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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모듈성(modularity)은 ‘near-decomposability’, ‘loose coupling’ 등의 개념으로부터 

유래하여 기술적, 조직적 시스템 등의 복잡한 시스템의 중요한 설계원칙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산업계에서 전

자산업과 같이 모듈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모듈성

이 낮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혁신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를 흔히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산업계의 직관적 관찰을 진화적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표현하고 확인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a and 

Nakamori(2005)의 기술혁신에 대한 행위자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제품의 모듈

성을 제품의 설계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기술

진화적 관점에서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성 정도가 기술혁신의 속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높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

일수록 더 빠른 기술혁신 속도를 보이지만, 모듈성이 너무 높은 산업에서는 

제품 성능면에서 가능성의 공간이 제한되어 높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품 모듈성과 기술혁신 사이 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과 함께 학문적,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제품 모듈성, 기술혁신, 행위자기반 모형 

학  번 : 2020-2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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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혁신의 속도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 Ray Kurzweil(2000)의 가속 수익의 법칙(The law of accelerating returns) 등은 

기술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혁신

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기업의 전략 측면에서, 선점우위 효과

(First mover advantages)를 누리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선도자(First mover)와 

무임승차 효과(Free riding effect)를 노리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이 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도 바로 속도이다. 또한, 이미 

혁신의 메가트렌드가 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Henry Chesbrough(2006)

는 “내부 혁신을 가속화하고 외부 혁신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인 지식 

유입과 유출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혁신의 속도’를 개방

형 혁신의 목적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혁신의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속도와 제품의 모듈성(Modularity) 사이의 관계에 대해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산업계의 관찰 혹은 직관이 있다. 바로 IT, 전자산업과 같이 제품 모듈성이 높

은 산업에서는 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제품 모듈성이 낮은 자동차산업에서는 

혁신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이다. Baldwin and Clark(2003)는 컴퓨터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는 모듈식 설계가 큰 역할을 했으며,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

차 산업과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에서도 컴퓨터 산업에서처럼 모듈

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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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이 높아 제품 모듈성이 낮았던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제품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제품 혁신의 속도가 더디게 나타났지만 모듈화 흐름에 따라 

혁신속도가 빨라질 것이 기대되어 왔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GM 등의 자동차 회사들은 모듈식 제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

하고 신제품 개발속도를 높이는 모듈화 전략을 시도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

었고(Kotabe et al., 2007; Lian & Weisfeld-Spolter, 2015),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품 복잡성 및 부품 수가 줄어들고 제품 모듈성이 높은 전기차 플랫폼

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 발전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

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3~5년의 신차개발기간을 

1~3년으로 더욱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Sabadka et al., 2019). 또한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에서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 내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모듈성이 높아지면서 혁신의 속

도가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모듈성과 기술혁신 사이 

관계에 대한 산업계의 직관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사실 모듈성(Modularity)과 관련된 연구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품의 모

듈성(Ulrich, 1994), 복잡한 공학시스템(Baldwin & Clark, 2006), 모듈식 생산 시스

템(Rogers & Bottaci, 1997), 제품 및 조직 설계(Sanchez & Mahoney, 1996) 등 주로 

기술적 설계(Technological design) 혹은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들 논의에서 모듈성은 주로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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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수들(Design parameters)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Gershenson et al., 

2004), 혹은 제품개발전략이나 조직구성 측면에서 기업의 전략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Ethiraj, S. K., & Levinthal, D., 2004)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 이런 모듈

성의 개념을 적용한 모듈러 설계(Modular design)는 주로 복잡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설계 원칙 혹은 도구로 소개되었고, 이런 모듈러 설계의 다양한 이점들

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제품 모듈성과 관련하여, 제품 기능 측면에서는 재구성(Reconfiguration)

과 제품 다양성 및 맞춤화(Product variety & Customization)에 이점이 있고,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모듈 공유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며, 수명주기 측면에서

는 설계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한다고 이론적으로 설명되

고 있다 (Sosale et al., 1997; Huang & Kusiak, 1998; Gershenson & Prasad, 1999; 

Gershenson et al., 2003). 제품 모듈성은 이후 생산시스템 형태, 조직구조 등에 영

향을 미치며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산업 전체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실증 데이

터를 통해 제품 모듈성이 기업과 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제품의 모듈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한 경험적 분석에 그쳤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의 공진화를 고려한 진화적,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의 속도 및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진화적 관점으로 기술변화, 기술혁신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지

속되어왔다. Ziman(2000)은 기술진화와 생물진화는 변이(Variation)-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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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전승(Retention)의 원리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Wagner & Rosen(2014)는 생물학적 진화와 기술진화 사이의 관계를 유비함으로

써 9가지 공통성(Commonalities)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술진화적 관점

으로 최근에는 기술진화경로 분석, 제품진화계통도 구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소비자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과 함께 공진화하는 복잡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일부 확보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과거부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Nelson & Winter, 

1982; Windrum, 1999). 본 연구에서도 진화적 관점에서 모듈성과 관련된 산업계

의 직관 즉, 높은 모듈성을 가진 산업에서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술 진화의 두 가지 측면인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수요견인(Demand pull) 

관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행위자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제품혁신과정을 모

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제품의 모듈성 정도가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후 2장에서는 기본적인 모듈성의 개념 및 효과, 그리고 진화적 관점으로

기술 및 제품의 혁신을 바라본 연구들 중 하나인 제품의 진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시뮬레

이션 모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품 모듈성을 정의한다. 4장에서는 3장

에서 소개한 모형을 수립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고찰한 뒤, 결과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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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과 학문적, 경영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모듈성의 개념 

모듈성은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의 손실 없이 새로운 구성을 얻기 위해 혼

합 및 일치될 수 있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모듈 내 상호 의

존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속성이다 

(Baldwin and Clark, 1997; Langlois, 1992; Campagnolo and Camuffo, 2010에서 재인용). 

이런 모듈성 개념의 시작은 Simon(1962)의 ‘거의 분해가능성(near-

decomposability)’ 혹은 Weick and Orton(1990)의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 까

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Simon(1962)은 복잡한 시스템이 어떤 계층들

(hierarchies)을 가지고 있고, 이 계층들은 거의 분해가능성(near-decomposability)

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 속성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 거의 분해가능성(near-decomposability)은 어

떤 그룹 내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른 그룹 내 속한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모듈성의 정도

(degre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Weick and Orton(1990)은 인과

모형 기반의 느슨한 결합 이론(loose coupling theory)을 제시하였고 느슨한 결합

의 직접적인 효과 중 하나로 모듈성(modularity)을 언급하는데, 이 느슨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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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모듈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하거나 어떤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모듈성과 같은 개념이 사용되어왔는데, 이런 모듈성이라는 

개념이 제품 설계의 원칙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Henderson and 

Clark(1990)는 제품의 구성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이 구성요소들이 제품 아키텍

처인 시스템에 통합되는 방식을 구별함으로써 제품의 구조를 바꾸는 아키텍처 

혁신을 제시하였다. Ulrich(1994)는 모듈성(modularity)이 제품을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나눌 때 발생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제품라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모듈화의 이점을 근거로 

모듈성을 제품 아키텍처 설계 원칙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Ulrich(1995)는 기능적 관점에서 ‘기능적 요소에서 제품의 물리적 구성

요소로의 일대일 매핑’을 모듈식 아키텍처로 정의하여 기술지향적으로 구성 

요소의 기능 및 상호작용을 연구했지만, 기능적 관점과는 다른 수명주기 관점

에서 각 개발단계 별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품 모듈성 정의를 내린 연구

들도 있었다.  Campagnolo and Camuffo(2010)에 따르면, 수명주기(life-cycle)프로

세스 관점에서 제품 설계 모듈성은 서로 다른 개발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각 

단계 내에서 다양한 목표가 가능한데, 이 목표에 따라 모듈성의 정의, 측정방

법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Gershenson et al(1999)은 제품 모듈화보다는 모듈화

된 제품을 만드는 관점에서 모듈성을 바라보았고, 모듈설계의 목표를 유사한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가진 모든 속성을 다른 모든 속성 및 수명주기 프로세스

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단일 모듈로 그룹화했다.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모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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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비교적 간단한 제품인 샤프 펜슬(mechanical pencil)을 예

시로 제품의 모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 또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제품 

설계 차원에서 모듈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연구들을 통해 모듈성은 기술적 

시스템의 설계 원칙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 나아가 모듈성은 산업구조 및 조직/기업 전략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

구주제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조직 내부 혹은 조직 간의 노동력 분리가 제품 

모듈성을 반영하며, 제품 모듈성과 아웃소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Rogers and Bottaci(1997)는 표준화된 모듈식 기계로

부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으로 모듈식 생산 시스템

(modular production system)을 제안하였고, Sako(2003)는 제품 모듈성이 모듈 아

웃소싱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경로가 존재함을 밝혔으며, Sturgeon(2002)은 전

자 산업의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ing) 사례를 통해 모듈식 생산 네트워크

(modular production network)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모듈성은 산

업이 완전히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의 형태부터 각각의 분리된 모듈에만 

초점을 맞춰 생산하는 독립적으로 분해된 기업들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조직 설계 관점에서 Sanchez and Mahoney(1996)는 모듈성을 기

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일종의 조직 설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적 모듈성(organizational modularity)은 조직, 지리, 문

화 및 제품 설계와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조직 단위의 분리 정도를 나타내며

(Fine et al., 2005), 제품 모듈성과 조직적 모듈성(organizational modularity) 사이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Colfer and Baldwin(2010)의 미러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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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ing hypothesis) 등 조직 모듈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생겨났다.  

모듈성 개념은 기술 및 관리 영역뿐 아니라 인지과학 및 심리학(Fodor, 1983; 

Meunier et al., 2010; Bertolero et al., 2015), 역학 및 네트워크 과학(Variano et al., 

2004; Newman, 2006), 유전학 및 진화생물학(Wagner et al., 2007; Klingenberg, 2013; 

Zelditch & Goswami, 2021)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분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듈성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체로 복잡한 기술적, 조직적 시스템의 설계원칙이자 시스템 내 구

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유기체 생물학 연구에서 모듈성이 유기체의 근본적 특징이자 진화를 설

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되며 지속적으로 모듈성과 관련된 연구가 확장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모듈성 연구들의 확장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품 설계 차원의 제품 모듈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2 제품 모듈성과 기술혁신 

본 절에서는 제품 모듈성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 모듈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품에 모듈식 

설계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

이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 모듈성이 제품

혁신,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

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우선 이론적으로, Baldwin and Clark(1997)는 복잡성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9 

 

제품에 모듈성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산업의 혁신속도가 증가한다며 이를 컴퓨

터 산업의 사례를 통해 주장하였다. 또한, 모듈화가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거

나 경쟁 압력을 높이면서 기업 간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높

은 속도의 혁신과 더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하

고 있다. 그리고, 모듈식 설계 아키텍처(플랫폼 전략)를 사용하면 복잡한 제품

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Muffato, 1999), 최소 시간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급격한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다

(Fujita, 2002). 이와 같이, 대체로 사례 연구 중심으로 제품의 모듈성이 기술혁

신의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잡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이런 사례 기반의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주장들에 근거를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제품 모듈성이 기업과 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Antonio et al.(2007)은 

홍콩 제조업(전자, 장난감 및 플라스틱 산업) 28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듈식 제품을 설계하는 제조업체가 더 나은 고

객 서비스, 설계 및 제조 유연성,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향상시킴으

로써 높은 제품 경쟁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즉, 이 연구는 이전 문헌들

(Baldwin and Clark, 1997; Baldwin and Clark, 2000; Gershenson et al., 2003)에서 제안

한 제품 모듈성이 기업의 경쟁 능력(competitive capability) 및 제품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 연구이다. 또한, Danese and 

Filippini(2012)는 전세계의 기계, 전자 및 운송장비 산업에서 활동하는 2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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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 모듈화가 신제품개발 시간

과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교적 최근에는 제품 모듈화가 갖는 경제적 이점 및 모듈화가 다양한 제품 

수명 단계에 걸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Piran et al. (2020) 은 버스 제조업체 대상의 종단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데

이터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와 Malmquist지수 분석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결과, 제품 모듈화가 제품 엔지니어링 부서의 효

율성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

고, Sun and Zhong(2020)은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모듈 공급업체 121개를 대상

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기반으로 기업 간 

모듈화 협력 관점에서 제품 모듈화가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속

성 기반 관계 기업 투자(Property-based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PRSI)와 지

식 기반 관계 기업 투자(Knowledge-based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KRSI)를 

포함하는 모듈공급업체에 대한 관계 기업 투자가 제품 혁신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매개역할을 밝혔다. Hackl et al. (2020)은 모듈식 제품 구조가 설

계에서 생산까지의 수명 주기 단계에 걸쳐 기업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헌 기반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9개의 모듈화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듈식 제품 구조는 설계 단계에

서 공통성의 증가가 구성요소 재사용을 유도하여 단위당 개발 비용을 낮추며, 

조달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매 조건이 개선되어 비용이 절감되

고, 생산 단계에서는 구성요소의 다양성이 작을수록 프로세스가 더 최적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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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듈식 제품 구조가 전체 수명 

주기 단계에 걸쳐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을 보

여주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

서 제품 모듈화가 기업의 경제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데이터의 한계 및 여러 요인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사례 

중심의 연구들이 활발하다. 

한편, 제품 모듈성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몇몇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높은 제품 모듈성이 오히려 제품 다양성을 증가시켜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거나(Bayus & Putsis, 1999), 제품의 혁신성 혹은 성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rich, 1995; Yam et al., 2011). 특히, 

Brusoni(2005)는 영국의 화학산업에서 화학 엔지니어링 설계활동을 하는 기업

들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해 분업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듈

식 제품이더라도 지식을 통합하는 회사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즉, 

모듈식 제품 아키텍처가 복잡한 제품 개발에 있어서 여러 모듈 간 조정/거래 

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Zirpoli and Becker(2011)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극단적인 형태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아웃소싱을 시도할 때 직면한 문제들을 조사함으로써, 모

듈식 제품 아키텍처를 통해 복잡한 제품의 성능 절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모듈간 추가적인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대체로 비용과 

통합적인 성능 관점에서 지나친 모듈화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례 중심의 연

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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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모형 혹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모듈식 제품 아키텍처의 효과성을 

보여준 연구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Luo(2015)는 제품 아키텍처가 제품 진화

력(product evolv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구조 매트릭스(Design Structure Matrix)를 분석하여 더 모듈

화된 제품이 적합도 지형에서 더 적은 극값 밀도(peak density)를 가져 제품의 

진화능력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Ethiraj & Levinthal(2004)은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 조정 및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통합화가 성

능개선의 속도를 제한하며, 지나친 모듈화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한

계를 만든다는 점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보여주었다. 다만 이 연구는 미

리 최적의 제품 모듈성 구조를 가정해 놓고, 기업 전략 관점에서 실제의 제품 

모듈성 구조에 부합하게 조직을 구성하여 설계 진화 과정을 수행할수록 더 빠

르고 더 좋은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품 설계 측면의 

문제보다는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해당 모형은 소비자의 수요에 의한 제품 선택 및 제품 진화 과정은 없어 소비

자까지 포함한 더 일반화된 거시적 관점의 기술혁신은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제품 모듈성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 제품의 성능, 기술혁신 속도 

등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높은 제

품 모듈성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들이 많았고, 일부 연구에

서 너무 과도한 제품 모듈성은 제품 성능 개선을 제한하거나 개발비용증가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존 문헌들에서는 데이터, 측정방법 등의 

한계로 인해 대체로 특정 사례 중심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해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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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특정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거나 특정한 기업의 결과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진화적 관점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

형을 통해 제품 모듈성이 기술진화, 제품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들

이 있었지만 기술혁신의 커다란 한 축인 수요견인(Demand-pull) 관점의 연구는 

없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3 제품진화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제품의 진화에 대한 개념 및 관련된 최근 연구흐름들을 소개하

고 제품진화 연구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품의 진화 연구는 생물학 이외의 분야에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하려는 보

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진화 연구의 한부분

이라 볼 수 있다. 기술 혹은 제품이 생물의 진화와 같은 원리로 진화한다는 

주장은 새뮤얼 버틀러(Samuel Butler), 피트 리버스(Pitt Rivers) 등의 오래전 사상

가들로부터 시작되었고(이홍구, 2001), 변이(Variation)-선택(Selection)-전승

(Retention)으로 대표되는 다윈의 진화논리를 이용하여 기술의 변화, 제품의 진

화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20세기 후반 다양한 연구자들로부터 사례 연구 형태

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Basalla(1988)는 수차, 인쇄기계, 증기기관, 

자동차 등을 통해 기계가 발전되어온 과정을 보면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전의 제품들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생물의 진화과정과 매우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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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주장하였고, Tellis & Crawford(1981)는 세탁기를 사례로 여러 진화적 패턴

들을 이용하여 제품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진화 주기 

모형(product evolutionary cycle)을 제시하였다. 

Saviotti & Metcalfe (1984)는 기술혁신의 결과로써 제품을 기술적 속성과 서비

스적 속성 사이의 매핑 패턴으로 정의하여 기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

임워크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진화에 대해 보다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지용, 2019; Kim et al., 

2020; 김세일, 2020).  대표적인 연구로는 헬리콥터의 진화 과정을 주성분 분석

과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 기술 체제

(Technological regime), 기술 패러다임(Technological paradigm)의 존재를 실증적으

로 확인한 Saviotti & Trickett(1992), 탱크의 진화 궤적을 식별한 Castaldi et 

al.(2009)과 Kim et al.(2020), 휴대폰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식별한 Windrum et al.(2009)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 특정

한 패턴을 찾고 이를 통해 추세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어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 혹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애초에 어떤 인과관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는 설명할 수 없는 등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

술혁신/기술진화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링 접근 방법을 활용

해왔다. 그 시작은 산업 동학(Industrial Dynamics)과 경제성장 과정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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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 Nelson & Winter(1982)의 연구이며, 이후 Malerba 

et al.(1999)의 역사친화적 모델(History-friendly’ models), Ma and Nakamori(2005)의 

기술혁신에 대한 ABM(Agent-based modeling) 등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반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Windrum(1999)은 기술혁신 연구에서 기술혁신의 특징인 복잡한 현상을 다룰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와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 연구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은 일

부 제한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분석적, 통계적 방법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소비자 및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공진화하여 복잡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 기술진

화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며 이에 대한 직관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론이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시간 경과에 따른 상태 변화로 모델을 수행하는 

실행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 역학이 중요한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Borshcev & Filippov, 2004).  

제품 또한, 여러가지 기술들로 구성된 복잡계 시스템이고, 이를 둘러싼 환경 

즉,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현실세계로

부터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진화 관련 연구에서도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많

이 사용되어왔다. Ma and Nakamori(2005)는 Kauffman(1993)의 NK모형을 일반화

하여 제품의 기술적 속성 및 기능적 속성을 모형화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행위자로 설정하여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

신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였다. 김성진(2015)은 제품진화논리를 기반으로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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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모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루틴을 추가하여 제품/생산자/소비자 사이의 공

진화를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진화 논리를 적용하여 기술혁신을 연구하는 기술진화 연구의 

한 부분으로 제품 진화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관련 연구들에서는 

복잡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부터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이용

하여 진화적 관점에서 제품의 모듈성이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3.1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3.1.1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행위자기반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술진화 측면에서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수요견인

(Demand pull) 관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제품이라는 작은 미시적 수준에

서의 상호작용이 기술혁신의 속도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복잡한 현상을 연구

하는데 유용한 행위자기반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행위자기반 모형을 통한 

분석방법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책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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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제품시장의 진화 혹은 산업시스템의 진화를 분

석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Lempert, 2002; Smith & Conrey, 2007; Shaiei et al., 

2012, Cao et al., 2009). 이런 행위자기반 모형을 통한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복잡계를 연구하는 상

향식 방식의 연구로 기술혁신, 제품진화와 같은 현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혁신의 원천에 대해 기술추진과 수요견인 두가지 관점에 대

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고 두 관점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았기에 기

술혁신을 나타내는 모형에는 이 두가지 관점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행위자기반 모형에서는 기술추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과 수요견

인에 기여하는 소비자를 각각 행위자로 두고 이들의 의사결정이 기술혁신 환

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행위자 기반 모형은 시뮬레이션 모형으로써 Axelrod(1997)가 이야기한 시뮬

레이션의 가치에 대한 설명, 즉 귀납적, 연역적이 아닌 과학을 수행하는 제 3

의 방법에 부합하다고 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를 직접 측정하진 

않지만 엄격하게 지정된 규칙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는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제품 모듈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다

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측정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실세계에서는 얻기 힘든 시장데이터와 기술적인 제품데이터를 행위자기반 

모형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기반 모형이 제품

진화 관점에서 제품 모듈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론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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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모델로 2장에서 잠시 소개한 Ma and 

Nakamori(2005)의 기술혁신에 대한 행위자기반 모형을 채택하였다. Ma and 

Nakamori(2005)의 행위자기반 모형은 Kauffman(1993)의 NK모형을 응용하여 제

품의 기술적 속성 및 기능적 속성을 모형화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행위자로 하는 행위자기반 모형으로써 제품을 기반으로 하

는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였다. 따라서 제품의 모듈성이라는 미시적 

수준의 개념부터 기술혁신의 속도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현상을 동시에 관찰

할 수 있는 모형이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모형에 대해 간

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1.2 Ma and Nakamori(2005)의 행위자기반 모형 

Ma and Nakamori(2005) 모형에서의 행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두 종류가 있

다. 생산자는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P = {P1, P2, … , Ps} , 소비자는 C =

{C1, C2, … , CR} 로 표현하며, 매 기 마다 생산자 P𝑖(𝑖 = 1, 2,… , 𝑆)는 본인이 가지

고 있는 제품의 기술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L𝑖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 때 제품은 기술의 운반자로써 N개의 설계변수(Design Parameter) g𝑖(𝑖 =

1,… , N)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U개의 성능변수

(Performance Parameter) 𝑓𝑗(𝑗 = 1,… , U)  를 가지고 있다. 이는 Saviotti & 

Metcalfe(1984)가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genotype-phenotype 과 같이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적 특성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틀을 따르고 있

다. 여기에 Ma and Nakamori(2005)는 각 설계변수가 Hi개의 설계 값(desig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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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수 있음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제품은 N개의 설계

변수, 즉 유전자(gene)을 가지고 있는 게놈(genome)이라 볼 수 있고, 각 gene은 

Hi개의 설계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지고 U개의 표현형 성능변수에 영향을 미

치며 이들 성능변수는 제품의 총 성능, 전체 적합도(total fitness)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 때 N개의 설계변수와 U개의 성능변수 사이의 관계는 Kauffman의 

NK모델을 조금 더 일반화하여 나타내었고, 이를 표현한 유전형-표현형지도는 

다음과 같은 행렬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M = (mij)N×U
, i = 1,… , N;  j = 1,… , U ;  mij ∈ {0,1}                 - 식 (1) 

 

여기서 mij의 값이 1이면 설계변수 i가 성능변수 j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며 각각의 성능변수의 값은 식 (2)와 같이 설계변수들에 대한 균일분포를 갖

는 랜덤함수(uniform pseudo-random function)로 정의된다. 이 함수 f는 일종의 적

합도 지형(fitness landscape)의 역할을 하게 된다. 

   

  𝑓𝑗 = 𝑓(x ∘ qj; j, qj) ~ uniform on [0,1], x ∈ {1,… , Hi}, qj = (mij)N×1
 

𝑓 ∶ {1, … , Hi}
N × {1,… , U} × {1,… , Hi}

N → [0,1]                     - 식 (2) 

 

여기서 ∘는 Schur product이고, 제품의 총 적합도(Total fitness, FC)는 성능변수

들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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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
1

U
∑ 𝑓𝑗
𝑈
𝑗=1                                                 - 식 (3) 

 

매 시기마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존재하는 여러 제품들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게 되는데, 각 소비자들은 성능

변수들에 대한 자신만의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어 가중평균 방식으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즉, 소비자 C𝑗 (𝑗 = 1,… , R)는 U개의 서로 다른 성능변

수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중치는 시뮬레이션 초기설정에서 랜덤

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식 (4)과 같이 계산

된다.  

 

  E = ∑ 𝑤𝑖
𝑈
𝑖=1 𝑓𝑖                                                  - 식 (4) 

 

{
 𝑤𝑖,𝐶𝑗 ∈ [0,1], 𝑖 = 1,… , 𝑈

∑ 𝑤𝑖,𝐶𝑗
𝑈
𝑖=1 = 1

                                        - 식 (5) 

 

생산자는 매 시기마다 본인의 설계변수공간(Design Parameter Space, DPS)내에

서 제품진화(Retention, Crossover, Mutation)의 과정을 따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

한다. 예를 들어, N = 4,Hi = 3 일 때, 생산자 Pi∗의 설계변수공간(GPi∗)은 각 설

계변수의 모든 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general DPS(G)으로부터 생성된다. 이를 

행렬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생산자 Pi∗가 설계변수공간 GPi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gene 벡터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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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진화의 과정(Retention, Crossover, Mutation)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유

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Retention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택받아 생존하기 

위해 특정 genome 유형 제품(Au )이 다음 세대 제품이 될 확률을 아래 식 (6)

와 같이 정의하여 더 유용한 gene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  

 

P(A𝑢) = (𝑠𝑢 − 𝑠𝑚𝑖𝑛)/ ∑ (𝑠𝑗 − 𝑠𝑚𝑖𝑛)
𝐵
𝑗=1                              - 식 (6) 

 

여기서 su는 해당 제품의 이번 시기 판매량, smin  은 모든 제품들 중 최소 

[그림 1] 생산자의 설계변수공간 

[그림 2] 생산자 Pi∗가 생산 가능한 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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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B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전체 제품의 수이다. 새로운 제품은 교배

(crossover) 혹은 변이(mutation)을 통해 생성되는데, 교배는 α 의 확률로 두 제

품의 일부분이 서로 교환, 재조합 되는 것을 의미하며, 변이는 β 의 확률로 어

떤 설계변수의 값(value)이 다른 값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본래 유전알고리즘

은 무한한 공간에서 최적해를 찾아가는 최적화 알고리즘이지만 본 모형에서는 

기업내부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품, 설계

변수 조합을 찾아가는 혁신활동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Ma 

and Nakamori(2005)의 기술혁신에 대한 행위자기반 모형의 시뮬레이션 절차를 

순서도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위자별 규칙을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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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 and Nakamori(2005) 행위자기반 모형의 시뮬레이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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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위자별 규칙 

행위자 규칙 설명 

생산자(Pi) 행위  

(i = 1, … , S) 

● 생산자의 설계변수공간(GPi )으로부터 선택 가능한 설계변수들

의 조합으로 제품을 매 시기마다 생산한다. 

APi = {𝐴𝑖1 , 𝐴𝑖2 , … , 𝐴𝑖𝐿𝑖} 

● 첫 시기에는 설계변수들이 랜덤하게 조합된 Li 개의 제품을 생

산한다. 

● 다음 시기부터는 제품진화 과정(Retention, Crossover, Mutation)에 

따라 Li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 Retention : P(A𝑢) = (𝑠𝑢 − 𝑠𝑚𝑖𝑛)/  ∑ (𝑠𝑗 − 𝑠𝑚𝑖𝑛)
𝐵
𝑗=1  

- Crossover & Mutation rate : α  &  β  

소비자(C𝑖) 선택 

(i = 1, … , R) 

● 매 시기마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m개의 제품이 존재할 때, p개

의 제품을 탐색하여 효용을 비교한다.  

● 각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각 제품의 성능변수들의 

가중평균법으로 계산한다. 

E =∑𝑤𝑖

𝑈

𝑖=1

𝑓𝑖,

{
 

 
 𝑤𝑖,𝐶𝑗 ∈ [0,1], 𝑖 = 1,… , 𝑈

∑𝑤𝑖,𝐶𝑗

𝑈

𝑖=1

= 1
 

● 비교할 수 있는 제품 중 최대 효용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구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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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성 

본 연구에서는 Ma and Nakamori(2005)의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제품의 모듈성

을 정의하고 이 모듈성의 정도가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장 1절의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듈성

(Modularity)은 제품 설계, 생산시스템, 조직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품 설계 차원의 설계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특성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즉, 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설계변수들 사

이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의존적(dependent) 관계로써 제품의 성능

을 좌우한다면 모듈성이 낮은 통합형 제품이며, 설계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제

품의 성능에 대해 상호 의존성이 최소화되어 모듈형 구조를 띄는 경우 모듈성

이 높은 모듈형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한 종류, 하나의 객체로서의 제품이 아닌 동일한 설계구성요소를 가지고 동일

한 성능변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용을 전달하는 일종의 제품군을 뜻한다. 즉, 

바디, 엔진,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의 설계변수로 주행성능, 연비, 승차감 등의 

성능변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용을 전달하는 자동차 제품군 전체를 의미한다. 

각 설계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의존적인 자동차는 모듈성이 낮은 통합형 

제품인 반면, 각 설계변수들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성능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제품은 모듈성이 높은 모듈형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설계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모듈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Ma and 

Nakamori(2005) 모형에서 M matrix이다. 이 M matrix를 구성하는 요소인 mij값

에 따라 각 성능변수에 대한 설계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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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정된다. 예를 들어, N=4, U=3, 즉, 제품을 구성하는 설계변수가 4개이며, 

소비자가 느끼는 성능변수는 3개인 제품이 있을 때, [그림 4]과 같이 두 가지 

M matrix를 비교해보자. MA 와 같은 제품아키텍처를 가진 제품의 경우, 설계변

수 g1, g2, g3와 g4가 각각 한 개의 성능변수에만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독립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MA  는 3개의 모듈화된 제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PC와 같은 전자산업의 제품들이 이런 모듈성 높은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MB  와 같은 제품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제

품은 하나의 설계변수가 여러 성능변수에, 여러 설계변수가 하나의 성능변수

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설계변수가 제품의 성능에 대해 서로 의존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듈성이 낮은 통합형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같이 여러 설계구성요소들이 성능에 대해 서로 의존적이고 상충적인 제품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림 4] 서로 다른 모듈성 제품 아키텍처 예시 

 

본 연구에서는 이 M matrix를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5가지의 모듈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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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제품 혹은 산업을 가정하였다. M1, M2 제품(산업)의 경우, 극단적인 통

합형 제품으로 모든 설계변수가 모든 성능변수에 영향을 미쳐 설계변수 간 의

존도가 아주 높다. 반면, M4나 M5의 경우, 설계변수와 성능변수가 2대2, 1대1 

관계로 매칭됨으로써 설계변수들이 일종의 모듈을 형성하여 높은 수준의 모듈

성을 가진 모듈형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M matrix에 따라 서

로 다른 제품 모듈성이 진화적 관점에서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제품 모듈성 정도에 따른 M matrix 정의 

제품(산업)

명 
M matrix 

DSM 

(Design Structure Matrix) 

설계변수 

네트워크 
모듈성 

M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매우 낮음 

M2 

[
 
 
 
 
 
1 1 1 1 0
0 1 1 1 1
1 0 1 1 1
1 1 0 1 0
1 1 0 1 1
1 0 1 1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낮음 

M3 

[
 
 
 
 
 
1 1 1 0 0
1 1 0 0 0
0 0 1 1 0
0 0 1 1 0
0 0 0 1 1
0 1 0 0 1]

 
 
 
 
 

 

[
 
 
 
 
 
1 1 1 1 0 1
1 1 0 0 0 1
1 0 1 1 1 0
1 0 1 1 1 0
0 0 1 1 1 1
1 1 0 0 1 1]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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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
 
 
 
 
 
1 1 0 0 0
1 1 0 0 0
0 0 1 1 0
0 0 1 1 0
0 0 0 0 1
0 0 0 0 1]

 
 
 
 
 

 

[
 
 
 
 
 
1 1 0 0 0 0
1 1 0 0 0 0
0 0 1 1 0 0
0 0 1 1 0 0
0 0 0 0 1 1
0 0 0 0 1 1]

 
 
 
 
 

 

 

높음 

M5 

[
 
 
 
 
 
1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1
0 0 0 0 1 1]

 
 
 
 
 

 

 

매우 높음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우선 본 연구를 위해 객체지향 언어인 Python을 이용하여 Ma and 

Nakamori(2005)의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였다. 두 행위자인 생산자와 소비

자뿐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 또한, 하나의 객체로 

구현함으로써 제품의 진화과정을 좀 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먼저,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진화적 관점에서 기술혁신과정을 묘사하

는 모형으로 잘 구축되었는지 타당성 검증을 위해 Ma and Nakamori(2005)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3장 2절에서 정의한 제품 모듈성

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가 과연 다른 초기 조건들이 주어진 상황

에서도 유효한 결과일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초기조건들을 바꾸어 가며 

본 시뮬레이션 결과의 강건성을 테스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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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형 타당성 검증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축한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Ma and 

Nakamori(2005)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형의 초기값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는데, 이는 Ma and Nakamori(2005)에서 설정한 초기값과 

모두 동일하다. 

 

제품의 설계변수 수: N =  6 

각 설계변수가 가지는 설계 값의 수: Hi  =  4 

제품의 성능변수 수: U =  5 

기업 수: S =  3 

매 시기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종류: Li  =  50 

소비자 수: R =  1000 

교배율(crossover rate): α = 0.7 

변이율(mutation rate): β = 0.02 

 

위 초기값 설정에 따르면, 모든 제품은 6개의 설계변수(Design Parameter)와 5

개의 성능변수(Performance Parameter)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설계변수는 각각 

4개의 설계 값(Design Value)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는 총 64=1296

개의 제품 유형이 존재한다. DPS(Design Parameter Space)에서 PPS(Performance 

Parameter Space)로 연결해주는 M matrix는 설계변수와 성능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랜덤하게 초기화된다. 산업에는 3개의 생산자 기업이 있고 모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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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들은 매 시기마다 50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한다. 각 생산자들의 초기 제

품 유형은 생산자들의 DPS(Design Parameter Space)에서 랜덤하게 생성된다. 시

장에는 1000명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다음 시기에 생산되는 제품이 이전 시기

의 제품들 간 재조합 될 확률을 의미하는 교배율(Crossover rate)은 0.7(70%), 기

존에는 없던 새로운 유전자(gene)을 가지게 되어 급진적 혁신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변이율(Mutation rate)은 0.02(2%)로 Ma and Nakamori(2005)의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Ma and Nakamori(2005)에서와 같이 

아래 두 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AVE(average evaluation value)는 모든 소비자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 유형들에 대해 느끼는 평균적인 가치(E)이다. 즉, 

소비자들이 이 산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VF(average performance value)는 모든 제품들의 평균 성능 값(total fitness, FC)으

로, 실질적인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값이라 볼 수 있다. 

 

  AVE(averate evaluation value) =
∑ ∑ ∑ 𝐸𝑖𝑗𝑙

𝐿𝑗
𝑙=1

𝑆
𝑗=1

𝑅
𝑖=1

R×∑ 𝐿𝑗
𝑆
𝑗=1

                   - 식 (7) 

 

  AVF(average performance value) =
∑ ∑ 𝐹𝐶𝑖𝑗

𝐿𝑖
𝑗=1

𝑆
𝑖=1

∑ 𝐿𝑗
𝑆
𝑗=1

                    - 식 (8) 

 

우선, Ma and Nakamori(2005)의 situation 1,2에서 모든 소비자가 한 그룹으로 

모두 같은 선호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각 소비자가 시장의 모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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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와 일부(5개) 제품만 평가하여 선택하는 경우를 비교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왼쪽은 소비자들이 시장의 모든 제품을 비교

하여 선택하는 경우이며, 오른쪽은 임의의 5개의 제품만 평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위쪽 그림은 각 기

업의 판매량(시장점유율), 아래쪽 그림은 식 (7), 식 (8)로 정의한 AVE, AVF, 

maxFC(가능한 모든 제품 유형의 최대 적합도 값)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선호도 가중치가 모두 동일한 소비자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비

교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림 5]의 좌상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이 1번, 2번 기업(Producer 1, 2)은 전혀 판매량이 없고 3번 기업(Producer 3)의 판

매량이 1,00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금이라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

고 있는 3번 기업이 전체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

되어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들 중 일부만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제품을 구매하

는 경우에는, [그림 5]의 우상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3번 기업의 판매량

이 약 900개, 2번 기업의 판매량이 100개 정도가 되어 가장 우수한 기업인 3번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

는 시장이 완전히 독점상태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각 성능변수에 대한 선호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성능변수간 가중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산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AVE)값과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 혹은 제품의 평균적인 성능(AVF)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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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그림 5]의 상황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본 연구에

서 구축한 모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에

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았을 때에는 3번 기업이 1000

개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시장이 완전한 독점 상태에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2번 기업이 약 200개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가장 우수한 기

업인 1번 기업은 약 800개 판매량을 기록하여 가장 우수한 기업의 독점적 지

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상단). 또한,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과 

산업 내 존재하는 제품의 평균 성능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완전히 동기화

[그림 5] Ma and Nakamori(2005)에서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 결과 

(좌: 모든 제품을 비교, 우: 임의의 5개 제품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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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제품의 성능발전이 곧바로 소비자 효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기술적 성능향상이 곧바로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여러 그룹으로 나눠

져 소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Ma and Nakamori(2005)에서 보여

준 결과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왼쪽은 소비자 그룹이 50개로 나눠졌을 

때이고, 오른쪽은 소비자 그룹이 1000개로 나눠졌을 때, 즉, 모든 소비자가 모

두 다른 선호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그림 7]의 좌상단을 보면, 소비

자 그룹이 50개였을 때, 가장 지배적 기업인 1번 기업의 판매량은 약 800~900

[그림 6]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모형에서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 결과 

(좌: 모든 제품을 비교, 우: 임의의 5개 제품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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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고, 2번, 3번 기업의 판매량은 각각 50~100개정도로 1번 기업이 어느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림 7]의 우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소

비자의 다양성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2번 기업의 판매량이 약 700~800개, 3번 

기업의 판매량이 200~300개로 더 이상 하나의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점시장으로 보기 힘들다. 즉, 소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여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7]

의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의 다양성이 극도로 증가할수록 AVE(average 

evaluation value)값과 AVF(average performance value)값이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되어 소비자 효용과 기술적 성능향상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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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확

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 그룹 수가 50개 일 때 3번 기업의 판매량은 약 

700~800개, 2번 기업의 판매량은 약 2~300개이지만 ([그림 8]의 좌상단), 소비

자 그룹 수가 1000개 일 때 가장 우수한 기업(2번 기업)의 판매량은 약 600개, 

3번, 1번 기업의 판매량은 각각 약 300개, 약 100개([그림 8]의 우상단) 정도로 

지배적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다양성 증대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산업에 대한 만족도인 AVE(average 

evaluation value)와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인 AVF(average performance value) 값의 

차이가 서로 줄어들어 이 두 값이 거의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그림 7] Ma and Nakamori(2005)에서 소비자 다양성이 증가한 결과 

(좌: 50개의 소비자 그룹, 우: 1000개의 소비자 그룹) 



36 

 

8] 하단).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모형이 두 가지 상황,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

되는 상황 및 소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 모두에서 Ma and 

Nakamori(2005)의 결과를 잘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진화적 관점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행위자기반 모형이 잘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모형에서 소비자 다양성이 증가한 결과 

(좌: 50개의 소비자 그룹, 우: 1000개의 소비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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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품 모듈성에 따른 기술혁신 속도 및 성과 차이 

이제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제품 모듈성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

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AVF(average performance value), 즉 시장의 기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제품들의 

평균 성능(총 적합도)을 이용하여 다소 정성적인 시각화를 통해 살펴볼 것이

다. 이 AVF값이 더 높을수록 더 높은 기술혁신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따른 AVF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 적정 수준의 AVF값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적을수록, 혹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높은 AVF 

값에 도달할수록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업 간 경쟁 혹은 산업구조 분석보다는 거시적 관점

에서 해당 제품군 산업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초기에 주어지는 생

산자의 설계변수공간(GPi )이 변하지 않는 본 모형의 특성상 각 생산자의 설계

변수공간의 초기값이 산업의 전체 성숙도(AVF)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크기 때

문에, 모든 생산자의 설계변수공간은 각 설계변수의 모든 값을 가지고 있는 

general DPS(G)와 같다고 설정하였다. 그 외 모형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이 

세팅하였다.  

 

제품의 설계변수 수: N =  6 

각 설계변수가 가지는 설계 값의 수: Hi  =  4 

제품의 성능변수 수: U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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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S =  3 

매 시기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종류: Li  =  20 

소비자 수: R =  1000 

교배율(crossover rate): α = 0.7 

변이율(mutation rate): β = 0.02 

제품의 모듈성: M matrix = M1, M2, M3, M4, M5 

 

대부분의 초기 파라미터 값을 Ma and Nakamori(2005)모형과 동일하게 사용하

였는데, 특히 전체 제품공간과 산업 및 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N, Hi, U, S, R)

의 값이 커질수록 시뮬레이션 연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

제공간을 더 확장시키지 않았다. 다만, Ma and Nakamori(2005)에서는 매 시기 각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 유형 수(Li)를 50개로 설정하였으나, 생산자의 

DPS(Design Parameter Space)에서 생산 가능한 유형의 개수가 50개보다 적은 경

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50개보다는 다소 적은 20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

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제품진화 과정을 묘사하는 교배율(Crossover rate)

과 변이율(Mutation rate)은 기술혁신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교배율이 높아질수록 모방 및 재조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변이율

이 높을수록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급진적 기술혁신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져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본래 교배율(Crossover rate)과 변이율(Mutation 

rate)은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기위해 설정하는 

제어변수로 사용되는데, 다양한 연구자들은 유전알고리즘의 더 나은 성능을 



39 

 

위해 최적의 교배율 및 변이율을 소개하고 있다(Patil and Pawar, 2015). 문제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배율의 경우 0.6~0.95, 변이율

의 경우 0.005~0.05를 최적의 값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Ma and Nakamori(2005) 

연구에서 사용한 교배율 0.7, 변이율 0.02는 이들 범주안에 속하고 평균값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도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3장 2절에서 정의한 각 제품의 모듈성 별로 500회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고 그 결과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서로 다른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

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품 모듈성 별 시간

에 따른 기술혁신의 성과(AVF)는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500회 시뮬레이션

의 평균값을 실선 혹은 다양한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음영처리된 범위값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의미한다. [그림 9]는 0기에서 100기까지 전체 기

간이며, [그림 10]은 0기부터 10기까지 초기 부분만 다시 확대한 그래프이다. 

본 모형이 진화적 과정을 묘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최

적의 상태(제품)을 찾아가는 수렴형태를 띄기 때문에 결과 후반부의 변화는 

크지 않고 결과의 초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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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품 모듈성에 따른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전체기간) 

[그림 10] 제품 모듈성에 다른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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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듈성이 중간 이상인 M3, M4, M5 산업에서는 시뮬레이션 초기인 10기 

시기에 생산되는 제품들의 평균 성능이 약 0.79~0.81에 도달하는 반면, 제품 

모듈성이 낮은 M1, M2 산업에서는 생산된 제품들의 평균 성능이 각각 약 0.74, 

0.76에 도달하는 것을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제품 모듈성이 높은 

산업이 제품 모듈성이 낮은 산업보다 더 빠르게 높은 제품 성능에 도달하여 

더 빠른 진화속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산업계의 직관과 어느정도 부합하는 결

과이다. 낮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제품의 산업에서는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적 

특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

아 동일한 제품 진화 과정(Retention, Crossover, Mutation)을 통해 최적의 기술적 

특성 조합을 찾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림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모듈성이 높을수록 어떤 한 제품 설계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 특

정 성능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의 

값을 인지하고 조율하기 수월해지고, 제품의 모듈성이 낮을수록 하나의 제품 

설계변수 값이 여러 성능변수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성능의 제품을 찾기 어

렵게 된다.  

한편, [그림 9]에서 시뮬레이션 후기로 갈수록 중간정도의 제품 모듈성(M3)

을 가진 산업의 평균 제품성능이 점차 높아져 최종적으로 100기에서는 약 

0.84정도로 다른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 대비 가장 높은 제품성능에 도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품 모듈성이 높아질수록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제품성능(maxFC)이 낮아지는 것과 제품 모듈성이 높을수록 지

역 최소값(local optimum)에 머무르지 않고 더 빠르게 높은 제품성능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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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정의한 것

처럼 maxFC는 해당 산업에서 가능한 모든 제품 유형들 중 적합도가 가장 높

은 값이며, 초기에 세팅하는 적합도 지형(fitness landscape, f함수)에 따라 달라지

며 제품 모듈성(M matrix)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본 모형에서 적합도 지

형은 설계변수들에 대한 균일분포를 갖는 랜덤함수로 정의되어 있지만, 설계

변수와 성능변수 사이를 연결하는 제품 모듈성(M matrix)의 형태에 따라 적합

도(함수) 값이 제한된다. 즉, 설계변수와 성능변수 사이 관계에 높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제품 모듈성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적합도 값에 접근할 수 

있지만, 설계변수와 성능변수 사이 관계가 단순하고 저밀도로 연결되어 있는 

낮은 제품 모듈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적합도 값을 얻을 수밖에 없

다. 실제로 본 시뮬레이션 결과, 각 제품 모듈성 별로 모든 시뮬레이션 반복 

회차에 대해 maxFC 값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품 모듈성에 따른 평균 maxFC 

 

 

 

 

 

 

 

제품(산업) 명 제품 모듈성 maxFC 

M1 매우 낮음 0.91 

M2 낮음 0.90 

M3 보통 0.89 

M4 높음 0.86 

M5 매우 높음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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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듈성이 낮을수록 maxFC값이 더 높은, 즉, 생산 가능한 제품 중 최대

로 도달할 수 있는 제품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듈

성이 낮을수록 서비스적 특성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더 많은 기술적 특성

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즉, 모듈성이 낮은 조율형 제품의 경우, 미세한 조절을 통

해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

다. 따라서 제품의 모듈성이 높을수록 제품의 최고성능, 기술혁신의 성과 측면

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인 한계(낮은 maxFC)에 부딪혀 제품 모듈성이 낮은 산

업 대비 더 높은 기술혁신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구조적 한계를 가진 여러 산업(제품 모듈성)을 절대적

으로 비교하기보다, 각 산업의 maxFC를 반영한 기술혁신의 성과 및 속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산업 내에서 상대적인 혁신속도 및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산업의 AVF를 maxFC로 나눈 값으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44 

 

 

[그림 11] 제품 모듈성에 따른 상대적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전체기간) 

[그림 12] 제품 모듈성에 따른 상대적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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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FC를 반영하여 상대적인 혁신속도 및 성과를 살펴보면, 최종 100기 시

기에 제품 모듈성이 가장 높은 M5 산업에서 약 0.98을 달성하여 가장 좋은 

상대적 혁신 성과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즉, M5 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최대성능 값의 98%에 해당하는 제품성능을 가진 제품

들을 100기 시기에 평균적으로 생산함을 의미한다. 낮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M1 산업의 경우에는 100기 시기에도 약 0.84정도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는 낮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이 도달 가능한 최대 성능(maxFC)값이 비교

적 크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술궤적에 잠기는 효과(Lock-In Effect) 혹은 지역 최

적값(local optimum)에 빠져 더 좋은 평균 제품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게 됨을 

보여준다. 즉, 시간을 무한정 주더라도 낮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이 더 좋

은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각 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제

품의 최대성능 값의 80%에까지 각 산업의 평균 제품성능 값이 도달하는데 걸

린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12]), 제품 모듈성이 제일 낮은 M1의 경우 약 6.2

기가 소요되고, 중간 제품 모듈성 M3 산업은 약 3기, 높은 제품 모듈성 산업

인 M5는 1.8기 정도가 소요되어 제품 모듈성이 높을수록 기술혁신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품 모듈성이 더 높은 산업일수록 

제품 아키텍처 구조로부터 주어진 한계 안에서는 기술혁신이 더 빠르게 나타

나고 제품 성능은 더 높은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높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전자산업이 낮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자동차산업이나 항

공산업보다 혁신속도가 빠르다고 인정되고 있는 산업계의 직관과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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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제품 모듈성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의 기술혁신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모듈성이 너무 높은 산업에서는 제품 성능면에서 가능성의 공간

이 제한되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

해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절대적 성과 측면에서는 제품 모듈성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정도 수준인 산업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달성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이론적, 실증적 선행연구들의 증거들을 뒷받

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며, 기존의 제품 수명주기 관점 혹은 생산비용 관점

의 접근이 아닌 진화적 관점에서 높은 제품 모듈성이 주어진 환경에 더 빠르

게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4.3 강건성 분석 

앞서 4.2절에서 도출된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즉,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해보았다.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강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산업 구조의 변화: 생산자인 기업의 수 감소하여 독점 시장 형성 (S=1) 

2) 제품의 다양성 변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 다양성을 축소 (Li=10) 

3) 각 기업의 역량 차별화: 서로 다른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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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점기업의 높은 시장 지배력이 혁신을 더 촉진할 것이라는 슘페터 

가설부터 시작하여 산업구조와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

증적 연구들이 있어왔다. 해당 제품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에 따라 산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생산자 수가 감소(3개 → 1개)하여 독점시장이 되었

을 때에도 4.2절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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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독점시장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에 따른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 

(상-전체기간, 하-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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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독점시장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에 다른 상대적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 

(상-전체기간, 하-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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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자 수의 

변화가 있어도 동일하게 제품 모듈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술혁신의 속도

가 더 빠른 반면, 절대적 성과 측면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의 모듈성을 가진 산

업(M3)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 기술적 성숙도, 시장만족도를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가 변화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모듈성은 제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지만, 제품

의 다양성 증가가 제품 생산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이런 제

품 다양성 증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를 적정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의 수를 감소

(20개 → 10개)시켰을 때에도 제품 모듈성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결과가 그대

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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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생산 제품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에 따른 혁신

속도 및 성과 차이(상: 전체기간, 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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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생산 제품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에 따른 상대

적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 (상: 전체기간, 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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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각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가 감소하여도 

동일하게 제품 모듈성이 높을수록 상대적 기술혁신 속도는 빨라지며, 절대적 

성과 측면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의 모듈성을 가진 산업(M3)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 기술적 성숙도, 시장만족도를 달성한다. ([그림 15], [그림 16])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생산자가 동일하게 general DPS(Design Parameter Space)

를 가지고 있어 제품생산을 위해 모든 설계변수 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

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기업 간 기술적 역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생산자마다 서로 다른 제한된 역량(랜덤하게 생성된 DPS)을 가진 상황을 가정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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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업역량이 차별화된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에 따른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 (상: 전체기간, 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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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기업역량이 차별화된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에 따른 상대적 

혁신속도 및 성과 차이 (상: 전체기간, 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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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앞선 두 가지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림 17]을 보면, 시뮬레이션 초기에 모든 제품 모듈성 산업에서 비슷한 속도로 

제품이 진화했지만 곧 제품 모듈성이 낮은 산업(M1, M2)일수록 절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100기: 0.73)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품 모듈

성이 높을수록 절대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 제품성능인 maxFC값이 제한되었

던 효과가 기업 역량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극대화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어 가능한 제품 공간에 비해 기업들의 보

유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합형 제품으로 개발할수록 더 높은 성능의 제품

을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제품군이 등장

했을 때, 애플은 아이폰을 통합형 제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제품 성능을 극대화

하여 시장의 주류 제품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maxFC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 상대적 혁신속도 및 성과차이([그림 

18])를 보면 여전히 높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M5)에서 더 빠르게 더 높

은 성과를 달성함을 볼 수 있다. 즉, 생산자의 제한되고 차별화된 역량 차이가 

있더라도 높은 제품 모듈성은 높은 기술혁신 속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4.2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위해 산업 구

조, 제품의 다양성, 생산자의 기술적 역량에 변화를 주었다. 분석 결과,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상황에서 제품 모듈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술혁신 속

도가 더 빠르지만 절대적 제품 성능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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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모듈성이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통해 모듈성이 높은 산업

에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다는 산업계의 직관 및 오래된 이론적 주장에 대

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다양한 관점의 모듈성 중에서 모듈성 관련 연구들의 확장에 가장 중

요한 역할을 맡아온 제품 설계 차원의 제품 모듈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 모

듈성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기술진화 측면에서 기술주도와 수요

견인 관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미시적 수준의 제품진화 원리에서 거시적 

수준의 산업 전체의 기술혁신을 관찰할 수 있는 Ma and Nakamori(2005)의 행위

자기반 모형을 채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높

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업의 기술혁신 속도가 낮은 제품 모듈성을 가진 산

업의 기술혁신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제품 모듈성이 

기술혁신 속도를 가속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혁신의 성과, 즉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라 볼 수 있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측

면에 있어서는 너무 높은 수준의 제품 모듈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제품 모듈성은 설계가능한 제품 공간 자

체를 축소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제품의 성능의 상한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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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실증 데이터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

제였던 제품 모듈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술혁신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산

업계의 직관과 제품에 모듈형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산업의 혁신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오래된 이론적 주장에 대해 간결하고도 중요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

시하고 있는 한편, 무조건 높은 제품 모듈성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것은 아

니라는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품 모듈성이 

기술혁신의 속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비용 측면의 

경제학적 관점이나 개발프로세스 측면의 산업공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인 제품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고려한 진화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고려되지 못했던 

수요견인 측면의 소비자의 역할까지 포함된 모형으로 결과를 도출해낸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셋째, 사례 중심의 선행 연구나 제한적

인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들과는 달리, 특정 산업이나 특정 제품에 국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용적이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복잡계 시스템에서 모듈성이 갖는 의미가 좀 더 확장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비용적 측면, 프로세스 관리적 측면 이면에 구

성요소간 연결관계의 구조적 특성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기술혁신이론, 제품/시스템 설계 및 개발이론, 경영전략이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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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계이론, 복잡계 이론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범용

적인 ‘모듈성’이라는 속성이 혁신을 설명하는 주요 동인이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경영자들은 해당 산업의 제품 모듈성을 의

도적으로 변화시켜 기술혁신 속도를 조절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제품 모듈성

이 변화했을 때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산업에 제품 모듈성이 높은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축소하여 

신차 출시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어 새롭게 

시장이 열리고 있는 로봇산업, 우주산업 등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모듈형 제품 

구조보다는 통합형 제품 구조를 선택하여 기술혁신 속도를 촉진하기보다 제품 

성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모

듈성과 맞닿아 있는 표준화정책을 통해 산업 내 제품의 모듈성을 높임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거나, 전자산업과 같이 모듈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특정 

대기업이 아닌 핵심 모듈 제조업체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행위자로 설정하고 행위자들의 행동규칙을 정

의함으로써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모형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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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나 가정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제품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생산자, 

즉 기업이 성장하거나 도태되는 일 없이 고정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더 잘 부합한 모형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도출된 결과의 강건성 분석을 위해 기업의 수, 생산되는 제품 유형 수, 기

업의 역량을 달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정성적으로 결과의 강건성을 확

인하였는데,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예를 들면, 

제품진화의 교배율 및 변이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건한지, 혹은 얼

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제품의 설계변수 및 성능변수 간 연결관계의 구조적 특성

을 주로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지만, 앞서 많은 연구

자들을 통해 밝혀진 제품 모듈성의 장단점 (예를 들면, 개발비용 및 예산 등)

을 포함하여 모형을 구성한다면 모듈성이 기술혁신의 속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품 모듈

성만을 고려하여 기술혁신의 속도와 성과를 살펴보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 모듈성은 생산시스템과 조직구성 측면의 모듈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듈성을 정의하여 다른 측면에서 모듈성의 효과를 

살펴보거나 제품 모듈성과 생산구조 및 조직구조 모듈성 사이 관계를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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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ularity originated from concepts such as 'near-decompossibility' and 'loose 

coupling' and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design principles of complex systems 

such as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systems, and has been studied in various fields. In 

the industry, it is common to say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fast in highly modular 

industries such as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that innovation is slow in automobile 

industries with low modula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and confirm 

these intuitive observations of the industry through a simulation model from an 

evolutionary point of view. In this study, Ma and Nakamori (2005)'s Agent-based 

model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was used to define product modularity as a 

characteristic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design compon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egree of modularity of product architecture on the speed and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imulation shows that industries with 

high product modularity show a faster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industries 

with too much modularity do not achieve high performance due to limited possibility 

space in terms of product performanc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cademic, 

policy, and management implications were derived along with generalized conclu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modular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Keywords: Product Modularity, Technological Innovation, Agent-Bas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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