먼저, 생산자의 루틴과 소비자의 루틴이 만나는 매개체가 곧 제품(김성

진, 2015)이라는 주장이다. Ma & Nakamori(2005)는 제품진화에서 나타나는 

생산자와 소비자 루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품이 루틴을 반영하는 

매개체임을 주장했다 또한 윤정섭(2014)은 새로운 제품에는 기업의 고유한 속

성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제품이 루틴을 반영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Jalonen(2011)의 제품개발에 네트워크화 된 팀의 누적된 지식이 반영되

어 있다는 주장을 통해 제품에 루틴이 반영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2. 제품진화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

제품진화 연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정동, 2017). 

  1) 인공물의 진화를 지배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2) 인공물의 진화의 정형화된 패턴이 무엇일까?

  3) 인공물 진화의 계통도를 그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은?

  4) 인공물 진화의 미래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인공물의 진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실증 분석을 위해 제품(물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초기 연구가인 피트 리버스(Pitt Rivers, 1900)는 기술의 진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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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현상을 보여주는 제품들을 분류 및 연구했다. Bassalla(1988)는 

조직이 생산해내는 외형적 형태를 갖춘 인공물 중 하나인 제품(Baldwin & 

Clark, 2000)을 대상으로 몇 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그 특징을 주장했다. 

Evolution of hammer(bassalla, 19881)) Evolution of helmet(Horx, 20082))

(그림 1) 초기 제품진화 계통도

그는 기술의 진화를 제품의 다양성, 연속적인 제품형태의 변화에 따른 진화 

논리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H.Petroski(1992)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 기능을 위해서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포크의 외형변화 양상등을 비롯한 제품의 사례들을 통

해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여러 실패 속에서 지금의 제품 형태를 갖추었음을 밝히

1) Bassalla, G. (1988). 기술의 진화(The Evolution of Technology). 김동광 옮김. 서울 : 도서출판 까

치.

2) Horx, M. (2008). Technolution: Wie unsere Zukunft sich entwickelt. Frankfurt a.M.: 

Campus Ve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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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가 형태(기능)을 선도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리고 Dosi(1982)

의 기술 패러다임과 기술궤적을 기초로 기술의 특성을 분석한 Jenkins & 

Floyd(2001)가 1967년부터 1982년까지의 F1 포뮬러 시장에서 나타난 기술 

패러다임과 궤적의 변화를 사례를 통해 보여줬으나, 정량적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그림 2) F1 차량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Jenkins & Floyd, 2001)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가지고 제품진화를 해석하

기 시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 중 Khanafiah & 

Situngkir(2006)은 Nokia 핸드폰 데이터를 가지고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UPGMA 기반의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 기반한 계

통도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생물학의 방법을 차용하기 위해 유전이 될 

수 있는 기술의 단위를 리처드 도킨스가 저술한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된 문화

적 구성요소인 meme의 개념을 차용하여 제품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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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품의 진화에서 나타나는 기술 패러다임과 기술궤적을 Saviotti & 

Trickett(1992)과 Castaldi et al.(2009)가 각각 헬리콥터, 전차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앞의 연구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기술의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 특성

이라는 이론적 분류를 바탕으로 제품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과 궤적을 실증적으

로 분석했다. Castaldi et al.(2009)은 이 연구를 보완하여 전차를 대상으로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기술을 기동성과 전투성능이

라는 2가지 축으로 표현함으로써 Dosi(1982, 1988)의 기술 패러다임과 기술 

궤적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를 보완한 김진국(2017)은 

전차의 데이터를 이용하되 시간의 폭을 넓혀 기술궤적을 시간 순으로 배열함으

로써 앞선 이론을 보완했다. 그 밖에 Malerba et al.(1999), Swaan(2001)의 

자동차, Peine(2008)의 스마트 홈에 관한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Kim et 

al.(2014)의 휴대폰을 대상으로 제품 진화 예측 모형을 이용한 사례연구 등 다

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3) 전차 기술궤적 사례 (Castaldi et al.,2009 ; 김진국, 2017)

제품의 진화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제품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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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를 그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Steadman과 Bassalla와 같이 

제품을 나열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계통을 분류했던 과거의 도식방법에서, 컴퓨

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계통도 도식방법이 제안되기 시작했는데, Khanafiah 

& Situngkir(2006)이 대표적으로 UPGMA 방식의 위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제품의 계통도 도식방법을 제안했다.  

(그림 4) 데이터 기반의 계통도 도식 결과 (Khanafiah & Situngkir, 2006)

  그러나, 위의 방법은 내부 노드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며. 관측치가 많아짐에 

따라 식별하기 어려워진다는 제한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종식(2017)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통발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계통도를 도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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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통발생 네트워크(천종식, 2017)

  그러나 이 분석방법은 제품이 보유한 형질의 유무만을 가지고 구분했기 때문

에, 외부 영향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품진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제한점

이 있었다. 제품의 진화는 의도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로 나타나는 

형질의 유전 뿐 아니라 그 주변환경에 따라 길이와 무게 등 다양한 제품 특성

에 변화를 줌으로써 차별성을 갖는다. 생물의 진화와 제품의 진화에 대한 차이

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제품의 진화현상을 명확하게 관측 가능한 제품진화 

계통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생물진화와 제품진화의 차이

제품은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맥락 안에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

라 사용과 용도가 결정된다(Petroski, 1992). 즉 제품은 그 당시의 환경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제품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할수록, 복잡

한 적응 체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진화방향에 대해 예측하기 더욱 어려운 특성이 나타난다(Ziman, 2000). 그

렇기 때문에 다양한 개체들 사이에서 생물학적 진화 메커니즘이 나타난다



11

(Baldwin & Clark, 2000). 제품의 진화 메커니즘은 시장 안에서 다양성을 가

진 변이(variation)가운데서 환경에 의해 선택(selection)되며, 선택된 제품이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전승(inheritance)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Knudsen, 

2002). 

또한 변이과정에서 각 제품은 축적성(cumulativeness)이 일어난다. 생산자

의 루틴과 소비자의 루틴이 만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품은, 서로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각자에게 전달하여 각자의 루틴에 축적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루틴에 새로운 피드백을 축적하며 다양한 제품에 다시 반영한다. 이러

한 특징과 관련하여 김성진(2015)은 3가지의 생물진화와 제품진화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구(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생물과는 달리 가

치지향적(방향성)이고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다른 종간 유

전적 소통이 가능하여 이종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품진화는 빠

르고 정확하게 나타나므로 쉽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루틴의 축적과 관련하여 제품의 진화는 그 과정에서 미소 변이가 시시때때

로 나타나며 점차 변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Nelson & Winter(1982)는 인공물

의 진화를 해석하기 위해 라마르크적 해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대 진화론의 주류인 신다윈주의(Neo-Darwinism)적 관점에 기초하면, 멘

델의 해석에 근거하여 유전자(gene)에 기초한 유전은 무작위적인 유전자의 조

합으로 다양한 변종이 나타나며(generic drift) 변종 중에서 환경에 맞는 개체

들이 살아남아 형질을 이어간다(natural selection). 이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가

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은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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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nudsen(2002)는 기술이 모든 진화메커니즘이 변이, 선택, 전승의 

단계로 나타나지만, 신다윈주의적 관점으로는 환경에 따른 미소변이가 시시때때

로 일어나는 축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자연선택설과 라

마르크식 해석을 절충하여 외부의 영향에 의해 제품에 나타나는 미소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제품진화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생물학과 달리 명목형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형질의 유무만에 따라 분류하기보

다는 연속형 변수로 나타나는 외부형질의 차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이 가

진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특성과 기술특성으로 나누고, 연속형 변수들을 

반영하여 기술궤적을 확인했던 기존 연구를 고려했을 때(Castaldi et al., 

2009), 기술의 진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속형 변수로 표현되는 무

게, 길이와 같이 외부로 차이가 나타나는 형질까지 고려해야 한다.

제2절 제품진화의 특징

1절에서 설명한 계통도에 관한 연구들은 진화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선행작

업으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통도를 작성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

여 관측된 현상에 대해 정형화된 패턴을 찾는 것이 1장에서 언급한 인공물 진화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제품의 진화는 어떤 특성 가운데 이루어지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계통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

고자 한다.

1. 연속성(continuity)

변이를 수반하는 유전(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표현은 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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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Darwin, 1859)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는 현존하는 생물체들은 이미 존재

했던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진 후손들이며 조상 없이 존재하는 생물체가 없다는 

뜻으로서, 진화(evolution)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던 당시, 진화현상을 의미하

는 문장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진화란 이미 존재하는 유기체들을 바탕으로 만들

어진 것이며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유기체에는 조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연속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단에서 조상(ancestor)에서 자손(descendant)로 이어지는 형질의 유전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유전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멘델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발전된 결과 유전정보를 가진 염색체로 인해 유전적 형질이 

전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Moore, 1983). 생물단의 연속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유전적 형질을 확인함으로써 식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전현상은 단순히 형질만이 후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학습을 통해 후대로 전달되기도 한다. 일례로 칼레도니안 까마귀와 주먹코돌고

래는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조직 속에서 조

직학습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agner & Rosen, 

2014). 그러므로 후대로 전달되는 것은 유전적 형질 뿐 아니라 기술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며, 그 안에서 연속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특히 생물단에서 사회

적 학습을 통해 기술이 전파되는 과정은 지식 역시 지속적으로 학습되어 유전됨

을 알 수 있다.

생물은 후대로 전달되며 유전정보 조합의 다양성, 다른 개체와의 만남 및 돌

연변이 등을 통해서 변이가 나타난다. 변이는 세대를 거듭하며 수직적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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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만연된 현상이다. 이러한 유전은 무작위적이며 

방향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들 중 환경에 적합한 개체는 선택되어 살아

남아 후대로 유전정보가 전달된다. 이러한 진화 메커니즘의 연속성은 제품진화

에서도 나타난다. 제품 역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인공물 중 하나인 제품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인간의 지식은 갑자기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탐색 공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조합으로 만들

어진다. 

    새로운(novelty) 산출물은 갑자기 창발되지 않는다(Ziman, 2000). 새로운 

제품은 과거의 인공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순수한 이론, 천재성, 

상상력의 창조물,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탐색공간(Search space) 내에

는 기존에 있는 인공물들의 조합, 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은 반드시 이 탐색공

간 내에서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모든 제품은 조상이 반드시 존재하며 조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공통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로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제품은 후대로 가며 변이를 일으키는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으며, 결국 하나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 미소변이들이 축적되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한다. 

Bassalla(1988)에서는 증기기관 및 내연기관, 롤러 조면기 등의 사례들을 근

거로 제품이 선조와 후손의 관계를 맺으며 연속성을 가지고 변이를 일으키고 

있음을 증거했다. 따라서, 제품의 진화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은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할 기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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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제품은 생물이 진화하는 형태인 유전적 부동(generic drift)과는 다른,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진화한다. 경로는 마치 유전정보를 가진 생물이 특정한 형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후대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면에서 생물

의 진화와 유사하나, 의도성과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생물의 진화와 

다른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경로의존성은 제품의 기술이 이전 선택과 우연한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가

지고 다음의 제품의 개발에 미래 가능성을 형성하는 것이다(Coombs & Hull, 

1998). 즉, 이전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연속성을 가진 제품간의 관계에서 피드백을 통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경로의

존성이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궤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의 

특성은 루틴을 기반으로 한 피드백을 통해 미소변이들의 축적이 일어나며, '잘 

하는 것을 더 잘 하는', 규모의 경제(increasing return to scale)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궤적은 바로 제품의 경로의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기술

궤적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발전이 뒤로 역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얘기할 수 있다. 제품이 진화하는 동력에 대해 Bassalla는 ‘모색’을 

언급했다. 생산조직은 제품을 사용하며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문제점은 모색이라는 과정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생산조직은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답지를 이미 알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

니라, 다만 탐색공간 내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선택을 찾으려 시도

한다. 이 탐색공간은 생각할 수 있는(conceivable) 모든 변이(variation)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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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집합이다(Ziman, 2000). 그 범위는 유한하며 이 공간 내에서 선택이 발생

한다. 하지만 환경의 불확정성으로 무엇이 생존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

다. 이와 같이 선택체계(selection system)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타나

고 선택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려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는, 비가역적(irreversible)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가역성 가운데 경로의존성을 갖는 제품의 진화 경로는 퇴보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이홍구(2001), Castaldi et. al.(2009)는 제품진화의 비가역적 

특성과 연속성을 기초로 후대의 제품이 가진 기술은 조상 제품보다 퇴보하지 않

으며 당대의 환경 안에서 상대적인 기술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정한 기술궤적을 따라 기술진보가 이전 성과에 큰 영향을 받아 축적되며, 이

전 것보다 모든 면의 요소 및 가격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기술변화 

과정의 본질적 특징임을 언급했다. 즉, 선택 과정 중 이전 제품은 현재의 불확정

성을 가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생존을 위한 피드백을 통

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한다(Metcalfe, 1994). 그러므로 후손은 선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러한 특성은 기술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staldi et al.(2009)에 

따르면, 전차의 기술궤적은 시간에 비례하여 이동성과 전투성능이 증가하는 것

을 밝혀냈으며 후대 기술의 상대적 우수성을 설명했다. 제품군이 일정한 동일한 

특성 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향으로 진화

하는 현상을 통해 제품이 진화하는 현상을 증명할 수 있다.

제품이 속한 기술패러다임 내에서 기술의 상대적 우수성을 갖춘 제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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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디자인(Utterback & Abernathy,1978)을 갖춘 제품이다. 지배적 디자인

(Dominant design)은 여러 디자인 중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로서, 

수많은 기술적 대안들 중 표준화된 구조를 의미한다. 제품의 디자인은 기술 및 

시장의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궤적 및 경로를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난 지배적 디자인에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Clar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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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가설

제2장의 제품진화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품의 진화경로를 이해하는 것

은 지배적 디자인을 예측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제품

진화의 특징에서 혁신을 통한 지배적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요인

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Wagner & Rosen(2014)은 제품의 진화 현상에서 나

타나는 혁신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 생물단에서 관측되는 진화원리와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연현상에서 관측된 사실들을 이용하여 

기술혁신을 설명하기 위해 연결 짓는 시도는 사례를 이용한 비유로 설명하는 것

이 한계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Wagner & Rosen(2014)에서 주장한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에서 이러한 실마리를 찾았다. ‘Trial and error’는 제품 

개발을 위한 시도와 실패의 경험, 즉 개발경험을 의미한다. within population을 

포함함으로써, 개발경험의 모집단이 클수록 혁신이 일어나기 용이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한 줄로 엮으면 기술개발경험이 많을수록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양한 개체수의 중요성인 생물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여러 유기체 

사이에서 돌연변이(mutation)가 일어나며 그 개체 종의 수는 다양해진다. 그러

나 그 개체들 중 어떤 결과는 선택되지 않아 사라질 수도 있고 선택되어 생존하

기도 한다. 생물단의 경우 한 예로 뉴클레오티드에 관해 들 수 있다. 뉴클레오티

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DNA는 불완전한 복제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로 유기체는 다양한 표현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환경의 적합성

에 따라 생존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 다양한 유기체일수록 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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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유기체가 선택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품단에서도 시도와 실패를 통해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제품은 다양한 형

태를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며 이 중에서 특정 요소에 적합한 개체가 선택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물단과 제품단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 생물단

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방향성이 없는 무작위적 발생과정을 거치나(유전적 

부동 : genetic drift),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술단의 제품들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Bassalla, 1988). 그러나 기술의 역사에서 제품단에서 일

어나는 주요 혁신들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이에 

대해 Wagner & Rosen(2014)은 인간의 통찰력의 제한성을 언급하며 주요한 

혁신들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혁신은 많은 시도와 실패 속에서 나타난다. 넓은 모집단에서 많은 시도를 할

수록, 즉 다양한 개발경험을 쌓을수록 영향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Wagner & Rosen(2014)의 비유처럼 복권티켓을 많이 구매하고 있을수록, 당

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Ziman(2000)에서는 선택체계에서 특히 넓은 

시작 모집단(Large starting population)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 안에는 수많

은 '쓸모없는 변이들' 이 있으며 그들 중 궤적에서 이탈하여 실패하게 되는 독특

한 개체도 나타난다. 실패한 개체들이 있다는 것은, 제품이 미래를 예측하여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풍부함(superfecundity)과 낭비

(profligacy)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적응(adaptation)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불되어야 할 비용으로 본다.  그 가운데 루틴을 기

반으로 축적되는 경험적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주는 것은 혁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Metcalfe(1994)에 따르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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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책의 목적은 혁신의 생성을 통해 다양성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이며,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드백이 다양성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저해하는 요소

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산의 피드백이 기술의 방향을 정하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다양성에서 나오는 제품의 축적된 루틴

이 성공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며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축적할 수 있

는 다양성을 촉발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먼저 제품진화의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서 경

로의존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계통수

(Phylogenetic tree) 작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식되는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

는 다분지형 노드들을 관찰함으로써 제품의 개발경험과 하나의 제품이 다른 제

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이용해 도출할 수 있다.

Trial and error population을 실증함으로써 실패를 수용해줄 수 있는 기술

개발 환경 여건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장

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하나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다른 제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제품일수록 우세한(Dominant)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 제품

이 다른 몇 개의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영향력의 척도로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사실인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수립했다.

    Hypothesis 1. 제품개발경험이 축적될수록 영향력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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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자료 및 변수설명

    1. 변수 설명

본 연구에 대한 자료는 20세기 전후 소총에 대한 데이터가 명시된 

Westwood, D,(2005) 의 자동소총에 관련한 총기데이터 183정에 대해 분석했

다. 결측치는 JDDS(Jane’s Defense Data Service) 및 소총 관련 도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총기의 제원, 즉 특성(feature)데이터

로서 총기의 기술적 특성 및 서비스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표 1) 변수 설명

구 분 변 수_(단위) 설 명 변 수_(단위) 설 명

연속형

(8)

Cal_mm 탄약 구경 Cart_mm 탄약 길이

L_mm 총기 길이 grv 강선 수

BarL_mm 총열 길이 W_kg 총기 무게

year 출시연도 MV_ms 총구 속도

범주형

(6)

Name 총기명 Nation 국가명

Manufacturer 제조사 Bullet 탄약명

period 시대구분 Specific 작동방식

연속형 변수 중 Cal_mm과 Cart_mm는 총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탄약의 구

경과 탄약의 길이에 대해 표현했으며, grv는 총기가 가진 강선 수를 나타냈다. 

L_mm은 총기 자체의 길이이며, BarL_mm은 총기 내부에 있는 총열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W_kg은 무게로서, 탄약을 결합하지 않은 총기 자체의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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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MV_ms는 발사되는 총구속도를 의미하며 m/s의 단위로 기록되었다. 

year는 연도로서, 총기가 출시되었던(in service) 당시의 시간을 표현했다.

범주형 변수는 총 6개로서, 총기의 명칭(Name)을 기준으로 그 총기가 최초 

출시되었던 국가 및 제조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총기가 대표적

으로 사용한 탄약의 명칭, 총기가 출시되었던 시대, 그리고 총기에 적용된 작동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대(period)는 총 네 개의 구간으로 구분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무기의 공유가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전략 

및 전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기준으로 총 4개의 구간(1900~1938, 1939 

~ 1964, 1965~1980, 1980 ~ 2000년)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자동소총의 

태동기라 볼 수 있는 1900년부터 2차 세계대전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2차세계대전 이후 변화양상, 베트남전 이후 변화양상, 냉전에 따른 영향력을 고

려한 198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로 설정했다. 분류한 시대기준에 따라 실시한 

자동소총의 역사에 관한 조사는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자동소총의 역사

      2-1. 자동소총의 출현 : 1900년 ~ 1차 세계대전

소총(rifles)는 소화기의 한 종류로서, 부여된 전술임무 수행을 위해 전투원

을 보호하며 임무 종결에 필요한 무기이다. 총기는 화약의 발명을 시작으로 전

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354년 독일의 Schwartz가 화약을 이용해 포

를 만들어 전쟁에서 활용하였으며, 이후 동·서양에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수포(hand cannon)를 제작하며 개인화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현대의 총 형

태는 화승총(match lock)에서 시작되었다. 심지를 이용해 화약에 불을 붙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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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던 화승총은 유럽 등지에서 개발되어 각지에 보급되었으나, 비가 오면 사격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1508년 이탈리아에서 차륜식 방아틀총

(wheel-lock)을 개발하였으나 고장이 잦고 사용이 불편한 등 제한사항이 있어 

보편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총기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막대기를 이

용해 총구에서 장전한 화약이 수석총(flint)에서 화약 자체에 충격을 줘서 발화

시키는 충격식 총(percussion)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뇌관이 만들어짐으로써 

현대와 같은 방식의 소총이 개발되었다. 이 중 장전의 단계가 자동으로 이뤄지

는 자동소총의 경우 1900년 이탈리아의 CEI-Rigotti라는 총기가 처음 등장하

였으나,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영국군과 같은 일부 군에서는 흥미를 보였으

나, 사용상 연발이라는 점이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했고, 총기의 

기능고장 등이 심해서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자동소총은 

선택되지 못했어도 그 명맥을 이어가며 간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자동소총과 

볼트액션(손으로 1발씩 장전하는 방법)소총의 중간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반자

동소총(자동으로 장전되며 단발씩 격발 가능)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2-2. 자동소총의 성장 : 2차 세계대전 ~ 베트남전

초기의 소총은 연사속도보다 장거리, 정확도가 더욱 중요한 개념이었다. 당

시의 전쟁은 진지전으로서, 대규모의 병력이 긴 참호선을 구축하고 전선을 구성

했기 때문에 작전이 장기화되었고, 총의 역할은 정확한 사격을 통해 적을 하나

라도 죽이는 양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다르게 바라보고 

독특한 구조의 총기가 개발되었다. 물론 패러다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주

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되지 못했지만, 다양성을 자극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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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iller(2003)에 따르면, 1900년 이탈리아 왕실의 군인이었던 Amerigo 

Cei-Rigotti가 개발한 자동소총이 그 독특한 제품이었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이 총을 요청하여 실험했으나 많은 고장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선택되지 못해 실패한 총기처럼 보였

다. 그러나 멕시코의 마누엘 몬드라곤(Manuel Mondragon)이 1904년 8월 8일 

반자동소총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후 1908년 멕시코 군에 의해 정식으로 

채용되어 사용되었고, 독일 역시 이 총을 도입해 사용했으나 큰 효용성을 찾지 

못했다. 이후에도 몇몇 자동소총은 기관총의 하나로서 나타났으나 자동소총을 

제식소총으로 채택하여 운용하는 국가는 따로 없었다.

자동소총의 경우 과거 1차 세계대전 양상처럼 진지를 기반으로 전투하던 시

기에 연사속도는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의 전격전 작전수행이 기본개념으로 자리잡으며 전차의 운용 간 진지에서부터 

나와서 빠르게 돌격하며 적을 제압하기 위해 소총의 연사속도가 중점으로 대두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기존 무거운 기관총으로 사용하던 체코

의 ZB vz.26을 기초로 총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1942년 독일 Hennel의 

Mkb42가 개발되어 MP43이란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개량형인 MP44

가 Stg44 (Sturmgewehr44)라는 명칭을 받아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Stg44는 기존 소총이 가지고 있는 사거리를 버리되 연사속도를 늘리며 휴대성

을 강조한 화기였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총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수많은 

국가에서 자동소총을 개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3. 자동소총의 경쟁 : 베트남전 ~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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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전(1946~1975)이 발발하고 1964년 통킹만 사건 이후 1965

년 지상군을 파병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1973년 1월 미군의 철수 전까지 약 8

년간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1975년 사이공 함락과 함께 전쟁이 종결되었

다. 베트남전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참여국들에게 밀림, 무더위, 산악 등 

새로운 환경에서 전쟁을 강요했으며, 게릴라 전술에 입각한 빈번한 기습 및 근

접 전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전투양상에 맞는 무기가 요구되었다. 새로운 환

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정확하고 사거리가 긴 소총보다, 짧

은 시간 다량의 탄약을 발사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자동소총의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다. 또 이를 계기로 7.62mm 구경의  NATO탄약을 대체(1953년)

하여 5.56mm 구경의 소형화 탄약을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을 

주축으로 한 NATO 가맹국들은 소형화된 5.56mm 탄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

며 벨기에의 5.56mm 탄약(SS109)을 NATO탄으로 규정하여 표준화를 시도했

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로 인해 M193탄약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상황

이 발생했다. 또한 반대 진영이었던 구소련 중심의 동구권 국가들 역시 사용하

던 7.62mm M1943탄약을 대체하여, 1977년부터 5.45mm구경의 소형화된 탄

약을 규정,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 베트남전

에서부터 제품의 진화과정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1965년 이후 시점부터 냉전간 

군비경쟁에서 시작된 무기의 발달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된 1980

년 전후로 구분하여 베트남전과 현대로 구분하였다. 

      2-4. 자동소총의 현대화 : 1980년 ~ 2000년

냉전시대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와 연계된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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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 및 동구권 국가에 대한 군사력을 통한 압박이 

치열했으며 소련 역시 적극적인 무기개발을 통해 미국과 경쟁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베트남전과 거의 맞물려 움직였으며  1980년대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

제성장과 상대적인 공산국가들의 경제력 열세에 따라 공산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의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이 우세를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무기체계에

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1980년 전후로 시대를 나누어 영향력

을 확인했다.

제2절 방법론

    1.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은 다양한 자료로부터 본질이 되는 합성된 소수의 변량을 추출

하는 자료 분석방법이다. 제품 데이터는 많은 특성에 따라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등을 활용한 직관적 이해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저차원으로 변수를 축약해주는 기법이다. 이러한 직교 선형 변환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하여 표현한다.

축약을 위해 다차원의 자료를 1차원의 임의 축에 사상시킬 때, 여러 개의 

양적변수 사이의 가장 큰 분산을 갖는 축을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과 무상관이면서 변수들의 선형결합 중 최대의 분산을 

갖는 축을 두 번째 주성분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이 많은 차수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축으로 축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주성분은 실

제 표본의 차원보다 작거나, 최대로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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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분산이 최대인 임의축으로 사상시키는 이유는 분산이 고르게 분포되

어 있을수록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잘 표현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변수들은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면서 차수가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3차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자료를 그

림을 통해 보고 분석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진화에

서의 기술 궤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활용했다.

    2. 계통도 도식

      2-1. 계통도(Phylogenetic tree)

계통도 혹은 계통수(Phylogenetic tree)는 분류학, 또는 분계학에서 특성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물의 종이나 개체 간의 진화적 관계를 

네트워크 중 하나인 “트리”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이를 도식함

으로서 각 종들의 공통 조상을 식별하여 그 흐름을 관측할 수 있다. 

      2-2. 기존의 계통도 작성방법

제품의 계통도 작성에 관한 연구는 Khanafiah & Situngkir(2006)과 천종

식(2017)이 있다. 두 연구는 생물학적 계통도 작성 방법을 차용했다는 공통점

이 있다. 먼저, UPGMA 방법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방법은 제품간 거리를 

이용한 유사도 차에 따라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제품간의 거리가 가까울수

록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계통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된 분석방법이다. 

UPGMA의 경우 임의의 1개의 제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진 다른 

1개의 대상을 찾아 하나의 그룹을 생성한다. 이후 이 그룹을 한 개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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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여 다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진 제품과 관계를 

맺는다. 이 때의 거리는 짝지어진 제품 간의 평균거리를 통해 계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고 횡단면적으로 분석하며, 이분지의 트

리만을 표현하고 말단의 노드를 파악하는 것에는 용이하나, 내부노드를 파악하

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 제품진화의 모습을 모호하게 파악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근거로 R을 이용해 작성한 UPGMA 방식의 군

집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6) UPGMA 방식의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형질의 유무를 기초로 군집을 분석한 대표적인 분석 방법인 최대 단순성 트

리는 형질(예 : 머리카락의 색깔)에 기초하여 특성들의 변이가 가장 적은 트리 

토폴로지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기도가 가장 짧고 변화가 가장 적

은 트리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형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트리 중 몇 번

의 진화적 형질변형이 일어났는지를 합산한 분기도의 길이(tree length)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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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짧은 분기도의 길이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여 가장 짧은 길이를 컴퓨터로 해석하여 도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

우도 결국 말단 노드와의 관계만을 알 수 있을 뿐 이외의 내부노드 간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2-3. 계통발생 네트워크(Phylogenetic Network)

위의 분석방법은 정량적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기반의 군집분석을 통

해 계통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제품을 리스트화하여 

모아 분류하는 것에 비해 빠르고 간단하다. 그러나, 제품진화에서 나타나는 다분

지의 트리를 표현할 수 없다. 생물의 경우 개체의 생명이 길고, 그 변화가 관측

되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2개씩 짝지어도 큰 무리가 없으며, 생물

의 경우 과거 생물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분지의 트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은 신속한 변화가 나타나며 영향력 있는 제품이 다양

한 곳에서 복제 및 생산 가능하다. 또한 그 제품의 데이터는 상당 시간동안 기

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트리 도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

분지가 없는 트리는 도리어 기술의 특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트리라 할 수 있

다. 또한, 내부노드에 무엇이 위치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천

종식, 2017). 

계통발생 네트워크는 위의 한계를 개선한 계통도 도식방법이다. 마디(Node)

와 가지(edge)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트리를 이용하여 계통의 분화를 표시함으

로서 말단 노드 뿐 아니라 내부노드의 제품이 어떤 것인지 정량적으로 분석 가

능하며, 다분지의 트리를 표현함으로서 한 제품이 다수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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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표현할 수 있었다.

          2-3-1. 네트워크 도식을 위한 기본가정

계통발생 네트워크를 도식하기 위해서 먼저 제품진화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

다. 본문에서는 3가지의 가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도식했다.

첫 번째로 모든 제품은 연속성을 가진다(Bassalla, 1977). 유전을 수반한 

변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에 존재하는 제품은 연관된 이전 제품이 반드시 

존재하며 조상과 후손의 관계로 형성된다. 이는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

본적인 가정으로서. 한 제품군 내에 있는 제품들이 모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두 번째로 기술적 진보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며, 이전 제품보다 상대적으

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Castaldi et al., 2009 ; 이홍구, 2001). 

제품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은 제품을 과거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기술은 이전제품에 비해 퇴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시간에 따른 기술

의 진화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가정이다.

세 번째 가정은, 유사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가까운 거리를 가지며, 가까운 

거리는 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Valverde & Sole, 2018). 이로써 거리를 기준으로 한 유사도 측정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제품간의 관계가 영향력(impact)을 의미한다는 가정

을 할 수 있었다.

          2-3-2. 도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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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Gephi라는 오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도식 툴을 사용했다. 프로

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 데이터를 마디(Node)와 가지(Edge)의 각 값과 

가지의 시작 마디와 끝 마디, 그리고 방향을 구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총 5개의 단계를 거친다. 

(1)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로 나열한다.

(2) 최신의 제품인 A로부터 모든 제품의 Euclidean similarity를 구한 후 가장 값이 

큰 제품인 B를 매칭한다.

    (가) 이 때 제품 사이의 거리는 특성(feature)값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Euclidean 

거리를 구함

    (나) 거리는 비상동성을 의미하므로 유사성 척도로 조정하기 위한 Euclidean 

similarity로 변환하여 계산

           sim  
           









  



 




    (다) 시간의 순서로 제품간 진화방향 결정

    (라) A를 제외한 다음 최신의 제품인 C로부터 가장 가까운 제품을 매칭

    (마) (가) ~ (라)까지의 과정을 반복, 마지막 제품까지 매칭하면 종료

(그림 7) 계통도 작성방법

    3. 포아송(Poisson) 분포를 따르는 일반화 선형모형

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인 경우, 값이 제한적이며 음수가 없고 평균과 분산

이 큰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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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모형을 사용하며, 통상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정형화된 사실인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제품개발경험에 대해 종속변수인 영향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했다. 종속변수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특정 제품이 몇 개의 다른 제품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단위시간당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는 이산형 변수이다. 따라서,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포아송 분포는 정해진 

시간 당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댓값이 라면, 그 사건이 n번 일어

날 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때 포아송분포 확률분포의 기댓값과 

분산은 모두 이다. 이 때 포아송분포의 확률분포값은 다음과 같다.

             
 

··········································································  식 (1)

이 때, 계통도를 통해 계산된 out-degree(한 노드에서 연결된 타겟의 개

수)를 영향력으로 판단하고 제품개발횟수에 대한 영향력과의 연관성을 회귀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내 연결된 가지의 weight 합을 나타

내는 weighted-outdegree를 이용하여 영향력에 대한 연관성을 보완하여 해석

했다. 다음 가설의 식은 다음과 같다.

     ··········식 (2)

* 한 국가의 최대 outdegree값 :  

* 최대 outdegree를 갖는 제품이 나오기까지 국가의 누적 제품개발횟수 : X

* time : 기간을 베트남전의 전과 후로 나눈 통제변수

* Asia, Eur, Ame, Afr : 각 대륙별 통제변수(지역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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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제1절 기초자료 분석결과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른 변수별 분포를 관찰했을 때 진화메커

니즘을 식별할 수 있었다.

먼저, 시대별 흐름에 따른 작동방식의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화메커니

즘이 있었다. 자동소총의 작동방식은 크게 롱스트로크, 쇼트스트로크, 블로우백, 

리코일, 가스직동식, 그 밖의 방식(2종류 3정)으로서 총 6개로 구분했다. 

(표 2) 시대별 작동방식 분포표

구 분
1900

~1938

1939

~ 1964

1965

~1980

1980

~2000
총합계

롱스트로크 3(23.1%) 20(32.8%) 23(59%) 38(54.3%) 84(45.9%)

쇼트스트로크 5(38.5%) 17(27.9%) 5(12.8%) 15(21.4%) 42(23.0%)

가스직동식 0 10(16.4%) 1(2.6%) 8(11.4%) 19(10.4%)

블로우백 2(15.4%) 10(16.4%) 10(25.6%) 9(12.9%) 31(16.9%)

리코일 2(15.4%) 1(1.6%) 0 0 3(1.6%)

그 외 1(7.7%) 3(4.9%) 0 0 4(2.2%)

총 합계 13(100%) 61(100%) 39(100%) 70(100%) 183(100%)

데이터 및 그림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각 시대별 작동방식은 롱스트로크 

방식이 주류를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기에는 쇼트스트로크 방식이  

롱스트로크 방식보다 비교적 많이 적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동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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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증가됨과 동시에 다양성이 증가했고 롱스트로크가 다른 방식을 앞

지르기 시작했다. 이후 롱스트로크가 총기 작동방식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

었다. 리코일 방식은 중반기 이후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어 자동소총에

서 도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대전 전(1900~1938) 2차대전 후(1939~1964)

베트남전(1965~1980) 현대(1980~2000)

(그림 8) 시대별 작동방식 분포도

이와 같은 분포를 이용하여 다양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택과 도태가 발생

하는 진화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메커니즘은 

탄약의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탄약의 분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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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동소총 탄약 분포현황

구 분
1900

~1938

1939

~ 1964

1965

~1980

1980

~2000
총 계

Carbine 3 3

CETME 1 1

DBP87 1 1

DM11 1 1

Enfield 2 2

French 1 1 2

french 1929 1 1

Kurz 4 4

lebel 2 2

M193 3 10 7 20

Carcano 1 1

mauser 4 8 12

Meunier 1 1

NATO(5.56) 1 8 52 61

NATO(7.62) 17 5 2 24

Pedersen 12 1 1

Russian 2 2 4

Soviet 1943 13 13 2 28

Springfield 1 1 2

SR 1 1

swedish 1 1

Swiss 1911 2 2

VZ 52 1 1

Warsaw Pact 3 4 7

총 계 13 61 39 70 183

시대별 총기에 적용된 탄약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마우저 탄약이 

많은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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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후 중반기에 소련 연방을 중심으로 한 Soviet 1943 탄약과 나토 

7.62mm탄약 간 경쟁 가운데 탄약의 다양성이 나타났으며, 베트남전을 거치면

서 그 종류가 매우 단순화되었다. 많은 종류의 탄약이 도태되었고, Soviet 1943

탄약이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나토의 5.56mm 탄약의 점유

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토 연합국에서 사용된 탄약 전체를 

확인하면 Soviet 1943탄약과 유사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후 1980년대 이후 총기에 사용된 탄약은 나토 5.56mm 탄약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대전 전(1900~1938) 2차대전 후(1939~1964)

베트남전(1965~1980) 현대(1980~2000)

(그림 9) 시대별 탄약 분포도



37

제2절 주성분분석 결과

(그림 10). 주성분분석 결과

(표 4) 주성분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

성 

분

초기 고유값

합계 % 분산 % 누적

1 3.2272926 0.5378821 0.5378821

2 1.3644615 0.2274102 0.7652923

3 0.5884925 0.0980821 0.8633744

4 0.4175369 0.0695895 0.9329639

5 0.2658260 0.0443043 0.9772682

6 0.1363906 0.0227318 1.0000000

성분행렬

변 수

성 분

1 2

총구속도 0.9156 0.0140

구경 -0.8681 0.3759

강선수 0.7998 -0.2254

총열길이 -0.0507 0.8958

총기길이 -0.1635 0.8828

무게 -0.3748 0.6447

6가지 연속형 변수 중 주성분 분석을 통해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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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성분을 추출했다. 수집된 전체 자동소총의 자료 중 주성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2개의 성분만으로 데이터를 설명할 때 약 76.5%를 설명하고 있다. 1번 성

분은 주로 총구속도, 구경, 총열수를 의미하며, 2번 성분 주로 총열길이, 총기길

이, 무게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했을 때 1번 성분은 총기의 전투성능

(battle capacity)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번 성능은 총기의 외형

(feature)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1)은 S자형 커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총기를 나

타내는 점의 색깔은 해당 총이 출시되었던 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 따르면, 한 

차례 trade-off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좌측상단 군집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시된 총기이며, 대부분의 붉은 색으

로 이루어진 우측하단 군집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총기이다. 그리고 그 보라

색과 붉은 색의 사이구간에 청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베트남전 기간을 거치며 총기의 기능에 큰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성분인 전투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총기의 휴대성이 급

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무게, 길이, 총열길이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총기의 

휴대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는 전술적 필요와 연관이 깊다. 즉, 총

기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가볍고 휴대하기 간편한 

점이 선호된 것이다. 이를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시간별 각 성분의 변화

양상을 확인했다.

그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사이에 개발된 총기인 M16, 

AR-15, AR-18, M63A1의 경우 붉은 색 타원 안인 1980년대의 전투성능 그

룹에 속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을 통해서 기술의 프론티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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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었다. 본 제품들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제품이 전투성능면에 있어서 총기의 선도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시간에 따른 전투성능의 변화

  

그림 12에 따르면, 전투성능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며, 특히 1960년대를 

거치며 그 성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의 변화지

점의 중심에 있는 AR-18S, AKS-74는 AR-18과 AK-74의 단축화된 총기로

서, 이들의 전투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1970년

대 사이 전투성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선을 중심으로 제품들이 점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품들이 전투성능의 변화에 대해 점차 지배적인 디자인을 갖춰가

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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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간에 따른 휴대성의 변화

그림 13에 따르면, 총기는 1960년대를 거치며 휴대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반 총기들은 휴대성이 높아 위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저명한 

AK-47과 같은 휴대성이 높은 총기들에 이어 M-16(AR-15의 제식소총), 

HK32, HK33,계열 소총과 같이 휴대성을 향상시킨 총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

기 시작했다. 휴대성의 경우 1970년대까지 증가하던 휴대성이 큰 폭으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의 편차가 큰 폭을 가지고 있으며, 

카빈계열 소총이 대부분 위쪽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한국의 총

기인 K2의 경우 궤적에서 근접하고 있으며, 전투성능 면에서는 궤적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면, K2의 성능이 다른 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적 디자

인에 가까운 총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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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계통발생 네트워크 도식 결과

(그림 13). 시대에 따른 계통발생 네트워크 도식결과

소총 데이터를 이용한 계통발생 네트워크 도식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각 

노드의 크기는 다른 제품에 영향을 끼친 정도이며, 각 색깔은 시대별로 구분되

어 청(세계2차대전 이전) → 녹(세계 2차대전 이후 ~ 베트남전 이전) → 황(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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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전 ~ 1980년) → 자(1980년 ~ 2000년) 순으로 표현되었다. 전반적으로 

노드들의 선조-후손 관계는 기존 소총의 역사에서 알려진 것과 매우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림14는 총의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가지들의 색깔이 작동방식에 따라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총기들이 작동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가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계통수에서 노드들의 원조(origin)는 1900년 생산된 이탈리아의 

CEI-Rogetti였다. 이탈리아의 CEI-Rogetti는 잠시 관심을 끌었으나, 굳이 자

동소총의 필요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자동소총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많은 

소총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

동소총의 개발을 주도했으며, 이후 제품들이 이 국가들로부터 퍼져나가며 선조

와 후손 관계 속에서 변이를 계속해 나갔다. 이 때 화살표의 방향은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도식되었다. 제품들은 가운데 줄기의 노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며 각

각 서로간의 군집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가지

들은 더 이상 후손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지도 있는 반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후손을 만들고 있는 군집도 있었다. 특히 중심가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지속적

인 분화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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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작동방식에 대한 계통발생 네트워크 도식결과

노드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수(outdegree)는 제품마다 상이하며, 저명한 총기

가 아님에도 영향력이 높은 총기가 있었고, 저명함에도 영향력이 높지 않은 총

기도 있었다. Main-stream에 있는 총기들은 저명한 총기가 아니지만,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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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줄기로부터 뻗어나오는 가지

들은 각자의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계열은 미국에서 제작한 

AR-10이 연속적으로 뻗어나가 하나의 계열을 형성했음을 확인가능하다.  그 

위로는 AK-47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계열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 좌측으로

는 오스트리아의 FARA가 작은 계열을, 그 아래에 독일의 HK, G3 계열을 형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계열은 AR-18에서 뻗어나가는 계열로서, 

이 계열의 특징은 탄약의 소형화, 총기의 단축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을 형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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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귀분석 결과

(표 5) 개발경험에 따른 Outdegree의 회귀분석 결과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Intercept 0.23272 1.04261 0.223 0.823371

cul_exp 0.11595 0.03159 3.670 0.000243***

time -0.34867 0.29899 -1.166 0.243544

Asia 0.10491 1.03617 0.101 0.919358

Eur 0.24907 1.02596 0.243 0.808182

Ame 0.25202 1.06828 0.236 0.813498

Afr 0.57720 1.22515 0.471 0.637552

푸아송 분포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한 국가의 누적된 개발경험을 나타내는 

변수인 cul_exp는 그 국가가 생산한 제품들이 가지는 최대 영향력과의 관계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누적된 국가개발경험은 영향력

을 갖는 제품을 만드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개발경험에 따른 Weighted-Outdegree 회귀분석 결과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Intercept 9.3722 11.7494 0.798 0.433

cul_exp 2.9281 0.6266 4.673 6.29e-05***

time -3.9429 4.4395 -0.888 0.382

Asia 1.7846 11.4478 0.156 0.877

Eur 1.8703 11.4311 0.164 0.871

Ame 1.7488 12.0723 0.145 0.886

Afr 9.6861 15.4305 0.628 0.535

※ Adjusted R-squared : 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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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Weighted-outdegree를 기준으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한 결과 역시 동일했다. 많은 국가개발경험은 다른 제품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ighted-outdegree는 연속형 변수로서 선형회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

용이 적합한지 검사가 필요했다. 먼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잔차

가 일정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분산성 검사 결과 p값은 유의하지 않음으로 충분히 수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중공선성 검사 결과 마찬가지로 10이상을 넘는 변수가 없었으므로 

수용가능했다.

(그림 15) 정규성 검사 결과 (그림 16) 이분산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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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분산성 및 다중공선성 검사 결과

이분산성 검사 결과

Chi-square Df p

0.6794 1 0.4098

다중공선성 검사 결과

exp time Asia Eur Ame Afr

1.1067 1.1193 8.4229 9.8642 6.1311 1.9477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제품이 기술개발 경험이 최대 Outdegree와 

Weighted-outdegree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

은 의미를 갖는다. 어떠한 생산주체의 직관, 통찰력, 이성적인 판단력에 의해 한 

번에 만들어지는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과정을 통

해 포기하지 않고 배워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품

개발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개발과정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

문에 연구개발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

이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제품개발의 성과를 바라는 것

은 지식의 축적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떠한 제품이 연

구개발을 통해 출시되더라도, 그 제품이 시장에서 또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작

용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가정이 성공

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개발을 통한 실패를 통해 얻어지는 제품개

발 경험이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임을 예상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Wagner & Rosen(2014)에서 예로 제시한 것처럼, 에디슨을 중심으로 전

구를 만들기 위해 모여진 팀은 1개의 전구를 생산하기 위해 천 번의 실험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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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기에서도 이러한 개발역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K2총기는 

만들어지기 이전 7개의 사전개발을 실시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M16A1을 라이센스 생산하던 기본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국경을 맞대고 있던 적과 주변국으로부터 얻은 총기에 대한 어느 정

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만들어진 총기인 K2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총기를 복사하여 생산한 것이 아니었다. AK-47의 총기작동방식과 M-16 총기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총기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된 기존 생산라인을 활

용하는 등 여러 장점을 융합하여 개선했다. 거기에 미국인의 체형과 다른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형에 맞도록 총기를 소형화 및 경량화했으며, 우리나라의 4계

절 기후의 변화에 맞도록 가스의 배출량을 조절가능한 가스조절나사, 접이식 개

머리판과 동심원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더욱 조준이 용이한 가늠자 등 과거 총기

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Trial-and-error within population을 증명함으로써, 시도에 따른 실패는 

낭비가 아니라, 개발역량에서 얻어진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축적된 지식은 루틴에 더하여져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기술로서 제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술개

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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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한 기여점은 먼저 계통발생 네트워크를 이용한 계통도 작성방법을 

제안하고 개선했다는 것이다. 기존 계통발생 네트워크가 형질의 유무를 통해 도

식되었다면, 개선된 계통발생 네트워크는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이용함으로써, 제

품진화의 특징인 외부 형질에 드러나는 변화들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계통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품진화의 원리에 더욱 부합하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성은 

제품의 특성(feature)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제품군이라도 쉽게 

도식하고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의 주경로를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동방식 및 탄약의 분포가 방향성

을 가지고 수렴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또한 UPGMA와 최대 단순성 트리 등으

로 대표되는 군집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내부노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측치

의 개수가 아무리 커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

운 변수들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outdegree 추출

을 통해 제품의 영향력에 미치는 국가개발경험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총기의 기술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이 전투성능(battle 

capability)과 휴대성(portability) 위주로 기술궤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각 성분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의 변화하는 방향도 알 수 있었다. 

즉 총기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가벼워졌으며, 전투성능은 구경은 작아지되 총

구속도와 강선 수는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총기의 경우 베트남전을 사이에 두고 큰 도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전이 자동소총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임을 얘기하며,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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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 주로 발생한 단거리에서 발생하는 전투들과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기습들 

위주의 게릴라 전술, 산악 및 밀림으로 인해 장애물이 많고 시야가 제한되는 환

경이 제품의 큰 변화를 이뤘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총기의 궤적을 주도한 국

가가 전술을 사용한 베트남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임을 고려해보

면 이를 통해 지형적 특이성과 상대방의 전술, 국제관계의 이해가 무기의 진화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기에서 더 넓은 시야로 제품을 바라보

면, 큰 환경적 변화 및 변화된 환경에 대한 필요가 제품의 진화방향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으며, 그 환경적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품진화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제품개발경험의 중요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다. 이

는 Wagner & Rosen(2014)에서 제시한 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을 

outdegree라는 진화계통도에서 추출한 변수와 가지고 있는 제품데이터를 이용

한 개발경험에 대해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개발 시도와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다.

자동소총이란 무기체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무기체계는 협의적으로 무기 

자체를 의미하나, 광의적으로 무기 및 이와 관련된 인적, 물적 요소의 종합적 의

미를 가진다. 이는 전투수행과정에서 무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재, 자재, 시설, 인원, 보급 뿐 아니라 전술, 전략, 훈련 등을 포함하는 전체 

체계를 의미한다(무기체계학, 1997). 그러므로 하나의 무기체계를 전환, 제작 

혹은 구입할 때는 단순히 무기 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더하여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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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의 

조합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무기체계의 이해와 중

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하여 무기체계의 발달은 단순히 국방력에만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무기체계는 국제적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하며, 국가의 잠재개발역량을 성장시켜 기술적, 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킨다. 그러

므로 국방기술의 발전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노력은 국가이

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무기체계에 속한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은 연관된 다른 제품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진화한다. 그러므로 제품에 대한 특성과 진화경로를 이해하여 그 

흐름을 파악하여 각 제품 도입 및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과적인 국

방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요구해야 하는가는 

기술궤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방향성임을 알고, 정책에 반영해

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이 모든 산업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면, 산업 내 각각의 

제품군의 진화현상을 이해하고, 생산자는 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기업의 경

쟁력을 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정책은 기꺼이 시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술개발간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 오

히려 실패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을 시켜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원해야 하며, 루틴이 쌓이는 

대상인 조직원들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통해 그들을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보유

하고 성장시킴으로써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철저한 계획의 

무의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행 단계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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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수많은 실패가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

출 때까지 경험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성장을 도와야 한다. 

건축학에서 미래의 건축학도를 교육하는 방법 중 learning by 

building(Carpenter & Hoffman, 1997)이 있다. 이 개념은 건축학도들이 직접 

건물을 만들어보면서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과 실습이 같이 

진행되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쌓는다. 이러한 방법은 배우고 

나서 건물을 짓는다는 일반적인 교육의 틀에서 변화를 준 것으로서 처음 시작 

전에 많은 것들을 배워놓고, 배운 이론을 기초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만

드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처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실제의 경험이다. 그리

고 이러한 것들이 건축학도의 루틴을 형성하는데 귀한 첫 걸음이 된다. 시도와 

실패는 값비싼 낭비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

해본다.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에 관해, 군사자료는 자료에 대한 공개가 다른 제

품에 비해 보안성이 높아 이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총기에 대한 특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국내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며, 해외의 자료를 통해 수집했다. 국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문으로 된 데이터 수집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로 먼저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특히 경로의존

성과 관련된, 이전 대의 기술의 후대의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지 않다는 

가정은 기록에 의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Wagner & Rosen(2014)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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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또 하나의 정형화된 사실인 ‘멸종과 재생(Extinction & replacement)’

에 관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과거에 우

세하지 않다고 여겨진 기술이 후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등 다른 요인에 의

해 필요성이 재발견되었을 때, 기술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문제 해결방법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패러다임에서 접근한다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화된 가정에서 제품간 방향성을 설

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 가운데 개선한다면 더 많은 진화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그리고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간 공통으로 사용한 전술, 개발국가

에서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 등 환경적 요소를 네트워크 분석시 대입해본다

면, 제품특성으로 이어진 네트워크와 외부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품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어떤 제품군이라도 제품의 계통도를 

도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제품군에 대한 계통도 작성을 시도해봄으로써 다

양한 제품군의 진화현상 관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군마다 진화현상의 차이를 확인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봄으로

써 또 다른 정형화된 사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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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통발생 네트워크 작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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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UPGMA를 이용한 자동소총의 위계적 군집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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