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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제품진화 연구는 기술혁신 또는 제품의 진보를 보편적 다윈주의에 입각하여 

진화의 과정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제품의 진화논리를 

수립하는 연구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가 갖고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이 제품의 진화를 유발하였음을 실증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 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199 개의 

항공모함 모델과 309 개의 함재기 모델 데이터이며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는 제품의 서비스적 특성을 

표현형으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는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유전자형으로 각각 정의하여 제품 진화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진화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에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제품진화 

연구를 포괄적이고 균형있게 수행하였다.  

둘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이용 

가능하며, 선조와 후손관계가 식별되는 설명력이 높은 계통도 도식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통도를 통해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들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진화를 유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미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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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분야가 제품 계통도라는 

분석 틀을 통해 거시적이고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이라는 제품진화의 정형화된 사실을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와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연구”를 통해 실증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항공모함의 발전이 진화적 획득의 

형태임을 실증함으로써 진화적 획득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진화적 획득 대상의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제품진화, 주성분 분석, 기술 궤적, 제품 계통도, 공생, 진화적 

획득 

학  번 : 2019-2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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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다양한 정의가 있겠으나, 기술혁신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현존하는, 

또는 새롭게 등장한, 혹은 분명하지 않은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품 또는 절차, 기술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Eger & 

Ehlhardt, 2018). 

이러한 기술혁신은 과거부터 인간의 진보를 위해 사용된 강력한 

도구였다(Nelson & Winter, 1977). 또한,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Nelson & Winter, 1977)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고(Solow, 1957),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행하는 

기술혁신 활동들은 낡은 것을 파괴시키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유발해 

경제를 끊임없이 동태적인 것으로 만들고 발전시킨다(Schumpeter, 1982).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술혁신의 발생원리와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여러가지 이론과 분석 도구들이 

제시되었다(Eger & Ehlhardt, 2018). 또한 기술혁신이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됐다. 

기술혁신의 발생원리와 과정에 있어서는 단속평형론(punctuated 

equilibrium)과 기술분화론(technological speciation) 등이 제시되었으며 

(Carignani, Cattani & Zaina, 2019), 기술혁신의 분류에 있어서는 

와해적(disruptive) 혁신과 지속적(sustaining) 혁신 (Christens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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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radical) 혁신과 점진적(incremental) 혁신(Freeman & Soete, 1987), 

구조적(structural) 혁신과 시스템 혁신(Sahal, 1985) 등이 제시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단속평형론 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를 “종종 발생하는 

급진적 혁신에 의해 큰 변화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진적 혁신의 기간” 

으로 표현하면서, 급진적 혁신의 발생으로 대체기술과 제품이 지배적 지위를 

얻기 위해 기존 기술과 경쟁하는 형태를 기술혁신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Abernathy & Utterback, 1978; Mokyr, 1990; Sahal, 1981). 하지만 급진적 

혁신의 발생원리나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Carignani 

등, 2019). 

 또한, 기술 분화론에서는 기업의 기존 기술과 지식이 새로운 영역에 

적용될 때 사용자의 요구와 성능 요구사항 등이 급진적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하면서 급진적 혁신의 발생 촉진요인을 밝혔지만 

(Cattani, 2006; Levinthal, 1998), 마찬가지로 급진적 혁신의 발생원리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 기술혁신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기술과 

번성하는 기술 간의 차이는 무엇이며, 번성하는 기술들은 무엇을 매개로 

어떻게 전파되는가?” 와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보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기술혁신을 바라보는 

제품진화 연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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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품진화 연구는 생물의 진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정형화된 

사실들이 기술혁신의 현상 역시 설명 가능한가를 사례연구 또는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는(김세일, 2020; 김지용, 2019; Andriani, Aifyer & Mariano, 

2017; Carignani 등, 2019; Castaldi & Nuvolari, 2009; Kim, Yoon & Lee, 

2020; Saviotti & Trickett, 1992; Wagner & Rosen, 2014) 방향으로 

발전하며 기술혁신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는 제품의 서비스적 특성공간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제품진화가 발생하는 또다른 영역인 기술적 

특성공간은 간과되었다. 또한, 제품의 진화 현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을 식별 가능하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품진화를 

연구할 수 있는 분석 틀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형화된 

사실을 통해 제품진화 전반을 설명하거나 동일한 제품진화 현상을 서로 다른 

정형화된 사실로 해석하는 미시적이고 비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적 특성 및 

서비스적 특성공간 모두에서 제품진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제품의 

진화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분석하며, 2) 제품 계통도라는 제품진화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품진화 연구가 거시적이고 통일성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3) 최근의 제품진화 연구 흐름에 따라 아직 실증되지 않은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이 제품의 진화를 유발하였음을 

실증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원리를 밝히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항공모함과 함재기라는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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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제품의 계통도 도식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휴대폰과 같이 종류가 매우 많고 기술 진화속도가 빠른 

제품의 경우 계통도가 복잡해지고 연구자가 통제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진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경우 제품의 수명이 20~30년으로(Pentz, 2015; 

US GAO, 1978) 장기간이어서 기술의 진화를 관찰하기 용이하며 제품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간동안 계통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제품과 제품의 공생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항공모함과 함재기는 항모전투단 형태로 함께 운용되는 

무기체계로써 탄생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기 때문에 

제품의 공생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21-’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21 년부터 추진되는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사업에(국방부, 2020. 8. 9.)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항공모함 확보사업은 한국해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임에 

따라 항공모함과 함재기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 무기체계 발전 전반을 진화적 관점으로 탐구한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궤적 및 계통도는 한국해군이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무기체계의 발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사업관리 측면에서 항공모함의 기술발전 방향과 관련한 

정책결정 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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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구성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이라는 

3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장 에서는 제품 진화의 주요 

메커니즘인 변이, 선택, 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제품의 공생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한다. 3 장 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성분 분석, 계통도 도식 

방법론,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를 실증하는 기술진화 모델을 설명하고, 

조작적 정의를 제공한다. 4 장 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5 장 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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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기술과 제품의 진화 

진화란 세대를 거듭하여 축적되어 온 유전적 변화가 유기체들의 개체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생물학적 현상이다(Brian & 

Strickberger, 2008). 진화에 관한 이러한 최근의 정의는 개체군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윈의 진화론과 집단유전학이 결합된 현대적 종합(the modern 

synthesis)의 결과이다(장대익, 이민섭, 2017). 따라서 상술한 진화의 정의에 

앞서 Darwin 이 그의 저서 종의 기원(1988)에서 제시한 진화론, 즉 

자연선택설이 진화라는 개념의 시작이며,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핵심 

메커니즘은 변이, 선택, 복제라고 할 수 있다(Hodgson, 2002). 

진화의 핵심 매커니즘이 변이, 선택, 복제에 있다는 다윈주의 진화론은 

어떠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이고 기질 중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자연 세계와 인간 간의 

차이를 지워나가기 시작했다(Wagner & Rosen, 2014). 다윈주의 진화론은 

심리학, 언어학, 경제학, 컴퓨터 과학, 화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었고(Campbell, 1960; Dawkins, 1983; Nelson & Winter, 1985; Plotkin, 

1997; Smolin, 1997), Dawkins(1976)는 이러한 현상을 보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보편적 다윈주의란 자연계를 비롯한 모든 체계에서 진행되는 진화적 

과정에는 공통된 존재론적(ontological) 기반이 존재하며, 그러한 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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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모두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복제(replication)라는 다윈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조필규, 2011; Hodgson, 2002; Hodgson 

& Knudsen, 2004).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변화 간에는 분명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와 선택 및 복제라는 

원리가 적절하게 정의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원리들은 자연적 변화현상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현상까지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필규, 

2011; Hodgson & Knudsen, 2004; Mokyr, 2016). 

따라서 기술과, 기술의 집합체인 제품(Dosi, 1982)의 변화를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제품진화 연구 역시 다윈주의 진화론이 탄생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Samuel Butler 나 Pitt Rivers 등과 같은 사상가들은 제품의 

발전을 관찰한 결과, 제품이 오랜 시간을 거쳐 천천히 변화하고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함으로써 이전의 제품을 대체하는 과정이 생물의 진화와 

흡사하다고 주장 하였다(이홍구, 2001). 나아가 Pitt Rivers 는 호주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를 형태의 유사성만을 고려하여 계통도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무기가 단순한 형태에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였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Basalla, 1988).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제품진화 연구는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였다(이홍구, 

2001).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제품진화 연구는 제품의 진화에 있어서 변이, 

선택, 복제라는 다윈주의 진화원리가 기술과 제품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논리적 기반을 수립하고, 이러한 논리적 기반을 토대로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 진화를 실증하는 정량적 연구 분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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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절에서는 제품의 변이, 선택, 복제 메커니즘 분야별로 제품진화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행연구들 검토하고 한계점을 도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공생’이라는 제품진화의 정형화된 사실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한다.      

 

2.2 제품의 변이 메커니즘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품의 변이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제품의 변이는 바로 기술혁신 때문이다(장대익, 이민섭, 2007). 

하지만 Basalla(1988)는 그의 저서 ‘기술의 진화’에서 제품의 변이 메커니즘, 

즉 기술혁신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다윈주의자들은 번식적 변이의 존재를 자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실로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현대 유전학의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변이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이유로 등장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진화 이론을 주장하는 우리에게도 다윈은 있지만 아직 멘델은 없는 

셈이다.”(Basalla, 1988, p311).  

즉, 기술혁신은 과학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품의 변이 메커니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대익, 이민섭,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기술혁신의 패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진화에서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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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사실들을 제품 진화에 대응하거나 생물학적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혁신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Arthur(2009)의 경우 기술혁신의 

과정을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의 조합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합진화(combinatorial evolution)라고 하였다. 조합진화의 

개념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들은 추후의 기술 개발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그 

결과 새로운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덜 복잡한 기술을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생물로 비유하면 하나의 

유전형질을 획득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Tellis 와 Crawford(1981)는 제품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기존의 

제품수명주기(PLC) 이론이 실용과 실증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생물진화의 정형화된 사실인 분기진화와 향상진화로 제품의 발전을 설명하는 

Product Evolutionary Cycle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Wagner 와 Rosen(2014)은 생물진화의 대표적인 9 가지 정형화된 

사실(시행착오, 멸종과 대체, 변화를 동반한 유전, 수평적 유전자 전달, 

조합진화, 굴절적응, 단절적 변화, ecosystem engineering, multiples and 

singletons)들이 제품진화에 어떻게 대응되어 기술혁신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Carignani 등(2019)은 무성생식 하는 박테리아가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세대 간에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는 수평적 유전자 전달 

(Horizontal Gene Transfer)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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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탄생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제트 

엔진의 개발이 압축기, 연소기, 터빈의 서로 다른 제품의 수평적 결합에 

의해서 탄생하였음을 보이는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후에는 개념적으로 제시되었거나 사례를 통해 설명된 제품진화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실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Andriani 등(2017)은 생명체의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굴절적응(exaptation) 이라는(Gould & Vrba, 1982) 

생물진화의 정형화된 사실이 제품에도 적용됨을 제약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했다. 그 밖에도 김지용(2019)은 소총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행착오(trial 

and error within population)를, 김세일(2020)은 잠수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화적 군비경쟁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을 증명하였다. 

[표 1] 제품의 변이 메커니즘과 관련된 선행연구 

구 분 저 자 내 용 

개념 제시 

또는 

사례 연구 

Arthur(2009) 조합진화 

Tellis & Crawford(1981) 분기진화와 향상진화  

Wagner & Rosen(2014) 제품진화의 9 가지 정형화된 사실 

Carignani 등(2019) 수평적 유전자 전달(제트 엔진 사례) 

실증  

연구 

Saviotti & Trickett(1992) 멸종과 대체(헬리콥터 데이터) 

Andriani 등(2017) 굴절진화(제약 데이터) 

김진국(2018) 전차의 진화 

김지용(2019) 시행착오(소총 데이터) 

김세일(2020) 진화적 군비경쟁(잠수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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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는 2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제품의 

진화가 특정한 정형화된 사실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형화된 사실을 통해 제품의 진화 전반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Arthur(2009)의 경우 모든 기술들은 조합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으며, 

Andriani 등(2017)의 굴절적응 연구에서는 제약산업 내 약 42%의 

의약품들이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적응증뿐 아니라 오프 라벨(off-label), 즉 

굴절적응 되어 다른 적응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결과를 토대로 제약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 대부분 굴절적응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연구가 

그것이다.  

두번째 한계점은 연구자에 따라 동일한 제품의 진화 현상을 서로 다른 

정형화된 사실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제트 엔진의 탄생을 Wagner 와 

Rosen(2004)은 조합진화의 결과로 보았지만 Carignani 등(2019)은 수평적 

유전자 전달의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무선통신의 진화과정을 

Levinthal(1998)은 분화(speciation)로 설명한 반면에 Wagner 와 

Rosen(2014)은 단절적 변화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제품의 진화 현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품진화를 

연구하는 분석 틀이 아직까지 제품진화 연구분야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를 통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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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도라는 제품진화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 

계통도란 선조와 후손 간의 유사도에 기반해 진화의 역사와 종 간 

진화관계를 구성하며(Lipscomb, 1998), 유기체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들의 

진화관계를 추론하는 생물학적 방법론으로써(Khanafia, 2006) 미시적이고 

비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분야가 거시적이고 

통일성울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2.3 제품의 선택 메커니즘 

생물과 마찬가지로 제품 역시 세대를 거듭하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제품은 도태되고 멸종한다. 이 때 시장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제품은 선택의 대상이며 소비자는 선택의 주체이다(윤주현, 백선혜, 남하늬, 

2017; 이정동, 정의영, 김성진, 윤정섭, 2017).  

제품의 선택 메커니즘은 제품진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택 

메커니즘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 혹은 속성을 보존시키고 제품의 

적합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진화의 방향은 변이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Schot & Geels, 2007). 

이러한 선택 메커니즘을 제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틈새(niche) 시장에서 

제품의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은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자의 특정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적응한다.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에서 크기와 무게 등의 

속성은 PC 시장에서는 중요한 속성이 아니었지만, 노트북이라는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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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형화되는 적응과정을 거친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Adner & Levinthal, 2002). 

소비자의 측면에서 살펴본 선택 메커니즘은 소비자의 선호로 표현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소비자의 선호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온병원, 권효정, 권율희, 2017). 

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익성, 기업전략, 시장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홍유석, 이지환, 유지연, 2017), 상기한 

문헌검토를 토대로 제품 측면과 소비자 측면을 포괄하는 제품의 선택 기준을 

도출한다면 단연 소비자 선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軍)의 영역에서 소비자 선호는 군사교리의 형태로 나타나며, 

무기체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군사교리가 큰 기준이 된다(김세일, 2020; 

김진국, 2018). 물론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능, 무기체계 획득관련 예산의 

제약, 후속군수지원 등 다양한 요인이 무기체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요인은 대부분 군사교리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다. 

1 차대전까지 미국 등 강대국 해군의 군사교리는 상대보다 큰 전함과 

함포를 이용해 상대보다 멀리서 타격하는 거함거포주의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공중에서 투하되는 항공기의 작은 어뢰가 수만 톤에 달하는 전함을 

손쉽게 침몰시킬 수 있게 되었고, 태평양 전쟁을 기점으로 해군의 군사교리는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이용한 제해권 장악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남도현, 

2013). 이러한 영향으로 함재기의 큰 표적으로 전락한 전함은 2 차대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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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선택을 받지못하고 멸종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해군의 군사교리는 

항모 강습단을 이용한 강습상륙작전과 같이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이용하여 

전천후, 주야 구분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기간만큼 

전력을 투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군사교리는 

무기체계를 선택함에 있어 해군의 선호로 이어졌고, 군사교리를 만족하는 

항공모함과 함재기만이 해군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상기한 예를 통해 무기체계의 진화연구는 다른 제품진화 연구와는 구별되게 

군사교리라는, 패러다임 형태의 소비자 선호가 무기체계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사후적인 진화의 과정은 물론 미래의 무기체계 진화 방향 

역시 군사교리를 통해 일부 해석 및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에서는 군사교리가 이들 

제품의 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  

 

2.4 제품의 복제 메커니즘    

“제품은 진화한다”라는 주장이 추상적 수준을 넘어 과학적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조 제품의 어떠한 것이 후손 제품으로 유전되는지, 즉 제품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계에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Dawkins(1976)는 사람들의 생각을 옮겨 다니며 자신을 복제하고 선택되어 

나가는 문화적 모방자인 밈(meme)을 문화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다. 

하지만 밈은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부재하고, 문화나 과학지식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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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념이었을 뿐 인간의 기술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었다(장대익, 이민섭, 

2017). 이후에는 Dawkins(1976)의 밈을 제품의 진화에 차용하려는 이른바 

밈학적(memetic) 접근이 이루어졌다. 밈학적 접근에서 밈은 제품의 디자인, 

기술, 기능, 그 외 다른 특징들을 갖는 최소단위의 정보 수준이며, 제품은 

이러한 밈이 발현된 표현형적 밈(phenotypic meme)으로 본다 (Khanafia & 

Situngkir, 2006).  

또한, Gillbert(1997)는 제품 특성이 지식에서 오고, 이러한 지식이 

유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전되는 지식을 킨(kene)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시형(2017)은 특허 인용정보를 분석하여 전기광원의 

진화를 연구하였다. 

한편, 제품이 기술적 특성1과 서비스적 특성2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Saviotti 

와 Metcalfe(1984)의 특성모델이 제시된 후 김성진(2015), Lee, Jeong, 

Jung, Kim 과 Yoon(2020)은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유전자형으로, 서비스적 

특성을 표현형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선조 제품과 후손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 즉 유전된 요소가 기술적 특성이며, 기술적 특성은 

개별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징 패턴 3 에 의한 

서비스적 특성으로 제품의 성능이 구현되고, 사용자가 실제로 효용을 느끼며 

                                      
1 기술적 특성 : 기술의 내적 구조를 대변하는 특성 

2  서비스적 특성 : 기술의 사용자를 위해 작동되는 특성, 서비스적 특성은 기술적 특성의 

조합에 의해 발현되고, 따라서 기술자는 기술적 특성들을 조작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적 특성을 제공한다. 

3 이미징 패턴 :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적 특성이 대응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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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드러나는 특성은 서비스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기술적 특성, 서비스적 특성이 각각 제품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에 

대응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품의 복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Lewontin(1974)의 생물진화 모형이 이러한 복제 메커니즘의 설명에 참고가 

될 수 있다. 

Lewontin(1974)의 생물진화 모형은 진화가 일어나는 수준을 유전자형 

수준에서의 변화, 표현형 수준에서의 변화,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관계성 

수준의 변화로 설명한 모형으로써, Lee 등(2020)은 이를 토대로 그림 1 과 

같이 제품의 유전자형 공간을 기술적 특성 공간으로, 표현형 공간을 서비스적 

특성 공간으로 각각 대응시킨 제품진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제품 진화모형(Lee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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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진화 모형에 따르면 시장에서 선택된 제품의(P2) 기술적 특성들이(G2) 

기술적 특성 공간에서 보존되고, 이러한 기술적 특성들은(G2) 기술발전에 

의해 그 수준 혹은 기술적 특성들의 조합형태인 이미징 패턴이 변화하여(G1’) 

서비스적 특성 공간에 사상(T1)될 때 P1’의 서비스적 특성을 띄는 유전자 

복제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품진화 선행연구를 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표현형 공간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Saviotti 와 Trickett(1992)은 헬리콥터 제품진화 연구에서 헬리콥터의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헬리콥터의 서비스적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적 특성공간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제품 군집(즉, 제품의 분류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는 위치 

변화를 기반으로 제품의 진화 궤적, 즉 기술 궤적4을 도식 하였다. 

Saviotti 와 Trickett(1992)의 이러한 연구는 단일 성능지표만을 

활용하였던 기술 궤적의 초기 연구를(Moore, 1965; Sahal, 1985) 제품을 

구성하는 n 개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전차(김진국, 2018; Castaldi & 

Nuvolari, 2009), 소총(김지용, 2019), 잠수함(김세일, 2020), 

휴대전화(정다운, 2020) 등 다양한 제품의 서비스적 특성을 이용한 제품진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4  기술 궤적 : 합의된 기술진보의 방향인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Dosi,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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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유전자형 공간에서의 제품진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전자형 공간에서의 제품진화 연구는 제품의 기술적 특성들을 이용해 제품 

계통도를 도식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연구로 대표되며, 

Khanafiah 와 Situngkir(2006), 천종식과 오현석(2017)의 UPGMA 방법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 김지용(2019)의 계통발생 네트워크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표 2] 제품의 진화발생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선행연구 

구 분 저 자 내 용 

유전자형 공간 

(기술적 특성) 

→ 제품 계통도 

Khanafiah & Situngkir(2006) UPGMA 방법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휴대전화) 천종식, 오현석(2017) 

김지용(2019) 계통발생 네트워크(소총) 

표현형 공간 

(서비스적 특성) 

→ 기술 궤적 

Saviotti & Trickett(1992) 헬리콥터의 기술 궤적 

Castaldi & Nuvolari(2009) 

전차의 기술 궤적 

김진국(2018) 

김지용(2019) 소총의 기술 궤적 

김세일(2020) 잠수함의 기술 궤적 

정다운(2020) 휴대전화의 기술 궤적 

제품의 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이라는 제품진화가 일어나는 영역의 

관점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2 가지 한계점을 도출하였는데, 첫째는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들은 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을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표현형 공간에 

상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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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유전자형 공간에서의 제품진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품 계통도 

도식연구가 일부 있었지만 설명력 높은 제품진화 계통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UPGMA 방법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의 경우 계통도에 

시간 개념이 고려되지 않아 선조와 후손관계를 알 수 없고, 계통도의 내부 

노드에 포함된 분류군의 파악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와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를 통해 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 

모두에서 제품진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품진화 현상을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관찰하고, 2) 제품 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바탕으로 선조와 후손 

관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 하에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를 

도식함으로써 설명력 높은 제품진화 계통도를 제시한다. 

 

2.5 제품의 공생 

생물계에서 특정 종은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공생(symbiosis) 관계를 형성하며 공진화 

(coevolution) 한다.  

진균학자 Bary(1878)에 따르면 공생은 그림 2 와 같이 두 종 간 다양한 

관계로써, 종 A 와 종 B 가 상호 이익의 관계인 상리공생(mutualism), 종 

A 는 영향이 없고 종 B 에 이익이 있는 관계인 편리공생(commensalism), 종 

A 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에 종 B 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관계인 

편해공생(amensalism), 종 A 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으나 종 B 에는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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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계인 기생(parasitism), 종 A 와 종 B 모두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쟁(competition)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림 2] 종 간 공생의 다양한 관계(Wikipedia) 

이러한 공생관계는 생물 종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제품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혁신이나 제품진화 연구는 제품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쟁관계이며, 이러한 관계가 변하지 않는 정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함에 

따라(Coccia, 2019a) 제품 간의 공생이라는 동적인 관계를 통해 발견 가능한 

기술혁신의 원리들을 간과하였다.   

이에 따라 Pistorius 와 Utterback(1997)은 제품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제품 간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중모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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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제품 간 성장률에 기반한 다중모드 프레임워크(Pistorius & Utterback, 

1997) 

Pistorius 와 Utterback(1997)의 다중모드 프레임워크는 두 제품 간의 

상호작용이 단순히 경쟁관계 뿐 아니라 공생, 포식자-피식자, 완전경쟁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관계가 일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동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한 점이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Coccia(2019a)는 이에 더 나아가 기술적 기생이론(the theory of 

technological parasitis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관계를 더욱 구체화했다.  

기술적 기생이론에 따르면 상위 기술 혹은 상위 제품이라는 complex 

system5은 숙주기술 (Host)과 다양한 기생기술(Parasite) 6로 이루어져 있다. 

기생기술은 숙주기술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성장의 초반에는 

                                      
5  complex system 은 단순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써, 복잡한 계층적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complex system 은 상호 연관된 하부 

시스템(subsys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subsystem 의 계층적 구조는 elementary 

subsystem 에 도달할 때까지 그 형식을 유지한다(Simon, 1962). 

6 숙주기술 : complex system 안에서 subsystem 들을 연결해 주는 platform system 이며,                                                                                                                

             complex system 의 진보를 전반적으로 대변하는 중심기술(Coccia, 2019b) 

  기생기술 : subsystem, 주변기술(Coccia, 2019b) 

  Effect of A on B’s growth rate 

  Positive Negative 

Effect of B on A’s 

growth rate 

Positive Symbiosis Predator(A) -Prey(B) 

Negative Predator(B) -Prey(A) Pur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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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기술과 기생관계를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의 관계가 그림 3 과 같이 편리공생-상리공생-공생으로 변하면서 공진화 

한다.(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 관계에 관한 정의는 표 4 를 참조) 

   
[그림 3] 기술 간 관계의 종류 및 complex system 내에서 기술의 진화경로                 

(Coccia, 2019a) 

Coccia(2019b)는 기술적 기생이론을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속도와 카메라의 

픽셀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각각 숙주기술과 기생기술로 하여 logistic 함수를 

활용해 카메라 픽셀과 프로세서 기술이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였다. 

Coccia 의 일련의 연구들은 기술적 기생이론을 통해 제품과 제품, 또는 

기술과 기술 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구체화하였고, 제품 혹은 기술 상호관계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관계이며, 나아가 이러한 동적인 관계의 

변화단계를 명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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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mplex system 안에서 기술 간의 관계(Coccia, 2019a) 

technological parasitism 
complex system 안에서 기술1은 기술2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기술2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관계 

technological commensalism 
complex system 안에서 기술1은 기술2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익을 얻는 반면, 기술2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관계 

technological mutualism 
complex system 안에서 기술1과 기술2가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 

technological symbiosis 
complex system 안에서 기술1과 기술2가 장기간 동안 상호작용 

하면서 모두 이익을 얻고 공진화 하는 관계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기술적 기생이론과 관련된 기존의 실증연구는 

스마트폰이라는 제품 내에서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의 관계를 밝히는 

형태였기 때문에(within complex system) 제품과 제품 간의(between 

complex system) 공생관계가 실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를 통해 두 제품의 

공생관계를 식별하고, 2) 기술적 기생이론에서 제시한 기술진화 모델을 

이용해 두 제품의 공생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이 제품 

진화에서 발견되는 정형화된 사실임을 보인다.  

제 1 장(서론)과 제 2 장(문헌 고찰)의 논의들을 정리한 본 논문의 연구 

개념도는 그림 4 와 같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3 가지의 연구는 필요에 따라 

함께(기술 궤적 도식+계통도 도식, 계통도 도식+공생관계 증명), 또는 

단독으로(계통도 도식) 연구문제의 해결 및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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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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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자료 설명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자료를 구축하기에 앞서 이들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모함의 경우 어떤 종류의 함정까지 항공모함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통일된 의견이 없으며, 함재기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고정익 

형식으로 순항하고, 회전익 형식으로 이∙착함 하는 틸트로터와 같은 

하이브리드 항공기가 등장함에 따라 “함재기=고정익 항공기” 라는 전통적 

정의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여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1) 항공모함 : 함재기의 출격형식에 관계없이 함재기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함에서 함재기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함정(남도현, 2018) 

2) 함재기 : 이∙착함의 방법에 관계없이 임무수행을 위한 비행 시 고정익 형태로 

             비행하는 항공기로서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항공기 

상기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모함의 경우 외형보다는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가?” 라는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항공모함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의 7 가지 형태로 항공모함을 구분할 수 있다. 

1) Seaplane tender(수상기 모함) : seaplane(수상기)을 사출기(catapult)를 

이용하여 이함 시키거나 크레인을 이용해 해면에 착수 시킨 후에 수상기의     

자체동력으로 이수 시키고, 착함 시에는 해면에 착수한 seaplane 을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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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회수하는 형태의 항공모함 

2) ETC(기타 항공모함) : 사출기, 강제착함장치(arresting wire) 없이 

비행갑판만 보유한 형태의 항공모함 

3) AR : ARresting wire, 사출기는 없지만 강제착함장치와 비행갑판을 보유한 

형태의 항공모함 

4) CATOBAR : 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함재기를 사출기를 통해 이함 시키고, 강제착함장치를 통해 착함 시키는 형태의 

항공모함 

5) STOBAR : Short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함재기를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여 단거리 이함 시키고, 강제착함장치를 통해 착함 시키는 형태의 항공모함 

6) STOVL : 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함재기를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여 단거리 이함 시키고, 함재기의 수직 착함 기능을 이용하여 착함 시키는 

형태의 항공모함 

7) VTOL :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함재기의 수직 이∙착함 기능을 

이용하여 함재기를 운용하는 형태의 항공모함 

항공모함을 기능적 측면으로 접근한 광의의 정의에 의해 비행갑판이 

존재하지 않는 seaplane tender 와, 수직 이착륙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도 항공모함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들도 

함재기를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항공모함이라고 구분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남도현, 2018).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항공모함을 연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항공모함이 서비스적 특성공간과 기술적 특성공간 상에서 나타내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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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관측가능성을 높여주고, 항공모함과 함재기 간에 공생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항공모함과 함재기 데이터는 이들의 기술적 특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navypedia.org)를 통해 구축하였고, 항공모함의 

경우 관련 서적을(Chesneau, 1984) 참고하여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데이터 구축 기준은 제품의 모델 단위이며, 항공모함 데이터는 같은 

모델(class)의 함정이라도 기술적 특성 데이터가 다를 경우 관측치에 

포함하였다. 또한, 항공모함은 운용 중에 성능 개량(re-fit)이 종종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성능 개량된 항공모함은 개량 전의 항공모함과 다른 

모델로 여기고 관측치에 포함하였다. 

항공모함은 1911~2020 년 기간 중 건조된 199 개 모델, 함재기는 

1911~2019 년 기간 중 개발된 309 개 모델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항공모함과 함재기 간의 동적인 관계변화를 실증하기 위해 표 5 와 같이 

4 개의 period 로 분석기간을 구분하였다. 

[표 5]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분석기간 구분 

 
Period 1 

(1911~1922) 

Period 2 

(1923~1945) 

Period 3 

(1946~1959) 

Period 4 

(1960~2020) 

항공모함 관측치 26 114 20 39 

함재기 관측치 44 179 47 39 

각 period 는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사(史)를 참고하여 구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 - 

 

1) period 1(초창기) : 최초의 항공모함(수상기 모함)과 함재기의 탄생 

2) period 2(과도기) : 제 1,2 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항공모함과 

                     함재기가 개발됨 

3) period 3(성장기) : 해전의 패러다임이 거함거포주의에서 항공모함 작전으로 

                     전환, 제트추진 함재기가 개발됨 

4) period4(성숙기) :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등장, 수직 이착륙기 개발로 

                     VTOL, STOVL 형태의 항공모함 등장 

한편, 본 논문은 1.2(연구 구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이라는 3 가지 연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용된 

변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수 설명은 4 장의 연구결과에서 

제공한다. 

 

3.2 방법론 

3.2.1 주성분 분석(PCA) 

제품의 기술 궤적을 도식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는가?” 라는 

변수결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시각화를 위해 2 개 혹은 3 개의 변수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제품의 진화를 잘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 결정방법에는 변수선택(selection)과 변수추출(extraction)이 

있는데, 변수선택의 경우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소수의 변수를 선택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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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을 도식하는 방법이다. 변수선택은 선택한 변수의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단일성능 지표를 활용한 기술 궤적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변수선택은 제품의 성능들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변수추출은 변수들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제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표현하는 변수들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 데이터는 다변량 데이터인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존 

변수들을 2 개 혹은 3 개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 기술 궤적의 설명력이 

변수선택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변수추출방법 중 제품의 기술 궤적 도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다(Saviotti & 

Trickett, 1992). 주성분 분석은 n 개의 관측치와 m 개의 변수로 구성된 

다변량 데이터에서 기존 변수들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새로운 축을 찾고, 

그 축에 변수들을 사영(projection)시켜 상관관계가 없는 p 개의 변수로(p≤m) 

구성된 n 개의 관측치로 차원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축소된 p 개의 

변수들을 주성분이라고 하며 기존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노용환, 

신종각, 2007).  

주성분 분석의 수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n 개의 관측치와 m 개의 변수를 갖는 데이터를 행렬 X 라 하면, 

 

𝑋 = [𝑥𝑖𝑗]      (𝑖 = 1, 2, 3, … , 𝑛,   𝑗 = 1, 2, 3, … , 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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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𝑚 × 𝑚 covariance matrix 

 

한편, 주성분 분석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변수들의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변수의 실제 중요도와 관계없이 단순히 

명목단위가 클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갖는 주성분이 도출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노용환, 신종각, 2007).  

또한, α는 길이가 1인(즉, 𝛼T𝛼 = 𝐼) m차원의 벡터, 𝑃 =  𝛼T𝑋 는 α 방향으로 

X 를 사영한 행렬이라고 하면 X 에 대한 주성분 분석은 P 의 분산을 최대로 

하는 α 를 찾는 최적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ax
𝛼

 𝑉𝑎𝑟(𝑃) = max 
𝛼

 𝑉𝑎𝑟(𝛼𝑇𝑋) = max
𝛼

 𝛼𝑇𝑉𝑎𝑟(𝑋)𝛼 = max
𝛼

 𝛼𝑇∑𝛼         (1)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𝛼‖ =  𝐼 

 

 식 (1)은 공분산행렬 ∑의 고윳값(eigenvalue)과 고유벡터(eigenvector)를 

 통해 식(2)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max
𝛼

𝛼𝑇∑𝛼 = max
𝛼

𝛼𝑇𝐸𝛬𝐸𝑇𝛼                                       (2)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𝛼‖ =  𝐼 

   여기서 𝐸는 행이 ∑의 고유벡터 e 인 직교행렬, 𝛬는 원소가 ∑의 고윳값 

𝜆인 대각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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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β = 𝐸𝑇𝛼 라 하면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ax
𝛽

𝛽𝑇𝛬𝛽 

 =  max
𝛽

∑ 𝜆𝑖𝛽𝑖
2𝑚

𝑖=1                                                    (3)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 𝛽𝑖
2𝑚

𝑖=1 = 1  ; 

 𝜆1 > 𝜆2 ⋯ > 𝜆𝑚 

 

식 (3)에서 𝛽1 = 1  일 때 목적함수가 최대가 되고, 이 때의 최적값은 𝜆1 

이다. 또한, β = 𝐸𝑇𝛼에서 α = 𝑒1 이 도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λ 에 대한 

α 를 구할 수 있으며, X 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변환한 데이터인 P 는 다음과 

같다. 

 

𝑃1 = 𝛼1
𝑇𝑋 = 𝑒11𝑋1 + 𝑒12𝑋2 + ⋯ 𝑒1𝑚𝑋𝑚 

𝑃2 = 𝛼2
𝑇𝑋 = 𝑒21𝑋1 + 𝑒22𝑋2 + ⋯ 𝑒2𝑚𝑋𝑚 

⋮ 

𝑃𝑚 = 𝛼𝑚
𝑇 𝑋 = 𝑒𝑚1𝑋1 + 𝑒𝑚2𝑋2 + ⋯ 𝑒𝑚𝑚𝑋𝑚 

 

또한, 𝜆1 > 𝜆2 ⋯ > 𝜆𝑚 일 때 𝑃1은 기존 변수들의 총체적 변량을 최대로 하는 

선형 결합이며, 𝑃2 는 𝑃1 이 수용하지 못한 나머지 변량을 최대한 설명하는 

선형 결합, 𝑃3 는 다시 𝑃2 가 수용하지 못한 나머지 변량을 최대한 설명하는 

선형 결합으로써 기존 변수의 개수인 m 개 만큼의 주성분 변수 P 를 얻는다 

(노용환, 신종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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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성분 분석의 목적이 다변량 데이터를 서로 독립적인 소수의 변수를 

가진 데이터로 축소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추출된 주성분 중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으로 누적 기여율(cumulative proportion)이 80% 

이상이 되도록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김세일, 2020)을 사용한다.   

상술한 주성분 분석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기존 데이터의 표준화 

(2단계) 공분산 행렬로부터 고윳값 및 고유벡터 계산 

(3단계) 고윳값 및 이에 해당되는 고유벡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 

           𝜆1 > 𝜆2 ⋯ > 𝜆𝑚   

             𝑒1 > 𝑒2 ⋯ > 𝑒𝑚 

(4단계) 정렬된 고유벡터를 토대로 변수 변환 

(5단계) 누적 기여율이 80% 이상이 될 때까지 고윳값이 높은 순서대로                                  

         주성분 변수를 선택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김세일, 2020; 김지용, 2019; Castaldi & 

Nuvolari, 2009; Kim 등, 2020 ; Saviotti & Trickett, 1992) 연구방법에 따라 

추출된 주성분 변수를 기술적 특성들의 이미징 패턴인 서비스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기술 궤적을 도식함으로써 제품의 표현형 

공간(서비스적 특성 공간)에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진화흐름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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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이란 군집 내 개체들의 비유사도(dissimilarity)는 최소화하고 

군집 간의 비유사도는 최대화함으로써 유사한 관측치끼리 군집화 하는 

방법론이다(Kaufman & Rousseeuw, 2009). 본 논문에서는 군집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분류군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를 수행한다. 

군집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K 개의 군집을 

형성할 때 군집 내 대표 개체(medoid)를 중심으로 비유사도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medoids 군집 분석 방법론을 사용한다. 

K-medoids 군집 분석은 군집, 즉 제품의 분류군 내 대표 개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에서 선조 분류군과 

후손 분류군 연결시에 실제 관측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관측치는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 자료이다. 따라서 K-medoids 군집 분석의 기본이 되는 

비유사도 측정방법을 선정함에 있어 혼합형 자료의 비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Gower dissimilarity 를 활용하였다. 

 

𝐺𝑜𝑤𝑒𝑟 𝑑𝑖𝑠𝑠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 =
∑𝑣𝛿𝑖𝑗𝑣𝑑𝑖𝑗𝑣

∑𝑣𝛿𝑖𝑗𝑣

 

여기서 범주형 변수일 경우 𝑑𝑖𝑗𝑣 = {
0  if 𝑥𝑖𝑣 = 𝑥𝑗𝑣

1  otherwise
 , 

연속형 변수일 경우 𝑑𝑖𝑗𝑣 =
|𝑥𝑖𝑣−𝑥𝑗𝑣|

max
𝑘

(𝑥𝑘𝑣)−min
𝑘

(𝑥𝑘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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𝛿𝑖𝑗𝑣는 관측치 i 와 j 가 변수 v 에 대해 결측치가 아닌 경우 1, 그밖에는 0의 

값을 갖는 binary indicator. 

 

하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중요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식 (4)와 같은 weighted Gower dissimilarity 를 

사용하였다(Gower, 1971). 

  

weighted 𝐺𝑜𝑤𝑒𝑟 𝑑𝑖𝑠𝑠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 =
∑𝑣𝑤𝑣𝛿𝑖𝑗𝑣𝑑𝑖𝑗𝑣

∑𝑣𝑤𝑣𝛿𝑖𝑗𝑣
                                                               (4) 

 

여기서 𝑤𝑣는 변수 v에 대한 가중치이며, w는 변수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Weighted Gower dissimilarity 를 활용한 K-medoids 군집분석 절차는 

아래와 같다(Kaufman & Rousseeuw, 2009). 

(1단계) 관측 데이터 간 weighted Gower dissimilarity 계산 

(2단계) 데이터의 거리행렬 생성 

(3단계) 데이터가 K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질 때 각 군집 별 임의의 대표개체  

         (medoid)를 중심으로 비유사도의 평균을 측정 

(4단계) 각 군집의 비유사도 평균이 최소가 될 때까지 군집 내 개체의 조합과  

        대표개체를 계속하여 변경   

또한, 계통도 도식연구에서 사용되는 “제품”, “분류군” 및 “선조 분류군과 

후손 분류군의 연결”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표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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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품진화의 조작적 정의 (Lee 등, 2020) 

Terminology Operational definition Definition 

Product(𝑍) 𝑍 - 

Product Genotype(𝑥) 𝑍 = ∑ 𝑎𝑖𝑥𝑖 
Technical characteristics in 

product 

Product Taxa(C) 𝐶𝑖 = ⋃ 𝑧𝑗

𝑗

 
Product Groups with a certain 

level of homogeneity in same 

period 

Product Medoid(𝑍𝐶) 𝑍𝐶 
Representative product 

among the Product Taxa  

Ancestor( 𝛷𝑗 ) and 

Descendant(𝑍𝐶𝑖
𝑇1) 

𝑇1(𝐷𝑒𝑠𝑐𝑒𝑛𝑑𝑎𝑛𝑡) > 𝑇2(𝐴𝑛𝑐𝑒𝑠𝑡𝑜𝑟) 

𝛷𝑗 = 𝑎𝑟𝑔𝑚𝑎𝑥
𝑍

𝐶𝑗
𝑇2

(𝑍𝐶𝑖
𝑇1 ∩ 𝑍𝐶𝑗

𝑇2) 

𝑇ℎ𝑒𝑛,  𝛷𝑗  𝑖𝑠 𝑎𝑛𝑐𝑒𝑠𝑡𝑜𝑟 𝑜𝑓 𝑍𝐶𝑖
𝑇1  

 

Relationship with the highest 

homogeneity between 

adjacent product medoid 

Phylogenetic Network of 

Product 

Node=Product Medoid 

Link=Ancestor and Descendant Relationship 

Network showing 

evolutionary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s in 

chronological order 

 

3.2.3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 기술진화 모델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 기술진화 모델은(이하 기술진화 모델) Coccia 

(2019b)가 기술적 기생이론의 실증을 위해 제시한 모델이다. 

생태학에서 개체군의 성장모델로 고안된 logistic function 개념을 응용한 

기술진화 모델은 아래의 2 가지 가정 하에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가정 1. Complex system 은 숙주기술 H 와 기생기술 P 로 구성된다.  

가정 2. P(t)는 t 시기에 P 의 기술적 진보의 수준이며, H(t)는 P 와 

       상호작용하는 H 의 t 시기 기술진보 수준이다. 또한, H 와 P 의   

       기술진화는 logistic function 의 S 커브 형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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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의 기술성장 방정식 : 
1

𝐻

𝑑𝐻

𝑑𝑡
=

𝑏1

𝐾1
(𝐾1 − 𝐻)                          (5) 

식 (5)의 적분식 : ln 𝐻 − ln(𝐾1 − 𝐻) = 𝐴 + 𝑏1𝑡  

따라서, H(t)의 성장 : ln
𝐾1−𝐻

𝐻
= 𝑎1 − 𝑏1𝑡                            (6) 

마찬가지로, P(t)의 성장 : ln
𝐾2−𝑃

𝑃
= 𝑎2 − 𝑏2𝑡                        (7) 

𝑎1,2 = 상수, 𝐾1,2 =  성장의 균형수준,  𝑏1,2 =  성장률 계수(1=H, 2=P)  

식 (6)과 식 (7)을 시간(t)에 관하여 연립하면 식 (8)이 도출된다. 

t =
𝑎1

𝑏1
−

1

𝑏1
ln

𝐾1−𝐻

𝐻
=

𝑎2

𝑏2
−

1

𝑏2
ln

𝐾2−𝑃

𝑃
                                     (8) 

식 (8)은 식 (9)와 같이 일반화된다. 

 
𝐻

𝐾1−𝐻
= 𝐶1 (

𝑃

𝐾2−𝑃
)

𝑏1
𝑏2                                                  (9) 

여기서 𝐶1 = 𝑒𝑥𝑝 [𝑏1 (
𝑎2

𝑏2
−

𝑎1

𝑏1
)] 

식 (9)에서 P와 H가 𝐾1,2에 대비해서 충분히 작을 경우 식 (10)이 도출된다. 

P = A(H)𝐵                                                                 (10) 

 여기서 A =
𝐾2

(𝐾1𝐶1)
𝑏2
𝑏1

, 그리고 B =
𝑏2

𝑏1
 

식 (10)을 log 변환하면 기술진화 모델인 식 (11)이 도출된다.  

ln 𝑃 = ln 𝐴 + 𝐵 ln 𝐻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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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에서 B 는 H 와 상호작용하는 P 의 진화를 측정하는 진화계수이다. 

또한, 기술진화 모델은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최소제곱법(OLS)을 통해 

계수를 추정한다(Coccia, 2019b).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기술진화 모델을 통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 연구를 수행하며, 숙주기술과 기생기술의 관계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Coccia, 2019b). 

 

1) 기생 관계(Parasitism) : B<1 (B≠0), P 는 H 의 진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진화한다. 

    · Whole system : 점진적 진화(underdevelopment) 

2) 상리공생 관계(Mutualism) : B=1, P 는 H 와 비례적으로 진화한다. 

    · Whole system : 비례적 진화(growth) 

3) 공생 관계(Symbiosis) : B>1, P 는 H 의 진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진화한다. 

    · Whole system : 가속화된 진화(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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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 

4.1.1 변수 설명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7과 같다. 

 [표 7] 기술 궤적 도식 사용변수 

항공모함 변수 중 ton per speed=(1천톤 단위 만재 톤수)/(최대속력) 으로, 

항공모함의 1kts 당 추진 가능한 톤수를 의미한다.   

해군 함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진기는 스크류 프로펠러인데, 

고속회전 시 스크류의 가장자리에서 와류와 공동화 현상(cavitation)이 발생해 

스크류가 함정을 효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게 된다(Zeng & Gert Kuiper, 2012). 

이러한 이유로 스크류 프로펠러로 추진하는 항공모함의 최대속력은 탄생 

초기부터 30kts 대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항공모함 함재기 

변수 단위 변수 단위 

 만재 톤수  tonne  최대이륙중량 kg 

 전장  m  길이 m 

 전폭  m  높이 m 

 엔진출력  hp  엔진출력    hp 

 ton per speed thousand tons / kts  최대속력 kts 

 항속거리 nm  항속거리 nm  

 승조인원  명  날개면적 m2 

 흘수 m  날개시위 m 

 함재기 탑재량  대 수  최대고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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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 톤수는 100 여 년 동안 10 배 이상 증가하여 10 만톤급의 초대형 항공모함이 

30kts 로 기동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항공모함의 최대속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식별되지 않는 기술진보를 측정하기 위해 ton per speed 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함재기 변수 중 마력(hp)은 shaft 를 회전하여 추진하는 프로펠러 

항공기에만 적용 가능하고 turbojet, turbofan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turbojet 및 turbofan 항공기는 기체의 폭발력으로 

추진함에 따라 어떠한 회전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함재기에는 

최대속력을 기준으로 thrust 를 hp 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1.2 주성분 분석결과 

표 7 의 연속형 변수를 활용한 항공모함의 주성분 분석결과는 표 8 과 같다. 

[표 8] 항공모함 주성분 분석결과 

            설명된 총 분산                            성분행렬 

주성분 고윳값 변동률 누적기여율  변수  주성분1 주성분2 

1 6.807 0.756 0.756  만재 톤수 0.376 0.087 

2 0.739 0.082 0.839  전장 0.351 -0.332 

3 0.633 0.070 0.909  전폭 0.324 -0.198 

4 0.315 0.035 0.944  엔진출력 0.326 -0.119 

5 0.196 0.022 0.966  ton per speed 0.356 0.233 

6 0.129 0.014 0.980  항속거리 0.261 0.773 

7 0.091 0.010 0.990  승조인원 0.364 0.017 

8 0.081 0.009 0.999  흘수 0.344 0.039 

9 0.008 0.001 1.000  함재기 탑재량 0.28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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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주성분 분석)에서 상술한 바에 따라 고윳값의 누적기여율이 80%를 

초과하도록 주성분 1 과 주성분 2 를 추출하였다.  

주성분 1 의 경우 항공모함의 탑재능력 및 항공작전능력과 관련된 만재 

톤수(0.376), 전장(0.351), 전폭(0.324), 승조인원(0.364), 흘수(0.344), 

함재기 탑재량(0.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값을 보임에 따라 

항공모함의 전장능력이라는 서비스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식별하였다. 

주성분 2 의 경우 주요 전장능력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ton per 

speed(0.233) 및 항속거리(0.773)에서 높은 양의 값을 보임에 따라 

항공모함의 수상기동능력이라는 서비스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식별하였다. 

표 8 을 통해 도출한 서비스적 특성을 이용하여 항공모함의 기술 궤적을 

그림 5 와 같이 도식하였다. 

[그림 5] 항공모함 기술 궤적 



- 41 - 

 

항공모함의 기술 궤적 도식을 통해 서비스적 특성공간에서 항공모함의 진화 

흐름과, 진화 간에 발생한 여러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장능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더 많은 함재기를 

탑재하여 교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군사교리에 적응진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인 CVAN-65 가 1960 년에 등장한 

이후 전장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는 원자력추진을 통해 9 만톤급 

이상의 초대형 항공모함이 운용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상기동능력의 경우에는 1910 년대부터 현 시점까지 가파른 상승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전장능력과 마찬가지로 CVAN-65 등장 이후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1.1(변수 설명)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스크류 프로펠러로 추진하는 항공모함의 특성상 기동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물리적 한계의 결과로 여겨진다. 다만, 원자력추진을 통해 

항속거리가 증가하고, 더 무거운 항공모함이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최대속력으로 기동 가능함에 따라 1980~2000 년대 수상기동능력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모든 시기를 통틀어 2 차대전 시기에 항공모함의 개발이 집중되었다. 

이는 군사교리의 패러다임이 거함거포주의에서 항공모함작전으로 변함에 따라 

(남도현, 2018) 여러가지 형태의 항공모함이 개발되고 시도되는 시행착오의 

시기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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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 차대전 이후 전장능력의 분산이 커졌다. 이는 CATOBAR 라는 

항공모함의 지배적 디자인 외곽에서 군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niche 가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수직 이착륙 함재기(powered 

lift)가 등장함에 따라 사출기 없이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 

해군처럼 초대형 CATOBAR 항공모함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여러 국가에서 

STOBAR, STOVL, VTOL 형태의 중소형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niche 영역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함재기의 주성분 분석결과는 표 9 와 같으며,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고윳값의 누적기여율이 80%를 초과하도록 주성분 1 과 주성분 

2 를 추출하였다. 

[표 9] 함재기 주성분 분석결과 

            설명된 총 분산                            성분행렬 

주성분 고윳값 변동률 누적기여율  변수  주성분1 주성분2 

1 5.089 0.566 0.566  날개시위     0.183     0.561 

2 2.111 0.234 0.800  길이     0.416     0.129 

3 0.752 0.084 0.883  높이     0.325     0.296 

4 0.345 0.038 0.922  날개면적     0.196     0.523 

5 0.242 0.027 0.949  최대이륙중량     0.422    -0.037 

6 0.190 0.021 0.970  최대속력     0.377    -0.319 

7 0.141 0.016 0.986  항속거리     0.344    -0.065 

8 0.084 0.009 0.995  최대고도     0.318    -0.392 

9 0.046 0.005 1.000  엔진출력     0.33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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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1 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하 MTOW, 0.422), 최대속력(0.377), 

항속거리 (0.344), 최대고도(0.318), 엔진출력(0.332)에서 높은 양의 값을 

보임에 따라 전장 및 기동능력이라는 서비스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식별하였다.  

주성분 2 의 경우 주성분 1 에서 높은 양의 값을 가졌던 주요 고유벡터에서 

음의 값을 가졌으며, 날개시위(0.561), 높이(0.296), 날개면적(0.523)에서 

높은 양의 값을 보임에 따라 함재기 크기라는 서비스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식별하였다. 

표 9 을 통해 도출한 서비스적 특성을 이용하여 함재기의 기술 궤적을 그림 

6 와 같이 도식하였다. 

[그림 6] 함재기 기술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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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서비스적 특성공간에서 

함재기의 진화흐름과, 진화 간에 발생한 여러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장 및 기동능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함재기에 더 

많은 폭장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군사교리에 적응 진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961 년 F-4 라는 jet 추진 함재기의 대량생산 이후 전장 및 

기동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급격히 증가한 엔진출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함재기 크기의 경우 초기부터 1980 년대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에 소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한된 항공모함의 격납고에 최대한 함재기를 많이 탑재하기 위한 적응 

진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1980 년대 이후부터 전장 및 기동능력과 함재기 크기 사이에 낮은 

수준의 상충관계(trade-off)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더 작은 

함재기에서 더 높은 전장 및 기동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진화의 흐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80 년대 이후 jet 추진 함재기의 대부분은 turbojet 에서 

turbofan 으로 엔진형식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엔진출력과 MTOW, 

최고속도, 최대고도 등 전장 및 기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특성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둘째로, 함재기의 경우 제 1, 2 차 대전 시기뿐 아니라 그 사이의 기간에도 

많은 수의 함재기가 개발되었다. 이는 항공모함과 대비되는 특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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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기의 경우 항공모함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고, 공군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소폭 변형시켜 함재기로 사용 가능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로, 항공모함에 비해 서비스적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산을 갖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함재기의 특성상 서비스적 특성의 

우위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높은 값에 수렴한 결과로 해석된다.  

 

4.2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 

4.2.1 변수 설명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에 사용된 변수는 표 10 과 같으며, 

항공모함과 함재기 관측치들은 표 10 의 기술적 특성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제품으로 표현된다.  

계통도 도식에 사용된 변수의 수가 주성분 분석에 비해 많은데, 이는 

주성분 분석의 경우 연속형 변수로 표현된 기술적 특성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계통도 도식의 경우 변수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적 

특성들이 사용 가능함에 따른 결과이다. 사용 가능 변수의 이러한 확장성을 

통해 제품의 분류군을 더욱 세분화하여 식별할 수 있으며, 도출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가 기존에 알려진 직관과 더욱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분류군은 표 6 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같은 세대 

내에서 제품 간 Gower dissimilarity 가 가장 낮은(즉, similarity 가 가장 높은)  

제품들의 군집이며, K-medoids 군집 분석방법 및 medoids 식별방법은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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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계통도 도식 사용변수 

변수의 가중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산형 및 범주형 기술적 특성들이 

동일한 관측치들이 같은 군집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군집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으로 하였다. 

한편, 계통도를 도식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정의가 필요하다. 항공모함의 

경우에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 동일한 class 의 항공모함이 초도함부터 

최종함까지 건조되는데 최대 10 여 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 세대의 

기간을 10 년으로 정의하였으며, 함재기의 경우 항공모함 계통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10 년을 한 세대로 정의하였다. 

항공모함 함재기 

변수 단위 또는 설명 가중치 변수 단위 또는 설명 가중치 변수 단위 또는 설명 가중치 

연속형 변수  연속형 변수 

만재 톤수 tonne 1  날개시위 m 1 날개면적 m2 1 

전장 m 1  길이 m 1 엔진출력 hp 1 

전폭 m 1  높이 m 1 최대속력 kts 1 

ton per speed Thousand tons / kts 1  최대이륙중량 kg 1 최대고도 m 1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 

아일랜드 아일랜드 유무 3  boom 수 - 3 gear folding gear folding 유무 2 

비행갑판 비행갑판 유무 3   엔진 수 - 1 contra rotating 동축 반전로터 유무 3 

landing area landing area 유무 3  수직 이착륙 수직 이착륙 유무 4 스텔스 스텔스 유무 3 

사출기 사출기 유무 3  날개 수 - 3 엔진 위치 wing, fuselage, attached 1 

스키점프대 스키점프대 유무 3  wing chord wing chord 종류 1 엔진종류 - 1 

arresting wire arresting wire 유무 3  wing sweep wing sweep 종류 1 수평/수직안정핀 - 1 

승강기 승강기 유무 1  꼬리날개 꼬리날개 종류 2   

엔진종류 - 1  접이식 날개 접이식 날개 유무 3    

사출기 종류   - 1  수상기 수상기 유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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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조 제품과 후손 제품의 연결에 있어 후손 제품의 유전자 

정보(기술적 특성)가 반드시 직전 세대의 선조 제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조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2 세대 혹은 3 세대 후손 제품에 유전자 

정보(기술적 특성)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선조-후손 

제품의 링크를 연결하였다. 

1) 항공모함 : 보편적 service life cycle인 30년(US GAO, 1978) 고려 선조- 

              후손 연결 시 후손 제품 기준 2개 세대 이전(20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선조 제품과 대조 

2) 함재기(Pentz, 2015) 

    · Turbojet 엔진 이전 : 피스톤 항공기의 보편적 service life cycle(20년) 

                          고려 선조-후손 연결 시 후손 제품 기준 직전 세대의 

                          선조 제품과 대조 

    · Turbojet 엔진 이후 : service life cycle(30년)의 연장으로 선조-후손 

                          연결 시 후손 제품 기준 2 개 세대 이전(20 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선조 제품과 대조 

 

4.2.2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 결과 

항공모함의 계통도 도식 결과는 그림 8,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 결과는 그림 

9 와 같이 도출되었다. 

계통도상 각각의 노드는 분류군을 의미하며, 분류군을 대표하는 medoid 

개체가 노드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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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드 내의 기술적 특성 정보들은 medoid 개체의 실제 정보이지만, 

동일한 분류군에 속한 개체들은 모두 같거나(범주형 기술적 특성) 

유사한(연속형 기술적 특성)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류군 내 

개체현황은 부록에서 제공한다. 

항공모함 계통도의 경우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1(자료 설명)에서 

상술한 7 종류의 항공모함 형식을 기준으로 노드를 구분하였고, 만재 톤수 

기준으로 항공모함의 크기를 4가지로 나누어 노드의 우측 중앙에 표시하였다. 

함재기 계통도의 경우 주 날개 수, 엔진 형식, 이∙착수 가능여부로 노드를 

구분하였고, 수직 이착륙(powered lift), 스텔스(stealth), 동축 반전 

로터(contra rotating) 등의 기술적 특성을 노드 우측 중앙에 표시하였다.   

  한편, 그림 8, 9 의 노드가 포함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정보는 군집 분류 

시에 사용한 표 10 의 변수 중 계통도의 시인성을 위해 중요한 변수만을 

표시한 것이며, 실제로는 그림 7 과 같이 다양한 기술적 특성 정보에 의해 

노드들이 표현된다. 

        

 

        (a) 항공모함 노드                     (b) 함재기 노드 

[그림 7] 노드 내 기술적 특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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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항공모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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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함재기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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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계통도를 통해 다수의 정형화된 사실들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진화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먼저 항공모함의 경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멸종과 대체 

[그림 10] 항공모함 분류군의 멸종과 대체 

 Seaplane tender, ETC, AR 형태의 항공모함들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5 세대 만에 멸종되었으며 CATOBAR 로 대체되었다. 이는 2 차대전 시기 

높은 MTOW 을 지닌 함재기를 다수 탑재하여 교전하는 군사교리에 멸종한 

항공모함 분류군들이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2) 향상진화  

[그림 11] 항공모함 분류군의 향상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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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BAR 형태의 항공모함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엔진출력, 사출기 능력, 

승강기 능력 등에서 기술적 진보를 보이며 멸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 

하였다. 이는 CATOBAR 형태의 항공모함이 MTOW 이 높은 함재기를 운용 

가능함에 따라 지배적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해석된다.  

3) 분기진화 

1 세대에는 seaplane tender 만 존재하였으나, 2~3 세대에 ETC, AR, 

CATOBAR 형태의 다양한 항공모함이 분기하였다. 이는 군(軍)의 다양한 

작전형태(즉, niche)에 적응한 결과임과 동시에 항공모함이라는 제품의 탄생 

초기 다양한 시행착오의 결과로 해석된다.  

4) 수평적 유전자 전달 

[그림 12] 항공모함 분류군의 수평적 유전자 전달 

직계 선조 세대에서 보유하지 않았던 기술적 특성들이 인접한 선조를 통해 

획득되는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변 항공모함 분류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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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모방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개발활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5) 부활  

[그림 13] 항공모함 분류군의 부활 

9 세대를 기점으로 멸종한 STOBAR 및 VTOL 형태의 항공모함이 

12 세대에 재등장하였다. 이는 수직 이착륙 함재기인 F35B 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STOBAR 및 VTOL 형태의 항공모함 수요가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6) 진화적 군비경쟁 

[그림 14] 항공모함 분류군의 진화적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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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제품의 주요 흐름인 CATOBAR 형태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STOBAR, STOVL, VTOL 형태의 항공모함들이 만재 톤수와 속력을 향상하는 

등의 진화적 군비경쟁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함재기 계통도를 통해 식별된 함재기의 진화에 영향을 준 

정형화된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1) 멸종과 대체  

[그림 15] 함재기 분류군의 멸종과 대체 

2 엽 및 3 엽 함재기가 1 엽 함재기에 의해 멸종 및 대체되었다. 이는 1 엽 

함재기가 2 엽 및 3 엽 함재기에 비해 우수한 공중기동능력을 보유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피스톤 함재기가 turbojet 함재기에 의해 멸종 및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turbojet 엔진이 피스톤 엔진에 비해 엔진출력이 

월등히 높고, 역중력(negative-g) 기동 시 몇몇 피스톤 엔진은 연료공급이 

중단되는 결함이 있는 반면에(Constant, 2000) turbojet 엔진은 연료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기술적 우위의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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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진화 

엔진 형식에 있어서는 turbojet, turbofan, turboprop 등이 분기진화 했다. 

이는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높은 속력으로 적(敵) 항공기를 제압하기 위한 

군(軍)의 요구에 적응진화 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날개의 형태에 있어서는 

constant, delta, elliptical, tapered 등이, 꼬리날개 형태에 있어서는 canard, 

tailless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함재기가 등장했는데, 이는 공중 기동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과로 여겨진다.  

3) 향상진화 

[그림 16] 함재기 분류군의 향상진화 

Turbojet, turbofan 엔진을 장착한 함재기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엔진출력, 

MTOW, 최대속력 등에서 기술진보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진화하였다. 이는 높은 

폭장량을 요구하는 군사교리를 turbojet, turbofan 함재기들이 만족시켰고, 이에 

따라 함재기 제품군의 지배적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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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활 

[그림 17] 함재기 분류군의 부활 

8 세대에 멸종하였던 단엽 turboprop 함재기가 11 세대에 부활하였다. 

11 세대에 재등장한 turboprop 함재기는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의 이점을 

모두 갖춘 틸트로터 형식의 수송기로써, 이러한 부활이 발생한 이유는 변화된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요구에 따른 결과이다 

5) 수평적 유전자 전달 

[그림 18] 함재기 분류군의 수평적 유전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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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선조 세대에서 보유하지 않았던 엔진 형식이 인접한 선조를 통해 

획득되는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변 함재기 분류군의 

우월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모방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개발활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에서 두 제품이 공생을 통해 

진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1) 계통도 상에서 선조와 후손의 

연결이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해 온 진화의 주 경로상에 

위치한 항공모함과 함재기 분류군들을 식별하고, 2) 식별된 분류군들이 

항모전투단 형태로 함께 운용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 이들 분류군의 주된 기술적 특성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진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공모함의 만재 톤수∙엔진출력∙사출기 

능력∙승강기 능력과 함재기 MTOW 이 그림 19 와 같이 상호간의 진화에 

대응하여 공진화 하는 공생의 관계를 보였다. 그림 19 의 항공모함과 함재기 

간 공생관계를 항공모함의 사출기 능력과 함재기의 MTOW 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① 비행갑판에서 자체 양력으로 이함이 제한되는 MTOW 이 높은 

함재기가 flywheel 과 같은 초기의 사출기 탄생을 이끌었고, ② 이후에는 

당시 운용 중이던 함재기들의 MTOW 을 상회하는 사출능력을 갖춘 유압식 

사출기로 발전하였다. ③ 유압식 사출기의 이러한 발전은 함재기의 MTOW 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④ 이에따라 

함재기들은 지속적으로 MTOW 을 향상시켰으며 증기식 사출기의 개발을 

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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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 

⑤ 또한, 증기식 사출기는 당시 운용 중이던 함재기의 MTOW 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출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다시 함재기 MTOW 의 진화를 유발하는 

공생의 과정이 나타났다.계통도 상에서 보여지는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이러한 

공생관계는 사출기와 MTOW 의 기술사(史)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의 만재 톤수∙엔진출력∙승강기 능력과 함재기의 MTOW 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공생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계통도에서 식별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를 

기술진화 모델을 통해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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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 

4.3.1 가정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를 증명하기에 앞서 연구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 3 가지의 합리적 가정을 전제한다. 

첫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제품군은 기술적으로 기생-숙주의 관계이다. 첫 

번째 가정은 뒤 이은 실증분석에서 어떤 제품의 기술을 기생기술로, 또 어떤 

제품의 기술을 숙주기술로 판단해야 하는가를 단순화시킨다. 가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먼저, 1903 년에 최초의 동력 항공기가 탄생한 이후 적 함정의 위치 

식별용 정찰기를 운용하기 위해 1911 년 최초의 수상기 모함(seaplane 

tender)인 Fourdre 가 건조되었다는 점과(Chesneau, 1984), 함재기는 

항공모함 없이도 육상 비행장을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없다면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는 제품임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 가정이다. 

둘째, 항공모함과 함재기 제품은 각각 complex system 을 이루고 있으며, 

항공모함에 전투비행단이 전개한 항모전투단 형태로 존재할 경우 이 또한 

높은 단계의 complex system 이다.  두 번째 가정을 통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적 특성들을 각각 기생기술과 숙주기술로 연관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을 보장받는다. 또한, 제품과 제품이 상호작용하며 기능을 

하는 형태 역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개념을 통해 제품 간 공생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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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생기술과 숙주기술은 S 자 커브의 형태로 진화한다.  

Sahal(1981)은 기술의 발전은 초기단계, 중간단계, 성숙단계라는 3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림 20 과 같이 보편적으로 S 자 커브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술의 초기단계 : 성능의 진보율이 상대적으로 느린 단계 

 ∙ 기술의 중간단계 :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기술에 대한 통제력 향상, 

기술의 전파로 인해 기술진보가 가속화되는 단계 

 ∙ 기술의 성숙단계 : 점근적으로 자연적 혹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 한계를 

뛰어넘는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공학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계 

[그림 20] 기술의 S 자 커브(Sahal, 1981) 

Sahal(1981)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처럼 기술발전이 S 자 커브를 따르지 않는다는 

경험적 관찰도 존재한다. 이는 기술발전의 형태가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발전이 S 자 커브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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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세 번째 가정이 기술진화 모델의 

전제이며, 두 제품 간 공생관계의 증명에 있어 logistic function 을 사용하게 

하는 핵심 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주요 연속변수 산점도 차트를 이용하여 이들의 

기술발전 형태를 확인하였으며, 그림 21 과 같이 S 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a) 항공모함 주요기술               (b) 함재기 주요기술 

[그림 21] 항공모함과 함재기 주요기술의 S 자 커브 

 

4.3.2 가설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연구는 다음 3가지의 가설을 검정한다. 

1) H1 : 항공모함의 주요 기생기술들은 함재기의 숙주기술에 기생하는 형태로 

   시작하여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에 기생-편리공생-상리공생-공생의 

   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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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은 기술적 기생이론(Coccia, 2019a)에서 주장한 두 제품의 ‘공생을 통한 

공진화’라는 정형화된 사실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진화를 유발한 요인인지 

검정한다.   

2) H2 : 항공모함의 기생기술과 함재기의 숙주기술이 지속적으로 기생관계를  

   유지하는 항공모함 분류군은 멸종한다. 

3) H3 : 항공모함의 기생기술이 함재기의 숙주기술과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발전시킨 항공모함 분류군은 계속 진화한다. 

기술적 기생이론(Coccia, 2019a)에서 기생기술과 숙주기술과의 관계는 

정체되거나 역행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공생관계에 도달하는 단방향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따라서 기생기술과 숙주기술의 멸종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H2, 3 은 기생제품인 항공모함의 멸종한 분류군과 지속 

진화한 분류군을 이용해 숙주-기생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항상 공생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두 제품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멸종할 

수 있음을 검정한다. 

 

4.3.3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4.3.1(가정)에 따라 숙주기술은 함재기의 MTOW 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MTOW 이 엔진출력, 속력, 동체 크기, 최대고도, 항속거리 등 함재기의 주요 

기술적 특성이 발현한 결과로써 함재기의 기술진화를 대표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 11 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MTOW 이 함재기의 

기술진화를 대표하기 적합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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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MTOW 과 함재기의 주요 기술적 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 

변  수 (1) (2) (3) (4) (5) (6) (7) (8) (9) 

(1) MTOW 1.000         

(2) 날개시위 0.334* 1.000        

(3) 길이 0.880* 0.507* 1.000       

(4) 높이 0.638* 0.564* 0.752* 1.000      

(5) 날개면적 0.345* 0.722* 0.542* 0.514* 1.000     

(6) 최대속력 0.828* -0.032 0.712* 0.394* 0.055 1.000    

(7) 엔진출력 0.727* 0.021 0.629* 0.332* 0.224* 0.831* 1.000   

(8) 항속거리 0.713* 0.246* 0.672* 0.572* 0.137 0.617* 0.405* 1.000  

(9) 최대고도 0.689* -0.092 0.550* 0.264* -0.123 0.861* 0.588* 0.643* 1.000 

* p<0.01 

  기생기술은 항공모함의 주요 연속변수인 만재 톤수, 엔진출력, 사출기 

능력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첫째, 만재 톤수의 경우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최대로 탑재 가능한 능력을 무게로 환산한 지표로써 함재기의 

MTOW 이 증가할 수록 만재 톤수 역시 증가되어야 하는 기술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 엔진출력의 경우 MTOW 이 높은 함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력이 필요한데, 항공모함의 엔진출력이 높을수록 

대수속력(STW, Speed Through the Water 7 )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MTOW 이 높은 함재기의 양력 형성을 돕는 기술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출기 능력의 경우 MTOW 이 높은 함재기가 이륙시에 양력 

형성을 지원하는 능력으로써 함재기의 MTOW 과 높은 기술적 관련성이 있다.  

한편, 기술진화 모델의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분리 되어있는 항공모함과 

                                      
7 대수속력 :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해 생기는 것(해사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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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기의 관측치를 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1) A 항공모함이 

탑재하였던 모든 함재기의 모델정보 확인, 2) 확인된 함재기 모델 중 

MTOW 이 가장 높은 모델과 A 항공모함을 하나의 관측치로 통합하는 

2 단계의 과정을 통하였다. 

분석기간은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 동적인 관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3.1(자료 설명)의 표 5 에 따라 4 개의 period 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4.3.4 분석결과 

1) H1 검정결과 

기생기술(만재 톤수, 엔진출력, 사출기 능력)에 대한 숙주기술 MTOW 의 

period 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 와 같다. 

[표 12] H1 회귀분석 결과 

 ln (만재 톤수) ln (엔진출력) ln (사출기 능력) 

 period 1 period 2 period 3 period 4 period 1 period 2 period 3 period 4 period 2 period 3 period 4 

ln 

(MOTW) .354 .418*** 1.092*** 1.101*** .878* 1.279*** 1.657*** 1.069*** .342** 1.494*** 1.076*** 

 (.241) (.1) (.237) (.158) (.434) (.28) (.362) (.215) (.13) (.379) (.28) 

 cons 6.438*** 6.311*** .175 -.204 2.861 -.574 -4.104 1.163 5.457*** -4.419 -.773 

 (1.772) (.844) (2.153) (1.593) (3.306) (2.371) (3.37) (2.139) (1.14) (3.532) (2.817) 

Obs. 20 105 20 37 20 106 20 37 44 19 12 

R- 

squared 
.048 .162 .524 .568 .186 .167 .539 .414 .141 .478 .597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항공모함의 기생기술 중 만재 톤수의 회귀분석 결과 period 가 지남에 따라 

진화계수가 1 을 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period 3 이후의 기간부터는 

진화계수가 1 이상의 값을 유지하였다.  

  엔진출력의 회귀분석 결과 만재 톤수와 유사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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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계수가 1 을 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period 2 이후의 기간부터는 

진화계수가 1 이상의 값을 유지하였다.  

사출기 능력의 회귀분석 결과 period 1은 관측치 부족으로 제외되었으며, period 

2 이후의 기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계수가 1을 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period 3 이후의 기간부터는 진화계수가 1 이상의 값을 유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함재기의 숙주기술과 항공모함의 기생기술들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생 → 상리공생 → 공생의 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진화 

함을 확인하였으며, H1 을 지지하였다. 

2) H2 검정결과 

H2 를 검정하기 위해 항공모함 분류군 중 멸종한 분류군인 수상기 모함 

관측치의 2 가지 기생기술(만재 톤수, 엔진출력)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3 과 같으며 엔진출력을 기생기술로 한 회귀분석의 period 2 를 

제외한 모든 진화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즉, B =
𝑏2

𝑏1
= 0, ∴  𝑏2 = 0).  

[표 13] H2 회귀분석 결과 

 ln (만재 톤수) ln (엔진출력) 

 period 1 period 2 period 1 period 2 

ln (MTOW) .092 .266 .172 1.918** 

 (.427) (.364) (.386) (.669) 

 cons 8.077** 7.234** 7.718** -5.875 

 (3.218) (2.911) (2.909) (5.351) 

Obs. 13 12 13 12 

R-squared .004 .051 .018 .451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 66 - 

 

 하지만, 무기체계 발전사를 참고하면 수상기 모함이 멸종한 1940 년대는 2 차대전 

시기로써 해전의 패러다임이 거함거포주의에서 항공모함 작전으로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따라서 많은 함재기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항공모함에 진화 

압력이 작용하였고, 함재기의 MTOW 또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반면에 

수상기는 도태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상기 모함이 멸종하게 된 이유가 항공모함 제품에 작용한 

진화압력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수상기 모함이 탑재하였던 수상기 역시 

함재기의 진화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수상기 모함과 수상기가 

기생관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H2 를 지지하는 것이며 수상기 모함과 

수상기의 이러한 공멸종 흐름은 그림 22 와 같이 계통도를 통해서 더 명확히 

확인된다 

[그림 22] 수상기 모함과 수상기의 공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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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3 검정결과 

H3 를 검정하기 위해 항공모함 분류군 중 현재까지 진화해 온 분류군인 

CATOBAR 관측치의 2 가지 기생기술(만재 톤수, 엔진출력)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4 와 같으며, 모든 기생기술에서 

period 가 지날수록 진화계수가 증가하여 period 4 에서 1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표 14] H3 회귀분석 결과 

 ln (만재 톤수) ln (엔진출력) 

 period 2 period 3 period 4 period 2 period 3 period 4 

ln (MTOW) .129 1.092*** 1.254*** .474 1.657*** 1.447*** 

 (.16) (.237) (.157) (.497) (.362) (.29) 

 cons 8.845*** .175 -1.628 6.347 -4.104 -2.546 

 (1.403) (2.153) (1.602) (4.359) (3.37) (2.948) 

Obs. 46 20 18 46 20 18 

R-squared .015 .524 .793 .02 .539 .609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01, ** p<.05, * p<.1 

이를 토대로 CATOBAR 항공모함의 경우 주요 기생기술인 만재 톤수와 

엔진출력이 숙주기술과 동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공생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H3 를 지지하였다.  

실제로 CATOBAR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 엔진이나, EMALS 형식의 

사출기, 9 만톤급 이상의 super carrier 등의 기술발전을 통해 함재기와 

지속적으로 공진화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23 과 같이 계통도 상 CATOBAR 

항공모함과 이에 탑재된 함재기들의 분포를 통해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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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ATOBAR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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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이 제품의 진화를 유발하였음을 실증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 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199 개의 

항공모함 모델과 309 개의 함재기 모델 데이터이며 아래와 같이 연구결과가 

요약된다.  

첫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의 경우 각 제품별로 

2 가지의 서비스적 특성을 식별하였다. 항공모함의 “전장능력”과 

“수상기동능력”, 함재기의 “전장 및 기동능력”과 “함재기 크기”가 그것이다. 

이를 이용해 제품의 진화흐름인 기술 궤적을 서비스적 특성 공간에서 

도식하였다. 항공모함의 기술 궤적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전장능력이 

항공모함의 탄생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이러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모함의 

수상기동능력의 경우 스크류 프로펠러 추진이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급격한 향상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진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함재기의 기술 궤적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전장 및 기동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항공모함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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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 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 현상으로써, 1,2 차 대전을 겪으면서 항공모함에 

더 많은 함재기를 탑재하고, 함재기에 더 많은 폭장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군사교리에 항공모함과 함재기가 적응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를 이용 

가능하며, 선조와 후손관계가 식별되는 설명력이 높은 계통도 도식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통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들이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진화를 유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항공모함 : 멸종과 대체, 향상진화, 분기진화, 수평적 유전자 전달, 부활, 

진화적 군비경쟁, 함재기와의 공생 

2) 함재기 : 멸종과 대체, 향상진화, 분기진화, 수평적 유전자 전달, 부활, 

항공모함과의 공생 

셋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증명연구에서는 숙주기술인 함재기의 

MTOW 와 기생기술인 항공모함의 만재 톤수, 엔진출력, 사출기 능력을 

이용해 다음의 3 가지를 증명하였다. 

1) 항공모함의 주요 기술적 특성들은 함재기의 주요 기술적 특성에 

   기생하는 형태로 시작하여 숙주기술과 기생기술 간에 기생-편리공생- 

   상리공생-공생의 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진화 한다. 

2) 항공모함과 함재기 간 주요 기술적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기생관계를  

   유지하는 항공모함 분류군은 멸종한다. 

3) 항공모함과 함재기 간 주요 기술적 특성들을 공생관계로 발전시킨 

   항공모함 분류군은 계속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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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5.2.1 학문적 시사점 

첫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도식연구”는 제품의 서비스적 특성을 

표현형으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는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유전자형으로 각각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진화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에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진화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는 제품진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서비스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제품진화 연구를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표현형 공간과 유전자형 공간에서 동시에 제품진화 현상을 탐색함에 

따라 단일 공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진화현상이 식별 가능함을 보였다. 그 

예로, 2차대전 시기인 period 2(1923~1945) 기간에 항공모함은 전체 관측치 

중 57%, 함재기는 58%가 각각 건조 및 개발되었다. 따라서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상 period 2 기간에 많은 제품들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 

period 2 기간에 다양한 제품이 시도되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가 

발생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기술 궤적 상 period 2 

기간에 제품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적 

특성(유전자형)이 다른 다양한 제품들이 시도되었는지, 아니면 기술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유사한 제품들이 다른 제품의 모방을 통해 생겨났는지 여부는 

기술 궤적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상에서 period 2 기간에 다양한 분류군들이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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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다양한 제품이 시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시행착오(trial 

and error)라는 진화적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4] 함재기의 trial and error 

둘째,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이 식별 가능한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시적이고 비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의 제품진화 연구분야가 거시적이고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이라는 제품진화의 정형화된 사실을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계통도 도식연구”와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공생관계 



- 73 - 

 

증명 연구”를 통해 실증했다. 제품의 공생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단 항공모함과 함재기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띄며, 향후 제품 연구자 혹은 개발자들이 연구 

개발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품과 제품 간의 공생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기술혁신이 발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2.2 무기체계 획득분야 

무기체계 획득계획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진화적 획득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다. 여기서 진화적 획득이란 그림 25 에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 시차 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5] 무기체계의 일괄획득과 진화적 획득(심상렬 등, 2020) 

진화적 획득은 무기체계 전력화가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획득에 

비해 전력공백이 적으며 획득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부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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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화적 획득의 이러한 장점은 특정 무기체계의 짧은 역사에 기반한 

근시안적 분석자료나 몇몇 사례를 통한 일화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즉, 

무기체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괄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항공모함의 진화 계통도를 통해 항공모함의 진화가 

일괄획득의 방법이 아니라 진화적 획득의 방법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임으로써 

진화적 획득전략의 타당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증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항공모함 계통도에서 진화의 주 경로 상에 존재하는 

분류군들의 기술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림 26] 항공모함의 진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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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그림 26 과 같으며, 엔진 형식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용은 

가능했던 당시의 초기 원자력 추진 엔진을 조기에 도입한 후 reactor 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엔진출력을 높이는 단계적인 진화가 관찰되었다. 

 사출기의 경우 증기식 사출기를 조기에 도입한 후 개량형이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사출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승강기 능력 또한 마찬가지였다. 

상술한 항공모함 기술들의 단계적 진화는 그림 27 을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실증 결과는 진화적 획득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그림 27] 항공모함 기술의 단계적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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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분야에 대한 본 논문의 두번째 시사점은 무기체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진화적 획득대상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제시된 진화적 획득 대상의 선정기준은 

가용 재원, 전력화 기간, 기술의 성숙도 등(심상렬, 오원준, 이범구, 장탁순, 

주이화, 2020) 단일 무기체계 자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생관계에 있는 

무기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선정기준은 부재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함재기의 MTOW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공모함의 

엔진출력, 사출기 능력, 승강기 능력 등의 주요 기술들이 함재기 MTOW 의 

진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공진화 하는 패턴을 보임을 계통도를 통해 

식별하였다. 

  (a) 함재기 MTOW 산점도 차트                (b) 항공모함 기술의 단계적 진화 

[그림 28] 함재기의 MTOW 과 항공모함 기술의 단계적 공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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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인된 항공모함의 진화 패턴은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의 개념발전 

및 차기함 소요제기 시에 항공모함의 어떤 기술을 진화적 획득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있어 표 15 와 같이 함재기의 MTOW 과 상호작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진화 한 기술들에 진화적 획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진화적 획득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5] 항공모함의 진화적 획득정책 적용필요 기술 

또한, 무기체계는 대부분 여러 제품이 모듈형식으로 패키지화 되어있거나(전투함 

내부의 레이더, 유도탄, 어뢰 등) 함께 운용된다(감시정찰무기와 방호무기).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공생관계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므로 상술한 진화적 

획득대상 선정 기준이 다양한 무기체계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연속형 기술적 특성 범주형 기술적 특성 

 만재 톤수  항속거리  Landing area 

 함재기 탑재량 축(shaft) 수  Arresting wire 

 전장 승조인원  아일랜드 

 전폭 사출기 능력  스키점프대 

 흘수 승강기 능력  사출기 종류 

 엔진출력 항공유 탑재량  사출기 모델 

 최대속력 탄약 탑재량  엔진 종류 

 유류 탑재량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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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군(軍)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항공모함의 전장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적 특성인 소티생성률 8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무기체계 중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중심으로 두 무기체계의 발전과 공생관계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과 함재기뿐 아니라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단위 무기체계가 편제되어 운용되는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항모전투단이라는 집계된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일부 단위 무기체계에 국한된 연구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생관계 연구나 

항모전투단의 진화를 통해 ecosystem engineering 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가 수행 가능할 것이다. 

 

 

 

 

 

                                      
8  소티생성률 : 단위 시간당 이함시킬 수 있는 함재기 소티(임무를 부여받은 항공기) 

대수(양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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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항공모함 분류군의 개체현황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Operator Builder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Operator Builder 

1913 

 

~ 1920 

ALMAZ 

ALMAZ RUS RUS 

1931 

 

~ 1940 

UNYO 
SHOHO JPN JPN 

ENGADINE GBR GBR TAIYO JPN JPN 

WAKAMIYA JPN GBR NISSHIN NISSHIN JPN JPN 

EMPRESS N38 GBR GBR 
PRETORIA CASTLE 

PRETORIA CASTLE GBR GBR 

CAMPINAS FRA FRA AVENGER GBR USA 

VINDEX GBR GBR 
SHINYO 

SHINYO JPN JPN 

CAMPANIA GBR GBR RANGER USA USA 

BEN MY CHREE GBR GBR 

1941 

 

~ 1950 

AKITSU MARU 

AKITSU MARU JPN JPN 

NORD FRA FRA HIYO JPN JPN 

ROUEN FRA FRA IBUKI JPN JPN 

AZ1 USA USA AQUILA AQUILA ITA ITA 

NOTORO JPN JPN 

INDEPENDENCE 

INDEPENDENCE USA USA 

ARK ROYAL ARK ROYAL GBR GBR ACV11 USA USA 

AV2 AV2 USA USA ACV31 USA USA 

BEARN BEARN FRA FRA AMMER GBR USA 

FURIOUS 40 
FURIOUS 40 GBR GBR ARROMANCHES FRA GBR 

EAGLE 94 GBR GBR ATTACKER GBR USA 

PEGASUS 
PEGASUS GBR GBR BEGUM GBR USA 

NAIRANA N94 GBR GBR BOIS BELLEAU FRA USA 

VINDICTIVE 
VINDICTIVE GBR GBR CASABLANCA USA USA 

ARGUS GBR GBR CVE105 USA USA 

1921 

 

~ 1930 

AKAGI AKAGI JPN JPN CVL48 USA USA 

COMMANDANTTESTE 
COMMANDANTTESTE FRA FRA EMPEROR GBR USA 

ALBATROSS AUS AUS GLORY GBR GBR 

GIUSEPPE MIRAGLIA GIUSEPPE MIRAGLIA ITA ITA KAREL DOORMAN NLD GBR 

HERMES I95 HERMES I95 GBR GBR MAGNIFICENT CAN GBR 

HOSHO HOSHO JPN JPN SLINGER GBR USA 

KAGA 
KAGA JPN JPN SYDNEY AUS GBR 

FURIOUS 47 GBR GBR TERRIBLE GBR GBR 

KAMOI KAMOI JPN JPN UNICORN GBR GBR 

LANGLEY LANGLEY USA USA WARRIO R31 CAN GBR 

LEXINGTON LEXINGTON USA USA 
AV14 

AV14 USA USA 

NEUENFELS NEUENFELS ESP GBR AV10 USA USA 

SPARVIERO SPARVIERO ITA ITA AV7 AV7 USA USA 

1931 

 

~ 1940 

ANCYLUS 

ANCYLUS GBR GBR 

IMPLICABLE 

IMPLICABLE GBR GBR 

ACAVUS GBR GBR CV10 SCB 27A USA USA 

ALEXIA GBR GBR CV11 USA USA 

GADILA NLD DEU CV14 USA USA 

AV8 
AV8 USA USA CV20 USA USA 

AV4 USA USA ENTERPRISE USA USA 

CHITOSE CHITOSE JPN JPN 

CV9 

CV9 USA USA 

DIXMUDE 
DIXMUDE FRA FRA AMAGI JPN JPN 

ARCHER GBR USA ASO JPN JPN 

EMPIRE AUDACITY EMPIRE AUDACITY GBR GBR IKOMA JPN JPN 

HIRYU 

HIRYU JPN JPN KASAGI JPN JPN 

AKAGI REFIT JPN JPN KATSURAGI JPN JPN 

JOFFRE FRA FRA SHINANO JPN JPN 

SHOKAKU JPN JPN TAIHO JPN JPN 

SORYU JPN JPN UNRYU JPN JPN 

YORKTOWN 

YORKTOWN USA USA CVB41 CVB41 USA USA 

COURAGEOUS GBR GBR 

EMPIRE MACALPINE 

EMPIRE MACALPINE GBR GBR 

FORMIDABLE GBR GBR ACTIVITY GBR GBR 

GLORIOUS GBR GBR EMPIRE MACANDREW GBR GBR 

HORNET USA USA EMPIRE MACRAE GBR GBR 

ILLUSTRIOUS 87 GBR GBR 

EMPIRE MACCOLL 

EMPIRE MACCOLL GBR GBR 

INDOMITABLE GBR GBR EMPIRE MACCABE GBR GBR 

SANGAMON USA USA EMPIRE MACCALLUM GBR GBR 

WASP CV7 USA USA EMPIRE MACDERMOTT GBR GBR 

JADE 

JADE DEU DEU EMPIRE MACKAY GBR GBR 

ARK ROYAL 91 GBR GBR EMPIRE MACMAHON GBR GBR 

ELBE DEU DEU LONG ISLAND LONG ISLAND USA USA 

GRAF ZEPPELIN DEU DEU 

OTAKISANMARU 

OTAKISANMARU JPN JPN 

WESER DEU DEU CHITOSE REFIT JPN JPN 

UNYO 

UNYO JPN JPN KUMANOMARU JPN JPN 

CHUYO JPN JPN YAMASHIROMARU JPN JPN 

JUIHO JPN JPN SARATOGA REFIT SARATOGA REFIT USA USA 

KAGA REFIT JPN JPN 

VINDEX D15 

VINDEX D15 GBR GBR 

KAIYO JPN JPN CAMPANIA D48 GBR GBR 

RYUHO JPN JPN CHARGER USA USA 

RYUJO JPN JPN KAREL DOORMAN2 NLD GBR 

MIZUHO MIZUHO JPN JPN NAIRANA GBR 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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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Operator Builder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Operator Builder 

1951 

 

~ 1960 

ALBION 

ALBION GBR GBR 
1971 

 

~ 1980 

INVINCIBLE INVINCIBLE GBR GBR 

BONAVENTURE CAN GBR 

MINSK 

MINSK RUS RUS 

CENTAUR GBR GBR KIEV RUS RUS 

WARRIOR GBR GBR NOVOROSSISK RUS RUS 

CLEMENCEAU 

CLEMENCEAU FRA FRA 

1981 

 

~ 1990 

ADMIRAL KUZNETSOV 

ADMIRAL KUZNETSOV RUS RUS 

CVA34 USA USA VARIAG RUS RUS 

FOCH FRA FRA VIKRAMADITYA IND RUS 

HERMES GBR GBR 

CVN73 

CVN73 USA USA 

KAREL DOORMAN REFIT NLD GBR CVN71 USA USA 

MELBOURNE AUS GBR CVN72 USA USA 

MINAS GERAIS BRA GBR LHD1 LHD1 USA USA 

VICTORIOUS GBR GBR PRINCIPEDE 

ASTURIAS 

PRINCIPE DE ASTURIAS ESP ESP 

CVA16 
CVA16 USA USA GIUSEPPE GARIBALDI ITA ITA 

CVA11 USA USA VIRAAT VIRAAT IND GBR 

CVA43 

CVA43 USA USA 

1991 

 

~ 2000 

CHAKRI NARUEBET CHAKRI NARUEBET THA ESP 

CVA41 USA USA 

CVN75 

CVN75 USA USA 

CVA59 USA USA CVN74 USA USA 

CVA63 CVA63 USA USA CVN76 USA USA 

CVAN65 CVAN65 USA USA CHARLES DE GAULLE CHARLES DE GAULLE FRA FRA 

VENGEANCE 
VENGEANCE AUS GBR 2001 

~ 2010 

CAVOUR CAVOUR ITA ITA 

INDEPENDENCIA ARG GBR JUAN CARLOS1 JUAN CARLOS1 ESP ESP 

1961 

 

~ 1970 

EAGLE 73 
EAGLE 73 GBR GBR 

2011 

 

~ 2020 

CVN78 CVN78 USA USA 

ARK ROYAL R09 GBR GBR 
LHA6 

LHA6 USA USA 

VIKRANT VIKRANT IND GBR IZUMO JPN JPN 

1971 

 

~ 1980 

CV41 CV41 USA USA QUEEN ELIZABETH QUEEN ELIZABETH GBR GBR 

CVN68 CVN68 USA USA TRIESTE TRIESTE ESP ESP 

LHA3 
LHA3 USA USA TYPE002 TYPE002 CHN CHN 

LHA1 USA USA INS VIKRANT INS VIKRANT IND IND 



- 90 - 

 

부록 2 : 함재기 분류군의 개체현황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Builder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Builder 

1913 

 

~ 1920 

FBA typeH 

FBA typeH FRA 

1921 

 

~ 1930 

dewoitine D1ter 

dewoitine D1ter FRA 

FBA S FRA gourdou leseurre GL22ET1 FRA 

FBA typeC FRA gourdou leseurre LGL32 FRA 

macchi M18 ITA wibault Wib74 FRA 

macchi M5 ITA 

douglas DT2 

douglas DT2 USA 

macchi M5mod ITA faire 3F3 GBR 

siai S8 ITA martin T4M1 USA 

Short admiralty 

type 166 

Short admiralty type 166 GBR 

heinkel KR1 

heinkel KR1 RUS 

Short admiralty type 184 GBR CAMS37A FRA 

Short admiralty type 310 GBR FBA17HE2 FRA 

Short admiralty type 827 GBR macchi M41bis ITA 

Short admiralty type 830 GBR macchi M7 ITA 

fairey Campania F17 GBR macchi M7ter ITA 

hanriot HD2 

hanriot HD2 FRA loening OL8 loening OL8 USA 

friedrichshafen FF33e DEU mitsubishi 1MT1N mitsubishi 1MT1N JPN 

friedrichshafen FF49c DEU 

vought FU1 

vought FU1 USA 

hanriot HD12 FRA Aichi E3A1 JPN 

nieuport delage Ni D32RH FRA aeromarine 39B USA 

sopwith Baby GBR fiat CR20 ITA 

sopwith Schneider GBR heinkel HD25 JPN 

spad S14 FRA nakajima E2N1 JPN 

loening M 8 0 loening M 8 0 USA piaggio P6ter ITA 

sopwith T1 

cuckoo1 

sopwith T1 cuckoo1 GBR vought UO1 USA 

beardmore Ssb3d GBR 

1931 

 

~ 1940 

aichi E11A1 
aichi E11A1 JPN 

sopwith  

pup1917 

sopwith  pup1917 GBR CAMS37 2 FRA 

bristol Scout C GBR 
arado Ar196A3 

arado Ar196A3 DEU 

parnall Panther GBR vought OS2U3 USA 

sopwith 1.5strutter GBR 

blackburn Baffin 

blackburn Baffin GBR 

sopwith 1A2 FRA fairey Albacore1 GBR 

sopwith 2E1camel GBR fairey Swordfish1 GBR 

sopwith 2F1camel GBR hawker Osprey4 GBR 

sopwith Tabloid GBR levasseur PL7 FRA 

sopwith  pup1916 GBR 

curtiss BF2C1 

curtiss BF2C1 USA 

sopwith type9700 GBR curtiss F11C2 USA 

vought VE7 USA curtiss SBC4 USA 

1921 

 

~ 1930 

OL 8A 

OL 8A USA grumman F2F1 USA 

NAF TS1 USA grumman F3F3 USA 

avro BisonMk2 GBR grumman FF1 USA 

blackburn Repon2C GBR dewoitine D376 dewoitine D376 FRA 

boeing F2B1 USA dornier DO18G1 dornier DO18G1 DEU 

boeing F3B1 USA 

vought V156F 

vought V156F FRA 

boeing F4B4 USA blackburn Roc1 GBR 

boeing FB5 USA blackburn Skua2 GBR 

curtiss F6C4 USA douglas TBD1 USA 

curtiss F7C1 USA fairey Fulmar2 GBR 

curtiss F8C3 USA messerschmitt Bf109T0 DEU 

curtiss F8C4 USA mitsubishi A6M2 JPN 

fairey Flycatcher1 GBR vought SB2U3 USA 

gloster Mars Mk10 GBR fairey Seafox1 fairey Seafox1 GBR 

levy biche LB2 FRA 

gourdou lesseur GL810HY 

gourdou lesseur GL810HY FRA 

mitsubishi 1MF4 JPN liore et oliver H43 FRA 

mitsubishi 2MR4 JPN yokosuka E14Y1 JPN 

mitsubishi 2MT1 JPN 
loire LN210 

loire LN210 FRA 

nakajima A1N1 JPN gourdou lesseur GL832HY FRA 

parnall Plover GBR great lakes BG1 great lakes BG1 USA 

villers Vil2AMC2 FRA grumman J2F6 grumman J2F6 USA 

vought O2U1 USA 

yokosuka B4Y1 

yokosuka B4Y1 JPN 

vought O3U2 USA aichi D1A2 JPN 

vought O3U6 USA berliner joyce OJ2 USA 

westland walrus GBR blackburn Shark2 GBR 

blackburn 

blackburn2 

blackburn blackburn2 GBR fieseler-Fi167A0 DEU 

blackburn Dart2 GBR gloster Sea gladiator2 GBR 

curtiss SC2 USA hawker Nimrod1 GBR 

fairey 3F3 GBR levasseur PL101 FRA 

levasseur PL10 FRA martin BM1 USA 

levasseur PL2 FRA mitsunishi B2M1 JPN 

levasseur PL4 FRA nakajima A2N1 JPN 

levasseur PL5 FRA nakajima A4N1 JPN 

douglas T2D1 douglas T2D1 USA vought SBU1 USA 

junker Ju20 junker Ju20 RUS yokosuka B3Y1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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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Builder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Builder 

1931 

 

~ 1940 

heinkel He60C 

heinkel He60C DEU 

1941 

 

~ 1950 

grunnam F4F4 

fairey Barracuda3 GBR 

beriev Be2 RUS grumman AF2S USA 

blackburn Shark 3 GBR grumman Tarpon2 GBR 

fairey Seal1 GBR hawker Sea hurricane2C GBR 

heinkel He114A2 DEU kokusai Ki76 kokusai Ki76 JPN 

imam Ro43 ITA 
mcdonnell F2H2B 

mcdonnell F2H2B USA 

imam Ro44 ITA grumman F9F5 USA 

kawanishi E7K2 JPN mcdonnell FH1 mcdonnell FH1 USA 

levasseur PL15 FRA north american FJ1 north american FJ1 USA 

mitsubishi F1M2 JPN nortn america AJ1 nortn america AJ1 USA 

najakima E4N2 JPN 

reggiane Re2000 3 

catapultable 

reggiane Re2000 3catapultabile ITA 

nakajima E8N2 JPN brewster F2A3 USA 

watanabe E9W1 JPN yokosuka D4Y1 JPN 

yokosuka E1Y3 JPN yokosuka D4Y4 JPN 

yokosuka E5Y1 JPN ryan FR1 ryan FR1 USA 

junkers Ju87C1 junkers Ju87C1 DEU supermarine 

Sea otter ABR1 

supermarine Sea otter ABR1 GBR 

latecoere late298A latecoere late298A FRA supermarine walrus2 GBR 

loire nieuport LN401 loire nieuport LN401 FRA 

vought F4U4 

vought F4U4 USA 

mitsubishi A5M4 mitsubishi A5M4 JPN chance Corsair F1 GBR 

mitsubishi C5M2 mitsubishi C5M2 JPN vought F4U5 USA 

nakajima B5N2 
nakajima B5N2 JPN vought FG1 USA 

mitsubishi B5M1 JPN 

1951 

 

~ 1960 

breguet alize breguet alize FRA 

northrop BT1 
northrop BT1 USA chance vought F7U3 chance vought F7U3 USA 

brewster SBN1 USA 

de havilland 

Sea hornetF20 

de havilland Sea hornet F20 GBR 

potez452 
potez452 FRA grumman C1A USA 

loire130m FRA grumman E1B USA 

supermarine Walrus1 
supermarine Walrus1 GBR grumman S2F1 USA 

aichi E10A1 JPN grumman TF1 USA 

1941 

 

~ 1950 

douglas BTD1 

douglas BTD1 USA grumman WF2 USA 

aichi B7A2 JPN douglas A3D2 douglas A3D2 USA 

goodyear F2G2 USA 

douglas AD6 

douglas AD6 USA 

aichi D3A2 aichi D3A2 JPN douglas AD5 USA 

vought Kingfisher1 

vought Kingfisher1 GBR douglas Skyraider AEW1 GBR 

aichi E16A1 JPN 

douglas F3D2 

douglas F3D2 USA 

curtiss Seamew1 GBR armstrong whitwortFG GBR 

kawanishi E15K1 JPN supermarine Attacker FB2 GBR 

nakajima A6M2N JPN douglas F4D1 douglas F4D1 USA 

caproni CA316 
caproni CA316 ITA fairey Gannet AS4 fairey Gannet AS4 GBR 

beriev be4 RUS fouga CM175zephyr fouga CM175zephyr FRA 

chance vought F6U1 chance vought F6U1 USA grumman TBM3S grumman TBM3S FRA 

douglas AD2 

douglas AD2 USA 

north american FJ3 

north american FJ3 USA 

brewster SB2A3 USA grumman F11F1 USA 

consolidated TBY2 USA grumman F9F8 USA 

curtiss SB2C4 USA mcdonnell F3H2 USA 

douglas AD4 USA north american FJ2 USA 

firebrand TF4 GBR north american FJ4B USA 

grumman F6F5 USA supermarine Scimitar F1 GBR 

grumman F6F Hellcat F2 GBR mcdonnell douglas 

A4D2 

mcdonnell douglas A4D2 USA 

grumman F8F1 USA mcdonnell douglas A4D1 USA 

grumman F8F2 USA 
soud est aquilon203 

soud est aquilon203 FRA 

grumman TBF3 USA de havilland Sea venom FAW22 GBR 

martin AM1 USA 
vought F4U7 

vought F4U7 FRA 

mitsubishi A6M3 JPN vought AU1 USA 

mitsubishi A6M5 JPN westland Wyvern S4 westland Wyvern S4 GBR 

nakajima B6N2 JPN 

1961 

 

~ 1970 

chance vought F8U2NE 

chance vought F8U2NE USA 

curtiss SC1 curtiss SC1 USA dassault etendard9M FRA 

curtiss SOC3 
curtiss SOC3 USA chance vought F8E FRA 

aichi E13A1A JPN de havilland FAW2 de havilland FAW2 GBR 

curtiss SOC3A curtiss SOC3A USA grumman A6A grumman A6A USA 

de havilland tf33 
de havilland tf33 GBR grumman C2A grumman C2A USA 

grumman F7F3 USA LTV A7A LTV A7A USA 

de havilland sea vampire de havilland sea vampire GBR 

mcdonnell douglas F4H1 

mcdonnell douglas F4H1 USA 

douglas SBD6 

douglas SBD6 USA north american A3J1P USA 

douglas SBD5 FRA mcdonnel douglas Phantom FG1 GBR 

nakajima C6N1 JPN 

mcdonnell douglas A4D5 

mcdonnell douglas A4D5 USA 

fairey Firefly F4 

fairey Firefly F4 GBR mcdonnell douglas A4M USA 

fairey Firefly F1 GBR mcdonnell douglas A4D2N USA 

hawker Sea fury FB11 GBR rockwell OV10A rockwell OV10A USA 

supermarine Seafire 15 GBR hawker harrier GR3 hawker harrier GR3 GBR 

supermarine Seafire L3c GBR LTV A7E LTV A7E USA 

supermarine seafireF15 FRA 
1971 

 

~ 1980 

blackburn Buccaneer S2B blackburn Buccaneer S2B GBR 

supermarine seafireL3c FRA dassault superetendard dassault superetendard FRA 

grunnam F4F4 
grunnam F4F4 USA grumman E2C grumman E2C USA 

Martlet2 GBR grumman F14 tomcat grumman F14 tomca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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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Builder Year Medoid name Object name in taxa Builder 

1971 

 

~ 1980 

lockeed S3A lockeed S3A USA 
1991 

 

~ 2000 

dassault rafale dassault rafale FRA 

northrop grumman EA6B northrop grumman EA6B USA hawker Sea harrier GR7 hawker Sea harrier GR7 GBR 

rockwell OV10D rockwell OV10D USA sukhoi SU33 sukhoi SU33 RUS 

yakovlev YAK38 yakovlev YAK38 RUS mcdonnell douglas FA18E mcdonnell douglas FA18E USA 

1981 

 

~ 1990 

hawker Sea harrier FA2 
hawker Sea harrier FA2 GBR 2001 

 

~ 2010 

bell boeing MV22B 
bell boeing MV22B USA 

mcdonnell douglas AV8B+ USA bell boeing MV22A USA 

mcdonnell douglas FA18C mcdonnell douglas FA18C USA mikoyan MiG29k mikoyan MiG29k RUS 

sukhoi SU25 sukhoi SU25 RUS 2011 

 

~ 2020 

lockheed martin F35B lockheed martin F35B USA 

sukhoi SU27 sukhoi SU27 RUS lockheed martin F35C lockheed martin F35C USA 

- - - - shenyang J15 shenyang J15 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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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 evolution research is a field that establishes the evolutionary 

logic of products that we do not know yet by looking at technological 

innovation or product progress as a process of evolution based on 

Universal Darwinism. 

In this paper, “a research on the mapping of the aircraft and the carrier-

based aircraft’s technological trajectories” and “a research on the mapping 

of the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s phylogenetic 

network”, “a research on the verification of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roduct evolution studies and to 

demonstrate that the symbiosis between products cause the product 

evolution. 

The data used were 199 aircraft carrier models and 309 carrier-based 

aircraft models which were developed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 First, “a 

research on the mapping of the aircraft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s 

technological trajectories” defined the product’s service characteristics as 

the phenotype, and “a research on the mapping of the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s phylogenetic network” defined the product’s 



- 94 - 

 

technical characteristics as the genotype, respectively, to observe the 

product evolution. Through this, the product evolution research of aircraft 

carriers and carrier-based aircraft was conducted in a comprehensive and 

balanced manner in all space(genotype and phenotype spaces) where 

evolution takes place. 

Second, “a research on the mapping of the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s phylogenetic network” presented the highly 

accountable phylogenetic network in which various variables are available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re identified. 

And the phylogenetic network also confirmed that various stylized facts 

caused the evolution of aircraft carriers and carrier-based aircraft. 

Through this method, the existing product evolution research field, which 

was conducted in a micro and non-standardized way, will be conducted to 

having macroscopic and uniformity. 

Third, this paper demonstrated the new stylized fact of product evolution, 

symbiosis between products, through “a research on the mapping of the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s phylogenetic network” and 

“a research on the verification of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based aircraft”, thereby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on the princip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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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paper demonstrated that the development of aircraft carriers 

is a form of evolutionary acquisition, thus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validity of the evolutionary acquisition policy and suggest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evolutionar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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