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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는 지불의사액을 기술의 가

치로 정의하고, 그 가치의 변화를 기술 변화로 정의한다. 2004년도부터 2013

년도까지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제품이 가진 기술적 특성들

을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서비스적 특성으로 변환하고, 서비스적 특성의 가

치를 헤도닉 가격 분석 방법을 통해 파악하여 기술 변화의 속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는 2004년부터 2013

년도 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09년도와 2012년도에는 기술 

변화 속도의 급격한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2012년도 기술 변화 속도의 감

소 현상은 2010~2011년 사이에 형성된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기술 혁신의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

배적인 디자인의 형성 전후의 제품 가격에 반영된 기술적 가치의 설명 수준을 

통하여 지배적 디자인 형성 시점에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에 기술적 가치들을 

가장 잘 반영하며, 그 이외의 시점에서는 잘 반영하지 않는 현상을 관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기업에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성능 향상으로 시장 점유율

을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등장 이후와 지배적인 디자인 형성 

시점까지 유효하며, 그 이외의 시기에는 기술 외적인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

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업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2009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의 감소 현상은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 피처폰의 



iv 

 

기술 변화 속도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피처폰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인 2010년도에 생존을 위해서 기술 혁신의 속도를 급격

히 증가시켰다가 2011년도 이후에는 어플마켓,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 유튜

브의 급속한 성장 등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퇴출되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생물 진화에서 진화적 군비 경쟁의 종내 생존 경쟁 사례

와 유사성을 보이며, 종내 생존 경쟁에 매몰되어 환경에 적응할 여력을 소진

한다면 생물 혈통이 멸종하듯, 제품 또한 같은 논리로 멸종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생존을 결정하는 원리는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에 의한 적자 생존의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을 창발하고 정립하는 기술 및 제품은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 및 제품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들은 기술적 우수성이나 기술적 다양성보다는 현재 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 설계를 시도해야한다는 신제품 개발 전략의 방향성 제시한다. 

 

 

 

 

 

 

주요어 : 기술 변화, 기술 변화 속도 측정, 헤도닉 가격 분석, 주성분 분석, 

제품 진화, 모바일 제품, 스마트폰, 피처폰, 자연 선택, 진화적 군비 경쟁 

학  번 : 2018-2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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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 변화는 두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첫번째 

이유는 기술 변화는 경제성장의 주된 동인으로써 작동하기 떄문이다. 국가 

경제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외생적 기술 진보는 체감하는 국가 경제 

성장율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Solow, 1957) 기술적 

다양성은 국가 경제의 내생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동인이다(Romer, 

1990). 이러한 신고전학파적인 견해 뿐만 아니라 조셉 슘페터는 “경제 발

전의 기본 이론” 을 통해서 기술적 변화로 인한 혁신이 창조적 파괴가 발

생시키고 이것이 경제를 꾸준히 동태적으로 만들어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Schumpeter, 2017).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

는 것은 가격 변화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서 실질

적인 산출 성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실질적인 산출 성장을 파악하는 

것은 경제 정책 설계 및 기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측되는 물가 상승 지수(obseved price index)를 질적 요소 조정 지수

(quality adjusted index)로 수정하는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

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연방 정부의 가격 지표들을 정확히 측정하

기 위해서 헤도닉 질적 조정(hedonic quality adjustment)를 질적 변화 지

수(quality change index)로 사용하여 미국 자동차의 시장의 기술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발생한 실질적 가격 변화(true price 

change)를 도출한 연구가 존재한다(Griliches, 1961).  

이렇게 기술 변화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술 변화 관측의 중요성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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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 왔으며 기술 변화를 개념적으로 해석하거나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었다. 기술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적 도시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는 기술 변화의 과

정을 기술 패러다임(technological paradigm)과 기술 궤적(technological 

trajectorie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Dosi, 1982). 기술 패러

다임은 토마스 쿤이 제시한‘과학 패러다임(scientific paradigm)’과 유사

한 개념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합의된 공통된 방

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 궤적은 이러한 기술 패러다임의 합의 아래에 

세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형성되는 기술 변화의 실질적인 경로를 의

미한다. 이러한 분석틀 하에서 기술 변화를 기술 궤적 관측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는데, 사비오티와 트리켓은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

는 기술적 스펙들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2가지 주성분으로 차원축소한 

뒤에 주성분1과 주성분2로 구성된 좌표평면위에서 시간에 따라 헬리콥터들

이 가진 기술적 특성들이 어떠한 기술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여 

헬리콥터의 기술 변화를 정량적으로 보였다(Savtotti & Trickett, 1992).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차의 기술 궤적을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Castaldi, Fontana, & Nuvolari, 2009; 김진국, 2018). 기술 스펙을 이용

하여 기술 변화를 관측한 연구 이외에도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산

업의 기술 궤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네트워크로 표현하

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져 왔다(Fontana, Nuvolari, & Verspagen, 

2009; Verspag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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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기술 변화를 제품의 기술 스펙 혹은 특허

라는 순수하게 기술적 요소들만을 이용해서 설명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은 순수하게 기술 주도(technology – push)인 과

정도 아니며, 순수하게 수요 견인(demand – pull)인 과정도 아닌 둘이 적

절히 조합된 공진화의 과정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기술 변화 연구들은 기

술 주도적인 성격의 연구로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수요 견인(demand – pull)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공급자로부터 제품이 

주어진 상황에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액을 측정하고, 그것을 기술이 가지는 가치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가치의 

변화를 기술 변화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으로하며, 측정한 기술 변화를 통해서 기술 변화 현상을 해

석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공급측 요인 

 

  

 

 

기술  

 

 

  

 

 

수요측 요인 

 

 

그림 1-1 기술 공진화 개념 

 

 다음 장인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 언급하며, 3

장에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측정 및 측정 결과를, 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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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정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본 연구의 기여에 

대해서 언급한다.   

 

2. 선행 연구 

2.1 기술 변화 

 기술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들은 제품 단위에서 분석을 수행한

다(Castaldi et al., 2009; Coccia, 2018; Savtotti & Trickett, 1992; 김지용, 

2019; 김진국, 2018). 이는 기술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현되는 것이 

제품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istic) 

집합과 서비스적 특성(service characteristic)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술적 특성들과 서비스적 특성들은 서로 연결(mapping)되어 있다(Paolo P 

Saviotti & Metcalfe, 1984). 제품의 기술적 특성이란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개발한 실제 기술 요소를 의미하며, 서비스적 특성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을 통

해서 느끼는 가치적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전차의 서비스적 특성은 

이동성(mobility)와 전투수행능력(battlefield capability)이며, 전차의 기술적 

특성들은전차의 너비(width), 전차의 길이(length), 전차의 무게(weight), 엔

진 파워(engine power), 속도(road speed), 장갑 두께(armour thickness), 

대포 구경(armament calibre)이다. 그리고 전차의 서비스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동성이라는 서비스적 특성을 구성하는 기술

적 특성은 전차의 너비, 전차의 길이, 전차의 무게, 엔진 파워, 속도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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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투수행능력이라는 서비스적 특성은 장갑 두께, 대포 구경, 무게와 연결

되어 있다. 이렇게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 혹은 서비스적 특성의 변화

를 관찰하여 기술 변화를 관측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품의 기술적 특성들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을 추출하고, 이 주성분을 제품의 서비스적 특성

으로 해석한 뒤, 주성분으로 구성된 좌표평면 위에서 제품의 기술 궤적을 그

려 기술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 흐름(Castaldi et al., 2009; Savtotti & 

Trickett, 1992; 김진국, 2018)과 기술적 요소들 그 자체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관찰하는 연구 흐름이 있다(Coccia, 2018). 기술적 요소들을 직접 관찰하

는 (Coccia, 2018)의 연구는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의 기능적 측

정값(functional measures of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FMT)을 이용하

여 기술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 중 배터리와 

화면크기, CPU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해상도, 카메라 해상

도, 저장용량, RAM과 같은 기술적 특성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지금까지 언급했던바와 같이 기술 변화에 대해서 서비스적 특성와 기술적 특

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기술이 발현하는 실질적 가치에 대한 

측정 연구는 부족하다.  

2.2 헤도닉 가격 분석 

2.2.1 기술 가치 측정 방법으로써 헤도닉 가격 분석 

 헤도닉 가격 분석은 제품의 가격을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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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Coccia, 2018; Pier Paolo Saviotti, 1985).  

 

𝑃𝑖 = 𝛼𝑖 + ∑ 𝛽𝑖𝑗𝑋𝑖𝑗𝑗=1          (1) 

 

(1) 식은 대표적인 선형 헤도닉 가격 모형의 개형이다. 𝑃𝑖는 제품 𝑖의 가격

을, 𝛼𝑖는 제품 𝑖에 대한 상수를, 𝑋𝑖𝑗는 제품 𝑖가 가지는 𝑗번째 기술적 혹은 서

비스적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𝛽𝑖𝑗는 𝑋𝑖𝑗의 계수로써 제품이 가지는 개별 특

성이 제품 𝑖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헤도닉 가격 분석은 부동산이나 식음료에 대한 가치 분석을 수행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부동산이 제공하는 주거 편의, 와인 및 육류의 맛과 같은 가

치를 정량화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arrison Jr & Rubinfeld, 1978; 

Oczkowski, 2001). 그리고 이러한 헤도닉 가격 분석 방법론은 분석 대상을 

자동차부터 시작하여, 개인용 컴퓨터, PDA, 모바일 제품 등으로 점점 더 확대

하고 있다(Chwelos, Berndt, & Cockburn, 2008; Coccia, 2018; Dewenter, 

Haucap, Luther, & Rötzel, 2007; Griliches, 1961; Lee, Park, Oh, & Kim, 

2008). (Dewenter et al., 2007)는 모바일 제품 중에서 피처폰을 대상으로 헤

도닉 가격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피처폰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가격(price), 

가격 측정 시점과 제품 출시 시점과의 차이(age), 무게(weight), 피처폰에서 

나오는 방사선(RADI), 피처폰의 부피(VOL), 통화가능시간(DURA), 벨소리

(RING), 블루투스 기능(BLUE) 등을 이용하여 단순 최소자승법(simple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피처폰의 부피는 피처폰 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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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제품 가격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격 측정 

시점과 제품 출시시점과의 차이(age)의 경우에도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관

측하여, 이를 통해 오래된 제품일수록 제품 가격이 높은 것을 관측하였다. 해

당 현상을 시간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 가격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코치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헤도닉 분석을 수행하였는

데, 스마트폰 가격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을 화면 크기(display), 해상도

(resolution), 주 카메라 화소(main camera pixel), 부 카메라 화소(second 

camera pixel), 프로세서 성능(CPU), 저장용량(memory), 램(RAM), 배터리 

용량(milliampere hour)로 구성하여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와 램이 스마트폰 

가격에 양의 영향을 주며, 배터리 용량 및 부 카메라 화소는 음의 영향을 주

는 것을 관찰하였다(Coccia, 2018). 이렇게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들 각각의 

실질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헤도닉 가격 분석 방법의 적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2 기술 변화 측정 방법으로써 헤도닉 가격 분석 

 헤도닉 가격 분석은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들 각각

의 실질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 산출 성장을 파악하

기 위한 질적 요소 조정 지수(quality adjusted index) 추정에도 사용된다. 기

술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격 변화를 통제하여 기술 발전 이외의 요소로 

발생한 순수한 가격 변화(true price change)의 정도를 표현하는 지수는 아래

와 같이 도출된다(Griliches,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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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price change =
observed price change

technological change
=

P1 P0⁄

P1̂ P0̂⁄
      (2) 

 

여기서 true price change는 t = 0시기와 t = 1시기 사이에서 발생한 순수한 

가격 변화를 의미하며, 𝑃1 𝑃0⁄ 로 표현되는 관측된 가격 변화(observed price 

change)는 t = 0시기와 t = 1시기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가격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𝑃1̂ 𝑃0̂⁄ 로 표현되는 기술 변화(technological change)는 t = 0

시기와 t = 1시기 사이에서 일어난 기술 변화를 가격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

다.   

여기서 기술 변화(technological change)를 헤도닉 가격 분석을 통해서 조정

하여(hedonic quality adjustment) 순수한 가격 변화 지수를 도출하면 그것을 

헤도닉 가격 지수(hedonic price index)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헤도닉 가

격 지수를 이용하여 순수한 가격 변화를 관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Byrne, Oliner, & Sichel, 2018; Chwelos et al., 2008; Feenstra, 1995; 

Griliches, 1961).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순수한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술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도 존

재한다. 기술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식 (2)를 이항시켜 정리한 식 (3)을 

사용한다.  

 

technological change =
observed price change

true price change
      (3) 



9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 변화를 측정한 대표적인 연구로 (Bongers & 

Torres, 2014)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미국의 전투비행기(US jet 

fighter aircraft)의 기술 변화를 헤도닉 가격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하였

다. 관측되는 전투기 생산 비용의 증가와 헤도닉 가격 분석을 통해서 얻은 순

수한 가격 증가와의 차이를 기술 변화의 수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관측되는 가격 증가는 4%였고 헤도닉 가격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순수한 가

격 증가 수준은 2.6%이므로 미국의 전투비행기는 이 두 값 차이 만큼의 기술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술변화 측정 논의는 t시기와 t + 1시기 사이의 가격 변

화를 비율로 표현하였다(𝑃𝑡+1 𝑃𝑡⁄ ). 하지만 이렇게 비율로 표현하지 않고 시점 

간 가격 변화를 뺄셈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식 (3)

은 식 (4)와 같이 변하게 된다.   

 

Technological change = observed price change − true price change     (4) 

 

2.2.3 인접 기간 헤도닉 가격 분석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측되는 가격 변화와 헤도닉 가격 분석을 통해서 

조정한 순수한 가격 변화의 차이를 기술 변화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인접 기간(adjacent period)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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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된다(Byrne et al., 2018; Chwelos et al., 2008; Triplett, 2004). 인

접 기간 헤도닉 가격 분석 모형은 인접한 기간 𝜏와 𝜏 + 1에 출시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Pooled Cross Section 데이터를 구축하여 헤도닉 가격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인접 기간 헤도닉 분석 방법 중 선형 헤도닉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계량 모형은 식 (5)와 같다. 

 

𝑃𝑖𝑡 = 𝛼𝑖𝑡 + ∑ 𝛽𝑖𝑗,𝑡𝑋𝑖𝑗,𝑡𝑗=1 + 𝑏1,𝑡(𝐷𝜏+1) + 𝜀𝑖𝑡   (5) 

 

식 (5)에서 𝑃𝑖𝑡는 t시점의 제품 𝑖의 가격을, 𝛼𝑖𝑡는 t시점의 제품 𝑖에 대한 상

수를, 𝑋𝑖𝑗,𝑡는 t시점의 제품 𝑖가 가지는 𝑗번째 기술적 혹은 서비스적 특성을 의

미한다. 그리고 𝛽𝑖𝑗,𝑡는 t시점의 𝑋𝑖𝑗의 계수로써 제품이 가지는 개별 특성이 제

품 𝑖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𝐷𝜏+1은 𝜏 + 1시기의 시간 더미, 

𝑏1,𝑡은 t시점의 시간 더미의 계수, 𝜀𝑖𝑡은 오차항을 의미하며 오차항은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t의 값이 𝜏와 𝜏 + 1인 제품의 Pooled Cross 

Section 데이터를 구축하여 𝜏 시점에서의 제품 가격을 구해보면 식 (6)과 같

이 표현되며 이를 평균하면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𝑃𝑖𝜏 = ∑ 𝛽𝑖𝑗,𝜏𝑋𝑖𝑗,𝜏𝑗=1 + 𝜀𝑖𝜏       (6) 

 

𝐸(𝑃𝑖𝜏) = 𝐸(∑ 𝛽𝑖𝑗,𝜏𝑋𝑖𝑗,𝜏)𝑗=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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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𝜏 + 1 시점에서의 제품 가격 및 제품 가격의 평균값을 도출

해보면 식 (8)과 식 (9)와 같이 된다.  

 

𝑃𝑖𝜏+1 = ∑ 𝛽𝑖𝑗,𝜏+1𝑋𝑖𝑗,𝜏+1𝑗=1 + 𝑏1,𝜏+1 + 𝜀𝑖𝜏+1    (8) 

 

𝐸(𝑃𝑖𝜏+1) = 𝐸(∑ 𝛽𝑖𝑗,𝜏+1𝑋𝑖𝑗,𝜏+1)𝑗=1        (9) 

 

 

 여기서 𝑏1,𝜏+1은 𝜏와 𝜏 + 1 기간 사이에 일어난 순수한 가격 변화를 의미하

며, 𝐸(𝑃𝑖𝜏)는 𝜏시점에 출시된 제품들의 관측 가격의 평균값이다. 𝐸(𝑃𝑖𝜏+1)는 

𝜏 + 1시점에 출시된 제품들의 관측 가격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식 (4)를 이용

하여 𝜏와 𝜏 + 1 시점 사이에 일어난 기술적 변화는 식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echnological change = {𝐸(𝑃𝑖𝜏+1) − 𝐸(𝑃𝑖𝜏)} − 𝑏1,𝜏+1         (10) 

 

 

2.3 주성분 분석 및 주성분 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많고 또 

속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

용되어지고 있다(Abdi, 2003; Abdi & Williams, 2010). 주성분분석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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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 값을 최대한 보존하며 서로가 직교하는 새로운 축

을 찾아서 그 위에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주성분을 추출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𝑍 = 𝐴𝑇𝑋        (11) 

 

 여기서 𝑍는 찾고자하는 새로운 변수 행렬이며, 𝑋는 기존 설명 변수들의 행

렬, 𝐴는 계수 행렬이다. 기존의 설명 변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새롭게 찾은 변수 행렬 𝑍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𝐴를 찾아야한다. 그것

을 위한 최대화 문제 식은 식(12)과 같다. 

 

𝑚𝑎𝑥 (𝑉𝑎𝑟(𝑍)) = 𝑚𝑎𝑥 (𝑉𝑎𝑟(𝑎𝑇𝑋)) 

              = 𝑚𝑎𝑥 (𝑎𝑇𝑉𝑎𝑟(𝑋)𝑎) 

       (12) 

 𝑉𝑎𝑟(𝑍)는 𝑍의 공분산 행렬이며, 𝑉𝑎𝑟(𝑋)는 𝑋의 공분산 행렬이다. 또한 𝑎는 

행렬 𝐴를 구성하는 벡터이다.  식(12)와 더불어 벡터 a의 값이 커지면 커질

수록 𝑍의 분산값이 커지므로 이를 제약조건으로 통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설명 변수 행렬 𝑍를 찾는 목적은 새로운 설명 변수들이 서로 직교성

을 가져서 상관관계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종합하여 제

약조건을 설정하면 식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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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𝑇𝑎 − 𝐼 = 0        (13) 

 

 여기서 𝐼는 대각성분이 1인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다. 최대화할 목적함

수가 존재하고, 제약조건이 존재하면 라그랑지안 문제 풀이를 통해 벡터 𝑎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𝐿 = 𝑎𝑇𝑉𝑎𝑟(𝑋)𝑎 − 𝜆(𝑎𝑇𝑎 − 𝐼) 

𝑑𝐿

𝑑𝐴𝑇
= 𝑉𝑎𝑟(𝑋)𝐴 − 𝜆𝐴 

     = (𝑉𝑎𝑟(𝑋) − 𝜆)𝐴 

    = 0            

        (14) 

 

𝐿은 라그랑지안이며, 𝜆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를 의미한다. 

그리고 식 (14)의 두번째 식을 살펴보면 정의에 의해서 라그랑지 승수 𝜆는 

𝑉𝑎𝑟(𝑋)의 고유값(eigenvalue)가 되며, a는 𝑉𝑎𝑟(𝑋)의 고유벡터(eigenvector)

가 된다. (Anton & Busby, 2003; Hogg, McKean, & Craig, 2005).  

이렇게 도출한 새로운 변수 행렬 𝑍의 열벡터들을 기존 설명 변수 𝑋에서 추

출된 주성분이라고 한다. 주성분들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기존 변

수들 간에 존재하였던 높은 상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수의 설명 변수

들을 그 보다는 적은 변수로 차원 축소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품을 분석하는 경우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은 서로 간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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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Pier Paolo Saviotti, 1985).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성분분석

이 주로 사용된다.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

들을 적은 수의 주성분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러한 주성분을 제품의 서비스적 

특성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Castaldi et al., 2009; P. Saviotti, 1988, 

1985; Paolo P Saviotti & Metcalfe, 1984; Windrum, Diaz, & Filiou, 2009; 

김진국, 2018). 

 

3.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측정 및 

측정 결과 

3.1 데이터 셋 구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서 구축하는 데이터는 모바일 데이터이다.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모바일 산업은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적지

만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을 가정하는 헤도닉 가격 분석을 적용하는데 적절한 산업이며(Dewenter et 

al., 2007)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이 명확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자바(Java) 및 파이썬(Python)을 이

용하여 웹크롤러(WebCrawler)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웹사이트(GSMArena, 다나와, 씨티젠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제품들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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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모바일 제품에 

대한 시장 데이터를 GfkKorea를 통해서 확보하였다. 스펙 데이터와 시장 데

이터를 매칭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제품 가격이 1만원 이하로 파악되는 

것들과 2009년도에 삼성에서 출시한 애니콜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2009년도

에 LG에서 출시된 프라다2의 경우에는 유명 디자이너 및 브랜드와 콜라보레

이션하여 출시된 명품폰으로 특정한 수요를 타겟으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

터 셋 구축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하는 모바일 제품

의 스펙으로는 중앙처리장치(CPU_GHz), 메모리(Memory_Gb), 저장용량

(ROM_Gb), 해상도(Resolution_pixel), 배터리 용량(Battery_mAh), 액정크

기(Display_Inch), 카메라 화소(Camera_Resolution_MP), 부피(Volume), 

무게(Weight_gram)이다. 결과적으로 2004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출시된 

피처폰 및 스마트폰 521개의 기초 통계량은 [표 3-1]과 같다. 그리고 모바

일 산업에 존재했던 제품 종을 OS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피처폰과 스마트폰

으로 구분했을 때, 피처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

에 존재하였으며, 스마트폰은 2009년부터 출현하였다.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의 연도별 평균값은 [표 3-2], [표 3-3]와 같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바일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들 사이에는 높은 수

준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이러한 설명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회귀분

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정밀한 관측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해결해주는 주성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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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실증 변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Variable Obs.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 Market_Price_Won 521 427,048 236,961 1.000          

2. Display_Inch 521 3.206 1.147 0.326 1.000         

3. Resolution_pixel 521 365,420 506,208 0.404 0.828 1.000        

4. CPU_GHz 521 1.44 2.609 0.377 0.833 0.919 1.000       

5. Memory_Gb 521 0.4561 0.731 0.373 0.888 0.900 0.930 1.000      

6. Volume 521 91,703 82,621 0.189 0.224 0.133 0.240 0.194 1.000     

7. Weight_gram 521 121.0 26.938 0.399 0.775 0.653 0.644 0.709 0.300 1.000    

8. Battery_mAh 521 1,332 649.134 0.92 0.919 0.891 0.908 0.937 0.304 0.806 1.000   

9. Camera Resolution 521 458.5 357.827 0.408 0.887 0.854 0.864 0.882 0.228 0.762 0.885 1.000  

10. ROM_Gb  521 6.080 10.731 0.391 0.770 0.797 0.798 0.824 0.187 0.622 0.794 0.769 1.000 

Notes: Correlation values in Bold denote greater value than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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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피처폰의 연도별 기초 통계량 

Variabl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Market_Price_Won 251,023 553,349 507,216 383,306 378,548 363,167 174,674 116,970 10,714 

2. Display_Inch 1.93 1.991 2.055 2.172 2.301 2.806 2.857 2.92 3 

3. Resolution_pixel 163,84 68,663 72,043 71,711 91,719 141,697 108,539 90,880 96,000 

4. Volume 86,020 109,607 81,411 72,679 76,827 74,529 77,787 80,793 83,002 

5. Weight_gram 95 118.2 102.4 96.23 105.9 108.8 105.6 109.5 113 

6. Battery_mAh 470 960.9 886 828.5 899.7 934.7 941.4 961.3 900 

7. Camera Resolution 32 173.4 192.8 165.9 268.4 323 278 253.3 200 

8. ROM_Gb  0.002 0.2332 0.3283 0.1458 0.3532 0.3849 0.1726 0.1130 0.03 

Number of New Products 1 35 53 41 58 53 49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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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스마트폰의 연도별 기초 통계량 

Variable 2009 2010 2011 2012 2013 

1. Market_Price_Won 449,172 351,407 527,475 487,421 583,218 

2. Display_Inch 3.048 3.569 4.125 4.728 5.048 

3. Resolution_pixel 209,676 327,953 511,408 742,761 1,323,129 

4. CPU_GHz 0.5919 0.8113 1.96 3.833 6.744 

5. Memory_Gb 0.1676 0.4292 0.749 1.431 1.824 

6. Volume 113,917 101,832 84,089 90,106 135,622 

7. Weight_gram 127.3 130.8 134.7 147.1 155.9 

8. Battery_mAh 1,345 1,394 1,637 2,072 2,535 

9. Camera Resolution 355.4 520.6 645.3 828.2 1,096 

10. ROM_Gb  2.603 3.2957 11.67 20 22.35 

Number of New Products 21 34 53 3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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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주성분 분석 

 본 절에서는 각 시기별로 대한민국의 모바일 산업에 존재했던 모바일 제품을 

이용하여 해당 시기에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분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시기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일어나는 특징적 변화

를 관찰한다. 주성분의 개수는 주성분 숫자의 추가가 시장가격과 기술적 요소

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지점(elbow point)에 도달하는 개수로 

지정한다.  

3.2.1 2005년~2006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2004년도에 피처폰 1개의 데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분석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05년도에는 35개의 피처폰이, 2006

년도에는 53개의 피처폰이 새로 등장하였다.  

 

표 3-4 2005년~2006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413 0.121 0.038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413 0.534 0.572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855 0.069 0.035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855 0.924 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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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005년~2006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2 

Display_Inch N/A N/A -0.658 

Volume 0.333 -0.256 0.154 

Weight_gram 0.905 N/A -0.168 

Battery_mAh 0.191 N/A 0.705 

Camera_Resolution 0.164 0.959 0.116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서 추출된 주성분은 시장가격을 57.2% 수준으로 

기술적 요소들은 96% 수준으로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추출됬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모바일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성

분은 3가지이며, 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주성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적 특성들은 제품 부피(0.905)와 무게(0.333)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2.2 2006년~2007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07년도에는 41개의 피처폰이 새로 등장하였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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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06년~2007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218 0.120 0.005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218 0.338 0.343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773 0.085 0.063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77 0.858 0.921 

 

 

표 3-7 2006년~2007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2 

Display_Inch 0.110 -0.161 -0.788 

Volume 0.289 0.275 0.120 

Weight_gram 0.910 0.132 N/A 

Battery_mAh 0.176 N/A 0.546 

Camera_Resolution 0.212 -0.933 0.215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서 추출된 주성분은 시장가격과 기술적 요소들

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추출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는 시장 가격에 대한 설명력은 줄어들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달리 첫번째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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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화면 크기(Display_Inch)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2007년~2008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08년도에는 58개의 피처폰이 새로 등장하였

다.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분을 추출하면 다음

과 같다. 

 

표 3-8 2007년~2008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172 0.169 0.001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172 0.340 0.342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683 0.150 0.092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683 0.833 0.925 

 

표 3-9 2007년~2008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2 

Display_Inch 0.306 -0.393 -0.686 

Volume 0.132 0.220 -0.160 

Weight_gram 0.827 0.50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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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_mAh 0.179 -0.113 -0.455 

Camera_Resolution 0.404 -0.719 0.514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기간에서 추출된 첫번째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

적 특성 중에서 제품 부피(Volume)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3.2.4 2008년~2009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09년도에는 53개의 피처폰과 21개의 스마트

폰이 새로 등장하였다. 2008년도와 2009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

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 2008년~2009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PC4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291 0.003 0.060 0.005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291 0.294 0.354 0.358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473 0.247 0.107 0.068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473 0.720 0.827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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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2008년~2009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3 PC4 

Display_Inch -0.471 -0.110 -0.160 -0.617 

Resolution_pixel -0.206 N/A -0.142 N/A 

CPU_GHz N/A N/A 0.109 N/A 

Memory_Gb N/A N/A 0.117 N/A 

Volume -0.192 0.975 N/A N/A 

Weight_gram -0.639 N/A 0.442 0.544 

Battery_mAh -0.284 N/A 0.343 -0.179 

Camera_Resolution -0.432 -0.153 -0.723 0.165 

ROM_Gb -0.117 N/A 0.298 -0.503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보유한 제품의 등장으로 2008년

~2009년도의 모바일 제품을 표현하는 주성분의 숫자가 이전 시기보다 늘어

났다. 그리고 세번째 주성분을 구성하는 요소로 CPU, Memory, ROM이 새롭

게 등장함을 관찰할 수 있다.  

 

3.2.5 2009년~2010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10년도에는 49개의 피처폰과 34개의 스마트

폰이 새로 등장하였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

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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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2009년~2010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PC4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183 0.037 0.015 0.009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183 0.219 0.243 0.244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462 0.308 0.081 0.065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462 0.770 0.851 0.916 

 

표 3-13 2009년~2010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3 PC4 

Display_Inch 0.339 -0.234 0.179 -0.379 

Resolution_pixel 0.227 -0.114 N/A -0.143 

CPU_GHz 0.109 N/A N/A N/A 

Memory_Gb 0.188 -0.123 N/A N/A 

Volume 0.509 0.857 N/A N/A 

Weight_gram 0.546 -0.304 -0.107 0.667 

Battery_mAh 0.295 -0.196 N/A 0.116 

Camera_Resolution 0.359 -0.171 0.383 -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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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_Gb 0.116 -0.136 -0.896 -0.367 

 

2008년~2009년도와 같이 모바일 제품을 표현하는 주성분의 숫자가 피처

폰만 존재하던 시기보다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3.2.6 2010년~2011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11년도에는 15개의 피처폰과 53개의 스마트

폰이 새로 등장하였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

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4 2010년~2011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PC4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531 0.000 0.014 0.016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531 0.531 0.545 0.561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652 0.142 0.100 0.051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652 0.794 0.89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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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2010년~2011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3 PC4 

Display_Inch -0.366 N/A -0.255 0.119 

Resolution_pixel -0.297 N/A N/A N/A 

CPU_GHz -0.236 N/A -0.119 0.203 

Memory_Gb -0.304 N/A -0.252 0.260 

Volume N/A -0.837 0.491 0.204 

Weight_gram -0.433 -0.212 N/A -0.858 

Battery_mAh -0.347 N/A -0.190 0.120 

Camera_Resolution -0.342 -0.109 -0.167 0.270 

ROM_Gb -0.447 0.484 0.739 N/A 

 

2009년~2010년도와 같이 모바일 제품을 표현하는 주성분의 숫자가 피처

폰만 존재하던 시기보다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제품의 부피(Volume)가 

첫번째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에서 제외됬으며, 저장용량(ROM)이 

주성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특성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모

바일 제품의 휴대성이 강조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모바일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7 2011년~2012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12년도에는 1개의 피처폰과 39개의 스마트폰

이 새로 등장하였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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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6 2010년~2011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302 0.000 0.001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302 0.302 0.303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758 0.099 0.056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758 0.857 0.913 

 

표 3-17 2010년~2011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3 

Display_Inch 0.308 -0.185 0.192 

Resolution_pixel 0.286 N/A -0.102 

CPU_GHz 0.316 -0.155 -0.236 

Memory_Gb 0.389 -0.320 -0.257 

Volume N/A N/A 0.208 

Weight_gram 0.342 N/A 0.801 

Battery_mAh 0.359 -0.192 0.138 

Camera_Resolution 0.330 -0.26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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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_Gb 0.465 0.853 -0.189 

 

이전 피처폰 시기에는 모바일 제품의 휴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특성 

무게, 부피와 같은 것들이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스마트폰 제품이 

모바일 산업을 대부분 점유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적 요

소인 저장용량(ROM), 메모리(Memory_RAM), 배터리(Battery)가 첫번째 

주성분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2.8 2012년~2013년도의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에서 2013년도에는 68개의 스마트폰만 새로 등장하

였다. 2012년도와 2013년도의 모바일 제품에서 중요한 주성분을 추출하면 다

음과 같다.  

 

표 3-18 2012년~2013년도 주성분의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력 

 PC1 PC2 PC3 PC4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316 0.009 0.046 0.008 

시장가격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316 0.324 0.370 0.378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설명력 

0.493 0.301 0.07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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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의 

누적 설명력 

0.493 0.793 0.871 0.923 

 

표 3-19 2012년~2013년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PC1 PC2 PC3 PC4 

Display_Inch -0.197 N/A -0.133 N/A 

Resolution_pixel -0.418 0.387 0.150 -0.220 

CPU_GHz -0.404 0.190 0.207 -0.442 

Memory_Gb -0.304 0.182 N/A N/A 

Volume -0.447 -0.863 0.140 N/A 

Weight_gram -0.223 N/A -0.747 0.350 

Battery_mAh -0.351 N/A -0.245 N/A 

Camera_Resolution -0.300 0.129 -0.156 N/A 

ROM_Gb -0.261 0.122 0.502 0.785 

 

이전 시기에서는 저장용량(ROM)이 제품 가격에 미치는 비중이 컸는데 

2012년~2013년도 시기에는 CPU와 해상도(Resolution)가 제품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이 더 커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3 주성분 분석 요약 

 3.2 절에서 수행하였던 시기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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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시기별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정의 비중 요약 

기 간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주성분 개수 3 3 3 4 4 4 3 4 

첫번째 

주성분 구성 

특성들 

(상위  

비중 3 개) 

 

Weight 

Volume 

Battery 

Weight 

Volume 

Camera 

Weight 

Camera 

Display 

Weight 

Display 

Camera 

Weight 

Volume 

Camera 

ROM 

Weight 

Display 

ROM 

Memory 

Battery 

Volume 

Resolution 

CPU 

첫번째 

주성분 구성 

특성 개수 

4 5 5 7 9 8 8 9 

첫번째 

주성분 구성 

특성의 분산 

0.120 0.106 0.077 0.035 0.025 0.005 0.003 0.008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2009년 이후로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모바일 제품의 주성분 숫자가 3에서 4

로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첫번째 주성분에 포함되는 기술적 특성 

중 그 비중이 큰 순서대로 3가지 기술적 특성을 관찰해 보았을때, 2005년부

터 2007년까지는 모바일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해

당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제품의 휴대성을 중요한 서비스적 특성으로 

고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무게뿐만 아니라 카

메라 성능과 화면 크기 같은 경우도 중요한 기술적 특성으로 고려한다. 이는 

해당 시기에 DMB 서비스와 같은 영상 서비스의 활발한 제공과 같은 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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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저장용량, CPU, 

Battery, Memory_RAM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 첫번째 주성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2009년의 스마트폰의 도입 이후 

모바일 제품의 기술적 패러다임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첫번째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바일 제품을 구성하는 기

술적 특성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첫번째 주성분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들의 비중에 절대값을 

취해서 분산값을 구해보았다. 이 분산값이 크면 클수록 첫번째 주성분은 소수

의 기술적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0]의 [첫

번째 주성분 구성 특성의 분산]을 관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산값은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바일 제품의 가격이 특정

한 소수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해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기간별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들에 대한 주성분들의 총 설명력 

기 간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시장 가격에 대한 

주성분들의 설명력 
0.572 0.343 0.342 0.358 0.244 0.561 0.303 0.378 

기술적 특성에 대한 

주성분들의 설명력 
0.960 0.921 0.925 0.895 0.916 0.945 0.9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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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은 추출한 주성분들이 제품의 가격과 제품의 기술적 특성들을 얼

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설명하는 표이다. 추출한 주성분들은 제품의 기술적 특

성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설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제품의 가

격은 그보다는 낮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

분은 스마트폰이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 도입된 2009~2010년도에 주성분

이 제품 가격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도입

된 새로운 기술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요소가 

제품 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직후 시기인 

2010~2011년 시기에는 주성분이 제품 가격에 대해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이해를 완료하고 제품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리

고 그 이후에 2011년~2012년 시기에는 또 주성분이 제품 가격에 대해 가지

는 설명력이 매우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4장

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3.4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 측정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의 중요 목적인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를 

측정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제공한 제품이 가

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하고, 그 지불의사액

을 기술이 가지는 가치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가치의 변화를 기술 변화로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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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품의 실제 관측되는 제품 시장 가격의 

변화와 기술적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생한 순수한 가격 변화의 차이를 

기술 변화의 정도로 해석하여 기술 변화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헤도닉 

가격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주성분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3-22 2005년~2006년 주성분(PC 1,2,3)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1. PC1 1.000   

2. PC2 2.272 × 10−17 1.000  

3. PC3 −3.860 × 10−16 1.167 × 10−16 1.000 

 

표 3-23 2006년~2007년 주성분(PC 1,2,3)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1. PC1 1.000   

2. PC2 4.389 × 10−17 1.000  

3. PC3 −5.712 × 10−16 1.736 × 10−16 1.000 

 

표 3-24 2007년~2008년 주성분(PC 1,2,3)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1. PC1 1.000   

2. PC2 −7.608 × 10−16 1.000  

3. PC3 −1.037 × 10−15 2.252 × 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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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2008년~2009년 주성분(PC 1,2,3,4)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4. PC4 

1. PC1 1.000    

2. PC2 −3.374 × 10−17 1.000   

3. PC3 9.676 × 10−17 3.562 × 10−16 1.000  

4. PC4 −2.628 × 10−16 −2.834 × 10−17 −6.170 × 10−17 1.000 

 

표 3-26 2009년~2010년 주성분(PC 1,2,3,4)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4. PC4 

1. PC1 1.000    

2. PC2 3.271 × 10−16 1.000   

3. PC3 −2.589 × 10−16 1.481 × 10−16 1.000  

4. PC4 6.060 × 10−16 −1.473 × 10−16 −2.316 × 10−16 1.000 

 

표 3-27 2010년~2011년 주성분(PC 1,2,3,4)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4. PC4 

1. PC1 1.000    

2. PC2 1.841 × 10−16 1.000   

3. PC3 1.402 × 10−16 −4.139 × 10−16 1.000  

4. PC4 3.230 × 10−17 2.868 × 10−16 −1.859 × 10−16 1.000 

 

표 3-28 2011년~2012년 주성분(PC 1,2,3)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1. PC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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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2 −2.260 × 10−16 1.000  

3. PC3 −6.087 × 10−18 5.319 × 10−16 1.000 

 

표 3-29 2012년~2013년 주성분(PC 1,2,3)간 상관관계 

 1. PC1 2. PC2 3. PC3 4. PC4 

1. PC1 1.000    

2. PC2 −8.636 × 10−17 1.000   

3. PC3 −2.155 × 10−17 −3.817 × 10−16 1.000  

4. PC4 −1.607 × 10−16 8.956 × 10−17 1.769 × 10−16 1.000 

 

매 시기마다의 주성분간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생성한 서비스적 특성의 변수는 

기존의 기술적 특성 설명 변수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회귀분석을 수행하

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주성분 축에 잘 정렬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매시

기 마다 형성된 주성분과 관측된 기술적 특성들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37 

 

  

그림 3-1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05년~2006년) 

 

  

  

그림 3-2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06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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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07년~2008년) 

 

  



39 

 

  

그림 3-4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08년~2009년) 

 

  

  

그림 3-5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09년~2010년) 

 



40 

 

  

  

그림 3-6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10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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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11년~2012년) 

 

  

  

그림 3-8 주성분과 기술적 특성 관측값 그래프(2012년~2013년) 

 

상기의 주성분과 관측값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측값들이 주성분 

축에 나란히 잘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성분 변환이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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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 주성분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30]과 같고, 이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3년 동안 대한민국 모바일 산

업에서 일어난 기술 변화의 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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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인접기간 헤도닉 가격 모형 주성분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Market_Price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Intercept 
0.495*** 
(0.083) 

0.406*** 
(0.079) 

0.112 
(0.110) 

0.136 
(0.107) 

-0.024 
(0.086) 

-0.360*** 
(0.085) 

0.407*** 
(0.113) 

0.495*** 
(0.138) 

Time_Dummy_τ + 1 -0.072 
-0.594*** 

(0.125) 
-0.527*** 

(0.151) 
-0.570*** 

(0.152) 
-0.862*** 

(0.120) 
-0.085 
(0.140) 

-0.822*** 
(0.217) 

-0.007 
(0.184) 

Principal Component 1 
0.411*** 
(0.050) 

0.420*** 
(0.083) 

0.820*** 
(0.131) 

-0.812*** 
(0.092) 

0.498*** 
(0.062) 

-0.528*** 
(0.046) 

0.422*** 
(0.053) 

-0.234*** 
(0.036) 

Principal Component 2 
0.842*** 
(0.176) 

-1.148*** 
(0.247) 

-1.464*** 
(0.256) 

-0.099 
(0.115) 

-0.289*** 
(0.076) 

0.032 
(0.084) 

-0.035 
(0.117) 

0.049 
(0.042) 

Principal Component 3 
-0.655** 
(0.234) 

-0.764* 
(0.356) 

0.033 
(0.326) 

-0.598*** 
(0.175) 

0.364* 
(0.147) 

-0.217* 
(0.099) 

-0.171 
(0.157) 

0.223** 
(0.082) 

Principal Component 4 N/A N/A N/A 
-0.567* 
(0.237) 

-0.496** 
(0.167) 

0.334* 
(0.141) 

-0.124 
(0.195) 

0.111 
(0.104) 

Number of Products 83 89 94 126 151 145 102 102 

Adjusted R-Squared 0.554 0.452 0.392 0.400 0.418 0.547 0.374 0.347 

F-Statistic 27.96 20.17 
16.81 18.44 23.36 37.2 13.78 12.38 

p-value 1.031 × 10−14 7.496 × 10−12 2.002 × 10−10 1.039 × 10−13 < 2.2 × 10−16 < 2.2 × 10−16 2.806 × 10−10 2.173 × 10−9 

Notes:  

1.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2. ***, **,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0.1%,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3. bold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0.1%, 1%, 5%, and 10%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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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의 기술 변화

의 속도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하지만 2009년도와 2012년도에 기

술변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분석 

4.1 2012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 현상 

 3.4절의 [그림 3-9]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은 두 지

점에서 눈에 띄는 기술 변화 속도 감소가 발생한다. 2009년과 2012년도가 바

로 그 지점인데, 본 절에서는 2012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에 대한 해석

을 시도한다.  

   

그림 4-1 2012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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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 현상은 지배적인 디자인(Dominant Design)

의 출현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배적인 디자인 형성 이후의 점

진적인 변화의 시기(Era of Incremental Change)의 시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

해서 기술 발전이 비교적 더디게 일어난다(Anderson & Tushman, 1990). 또

한 지배적인 디자인과 유사한 개념인 기술 패러다임이 정립되어 정상적인 기

술 발전의 과정으로 돌입하면, 기술 발전은 누적적이고, 점진적이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Dosi, 1982). 지배적인 디자인의 정의는 다

양하게 존재하는데, 디자인 경쟁 도중에 지배적으로 형성되는 디자인으로 산

업의 디자인 질서를 제공하는 제품 디자인(Suarez & Utterback, 1995), 

(Anderson & Tushman, 1990)의 경우에는 최소한 4년 동안 50퍼센트의 시

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새로운 제품 판매량이나 새로운 공정을 지배적인 디자

인으로 정의하였다. 지배적인 디자인의 조작적인 정의는 아직도 명확히 정립

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 동안 설문조사나 전문가의 인터뷰의 형식으로 특정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Anderson & Tushman, 

1990; Srinivasan, Lilien, & Rangaswamy, 2006; Suarez & Utterback, 1995; 

Tushman & Anderson, 1986). 본 절에서는 지배적인 디자인이 무엇인가인지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디자인이 출현한 시점에 대해서 초점

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배적인 디자인의 출현에 따른 기술 및 

산업의 정형화된 사실(Styliezd Fact)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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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디자인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1. 지배적인 디자인 출현 시점에서 산

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는 극대값을 가지며 지배적인 디자인 출현 이후에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Suarez, Grodal, & 

Gotsopoulos, 2015).  

 

지배적인 디자인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2. 기술적 단절과 지배적인 디자인의 

출현 사이의 기간(Era of ferment)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제품의 평균적인 숫

자는 지배적인 디자인 출현 이후의 기간(Era of incremental change)에서 등

장하는 새로운 제품의 평균적인 숫자보다 많다. (Anderson & Tushman, 

1990) 

 

본 절에서의 분석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지배적인 디자인이 출현한 시점을 추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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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존재하는 기업 수 

 

 

그림 4-3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연도별 새롭게 출시된 제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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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연도별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제품 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새로 출시된  

제품 개수 
35 53 41 58 74 83 68 40 68 

 

[그림 4-2]에서 사용한 기업의 숫자는 해당 시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

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림 4-2]을 이용하여 

(Suarez et al., 2015)이 주장한 지배적인 디자인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1.에 

따라,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극대값을 가지고 감소

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의 출현 시점

을 유추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 출현 시점은 

2009년, 2010년, 2011년이다. 

다음으로 2009년에 도입된 스마트폰은 CPU와 Memory_RAM이라는 새로

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발생한 급격한 기술 변화이므로 이것을 기능 파괴적 

(Competence – destroying) 기술 단절로 정의한다(Anderson & Tushman, 

1990). 따라서 지배적인 디자인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2.(Anderson & 

Tushman, 1990)에 따라, 기술적 단절과 지배적인 디자인 사이 시기에 새로 

등장하는 평균적인 제품의 숫자가 그 이외의 시기보다 많은 시기는 2009년부

터 2010년 혹은 2009년부터 2011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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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해석을 통해서 2012년은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지배적인 디자

인이 형성된 이후인 점진적인 변화의 시기(Era of Incremental change)의 시

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의 시기 이외의 시기

에 대부분의 기술 진보가 발생하며 점진적인 변화의 시기에는 기술 변화가 미

미하게 일어난다는 기술 발전의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한다(Anderson & 

Tushman, 1990). 따라서 2012년도에 관측되는 기술변화 속도의 감소 현상

은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 형성 이후에 대한민국 모바일 산

업이 점진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2009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 현상 

 

그림 4-4 2009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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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모바일 산업, 스마트폰, 피처폰) 

 

2009년도에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발생한 스마트폰의 등장이다. 본 연

구에서 정의하는 스마트폰은 OS를 기술적 특성으로 보유하고 명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2009년에 발생한 기술변화 속도의 매우 급격한 감소 현상은 스마트

폰의 등장이 원인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장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피처폰 각각의 기술 변화 속도를 측정하였다.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를 측정했던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스

마트폰과 피처폰 각각의 기술 변화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5]

와 같다. [그림 4-5]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9년도에 피처폰의 기

술변화 속도가 매우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라

는 새로운 기술 궤적의 등장으로 피처폰이라는 기존의 기술 궤적이 파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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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피처폰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기술 변화 속도에 파괴적인 영향을 받

은 2009년도 이후에 피처폰의 대응이 매우 흥미로운데 2010년도의 피처폰의 

기술변화 속도는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처폰이 스

마트폰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혁신의 속도를 증가시켰음을 의

미한다. 더불어 해당 시기에 피처폰은 스마트폰의 등장 직전과 직후(2008년

~2010년)에 새로운 제품 숫자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피처폰은 스마트폰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혁신의 속

도를 증가시키고, 제품의 분화를 활발히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 수(피처폰, 스마트폰)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새로 출시된 피처폰 

디자인의 개수 
35 53 41 58 53 49 15 1 0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디자인의 

개수 

0 0 0 0 21 34 53 39 68 

 

 이러한 피처폰의 행태를 생물 진화적인 현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진화적 

군비 경쟁(Evolutionary Arms Race)이 바로 그것이다. 진화적 군비 경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 간 군비 경쟁이며, 다른 하나는 

종 내 군비 경쟁이다. 종간 군비 경쟁은 생물 개체가 포식자에 대한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화하며, 진화하는 생물 개체를 사냥하기 위해 포식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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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공진화 현상을 의미한다(Dawkins & Krebs, 1979; Mello & Silva-

Filho, 2002). 이러한 종 간 진화적 군비 경쟁의 예시로는 여우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토끼, 치타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양 등이 존재한다. 토

끼와 영양 같은 개체들은 재빠른 포식자에 대한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를 증가시켰고, 여우와 치타 같은 포식자들 또한 이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속

도를 증가시키는 공진화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식물과 곤충 사이에도 이러한 

종 간 진화적 군비 경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식물은 곤충에 대한 공격을 줄

이기 위해서 대사 경로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곤충 또한 다양화된 

식물 대사 경로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Mello & Silva-

Filho, 2002). 이러한 종 간 군비 경쟁 이외에 종 내에서 발생하는 종 내 진

화적 군비 경쟁은 번식경쟁에 있어서 특정 혈통(lineage)를 멸종시키는 결과

를 낳을 수도 있는데(Dawkins & Krebs, 1979), 종 내에서 번식 경쟁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면, 해당 개체는 포식자에 대한 생존력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실제로 사슴의 경우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숫사슴들은 번식을 위해서 사슴뿔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번식기 이후

에 숫사슴들은 골다공증에 시달리게되며, 특히 큰 뿔을 가지고 있던 큰뿔사슴

(Megaloceros giganteus)은 사슴뿔에 대한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생

존경쟁에서 탈락하고, 멸종하게 되었다. 

피처폰의 사례를 진화적 군비 현상으로 설명하자면, 피처폰의 경우에는 스

마트폰과의 번식 경쟁을 위해서 피처폰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을 급격히 발

전시키고 피처폰이라는 제품의 분화를 매우 활발히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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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폰의 생존 노력은 어플 마켓의 탄생, 이동통신의 발달, 유튜브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닌 모바일 산업 내부에서 발생한 스마트폰과의 종내 번

식 경쟁에 편향된 생존 경쟁이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변화하는 모바일 산업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적자(survival 

of the fittest)로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되었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

지 못한 피처폰은 실질적으로 멸종(Extinction)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접 기간 헤도닉 가격 분석 및 주성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제품

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하고, 그것을 기

술이 가지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가치의 변화를 기술 변화로 정의

하여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

측하고 또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안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

민국 모바일 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는 2009년도와 2012년도 두 시기를 제외

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9년도와 2012년도의 기술 변화 

속도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매우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이 두 시기에 발생하는 기술 변화 속도 감소 현상을 해석하였다. 2012년

도의 기술 변화 속도 감소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형성된 대한민국 모바

일 산업의 지배적인 디자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이 점진적인 변

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관측되는 현상이다. 또한 주성분들이 제품의 가

격을 표현하는 설명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기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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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의 등장은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기술적 가치를 제품의 가격에 잘 반

영하기 어렵게 하며,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기술적 가치를 제품의 가격에 잘 반영한 시점에 지배적인 디자인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적인 디자인 형성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기

술적 가치를 제품의 가격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결

과는 기업에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성능 향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등장 이후와 지배적인 디자인 형성 시기에 유효하

며, 그 이외의 시기에는 기술적 가치가 제품 가격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

는 기업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2009년에 관측되는 기술 변화 속도 감소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피처폰의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

한 현상이다. 피처폰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모바일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 기술 혁신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새로운 피처폰을 다수 출시하는 등

의 전략을 취하지만 2012년도 이후에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

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피처폰의 대응을 생물 진화적 현상인 진화적 군

비 경쟁으로 설명하였다. 진화적 군비 경쟁 현상 중, 종 내 군비 경쟁에서 종 

내 번식 경쟁에 너무 매몰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특정 혈통이 

생존 경쟁에서 탈락하고 멸종하게 되는 현상이 피처폰이 대한민국 모바일 산

업에서 멸종하는 논리를 잘 설명한다. 피처폰은 스마트폰과의 생존 경쟁에만 

너무 매몰되어 어플 마켓, 유튜브, 이동통신의 급격한 발전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멸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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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기술 및 제품의 생존을 결정하는 원리는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에 의한 적자 생존의 원리임을 제시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을 창

발하고 정립하는 기술 및 제품은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 및 제품

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 우수성이나 기술

적 다양성보다는 현재 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 설계를 시도해야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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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alue of technology is defined as the willingness to 

pay of consumers for technology. We convert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mobile products launched in the Korean mobile market from 2004 to 

2013 into service characteristics by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n we estimated the value of service characteristics through hedonic 

price analysis. Finally, we measure the technological change speed in 

the Korea Mobile Industry by using adjacent period hedonic regression. 

The Result is that the technological change speed in the Korean mobile 

industry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from 2004 to 2013.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ly decrease in the technological change speed was 

observed in 2009 and 2012. The decrease in the technological change 

speed in 2012 can be interpreted as a decrease in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due to the dominant design of the Korean 

mobile industry formed during 2010 and 2011. In addition, through the 

level of explanation of the technical value reflected in the product price 

before and after the formation of the dominant design, it was observed 

that consumers highly reflected the technical values in the product 

price at the time of the emerging dominant design, but not at other times. 

The result provides corporate strategic implications. It is effectiv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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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to secure market share by improving technological 

performance through R&D between the emergence of a new 

technological paradigm and the formation of dominant designs. In other 

times, it is appropriate to secure market share through non-technical 

strategies.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speed of technological 

change in 2009 can be interpreted as the rapid decreasing in the speed 

of technology change in feature phon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smart 

phones. In addition, feature phones drastically increased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survive in 2010, after the 

emergence of smartphone. After 2011, feature phones failed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market,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rapid growth of 

YouTube.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the intra-species survival 

competition case of evolutionary arms race in biological evolution, and 

the product can be interpreted as extinction in the same logic as if the 

biological lineage would be extinct if it was buried in the intra-species 

competition not used to adapt to the environment.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nciple of survival of technology and product i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survival of the fittest by natural selection. 

This means that the best technologies and products are not the creation 

and formulation of new technological paradigms, but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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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and products for adapting environments. Therefore, 

companies that want to develop new products suggest the direction of 

new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that they should try to design the 

best product for the current industrial environment rather than 

technical excellence or technologic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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