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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에서의 후발 국가 간의 추격과 추락

-중국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굴삭기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곽기호*,  백서인**

논문 요약

그간 다양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후발국가의 ‘추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 관점에서 새로운 후발국가에 의한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시장 주도권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제시되어 몇몇 산업과 시

장에서 발생한 주도권 이전에 관한 실증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시장 주

도권 이전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국 굴삭기 시장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과 그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회의 창, 즉 기술적 기회의 창, 수요적 기회의 창, 그리고 

정책‧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 간 결합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 관점에서는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가 완제품 생

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기술 학습 속도를 높임으로써 중국 굴삭기 산업의 

추격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의 수요산

업(건설업) 육성 정책과 핵심 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 공용 부품 표준화 정책과 같은 정책‧제
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 또한 시장 주도권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적 기회의 창의 관점에서는 2010년 이후 미니·소형 세분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 산업 주도권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

견하였다.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이미 주도

권을 넘겨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 : 추격 사이클, 시장 주도권 이전, 중국 굴삭기 시장, 우리나라와 중국, 자본재 산업

*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010-3854-5046, cloudnine@pknu.ac.kr)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 424 -

Ⅰ. 서론

추격이란 후발국가⋅산업 또는 기업을 포함하는 후발주자(Latecomers)가 원가 경

쟁 우위를 넘어 선발주자(Firstmovers)와의 기술 역량 및 시장성과의 격차를 줄여나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Bell and Figuieredo, 2010; Hobday, 1995; Mathews, 2002). 이

러한 추격 현상은 자동차, 메모리 반도체, 디지털 TV, 휴대폰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발생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의한 추격 현상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추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Framework)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곽기호 

& 김원준, 2016). 이러한 추격 이론은 크게 제품수명주기의 역방향으로의 빠른 추

격, 즉 선발주자가 개발한 성숙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완제품 조립 생산과 공정혁신

에 주력하고, 이후 자체 기술 능력 축적을 통해 제품 혁신 및 독자 기술 개발을 달

성하는 과정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격에 대한 논의(예: Kim, 1980; Kim; 1997; Lee et 

al., 1988)와 선발주자의 기술 경로를 따라가다 특정 단계를 생략하거나(단계생략형 

추격), 고유의 기술 경로를 개척하는(경로개척형 추격) ‘비약(Leapfrogging)’에 관

한 논의(예: Lee and Lim, 2001; Lee, 2005)로 분류할 수 있다. 요컨대 상기 추격 이

론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추격 전략은 상기 제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빠른 성장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추격이 다시 중국 등과 같은 새로운 후발주자에 의해 반복

(Cycle)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산업은 BOE, 

CSOT 등의 기업이 대면적 제품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스

마트 폰은 Xiaomi, Huawei, OPOPO 등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추월하는 등 중국 내

수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성공하였다(곽기호 & 박주형, 2016; 박번순 외, 2009; 

중앙일보 중국팀, 2016). 상대적으로 추격이 어렵다고 여겨지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Nam, 2015; 홍성인, 2015). 예를 들

어 조선의 경우 중국 조선산업은 2010년 수주량 세계 점유율 41.6%를 기록하며 한

국(28.9%)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홍성인, 2015). 이와 같은 새로운 후발주

자에 의한 추격의 반복은 특정 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곽기호 & 박주형, 2016).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산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후발주자에 의한 추격의 반복은 

이러한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기존

의 선발주자에게도 매우 큰 함의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시장 주도권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와 기존 선발주자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며 종래에 국가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이러한 추격의 반복과 산업·시장 주도권의 이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인지, 기존 선발주자에 있어 새로운 후발주자에 의한 추격은 불가피할 것인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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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업·시장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Lee and Marlerba(2017)에 

의해 기회의 창 관점에서 새로운 후발국가에 의한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

시장 주도권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제시되어 모바일 폰, 

카메라, 철강, 그리고 중소형 항공기 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한 주도권 이전에 관한 

사례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Giachetti and Marchi, 2017; Kang and Song, 

2017; Lee and Ki, 2017; Vértesy, 2017).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격과 산업·시장 주도권 이전 현상은 상기 연구

에서 다룬 산업을 넘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주도권 다툼 또는 양국의 주력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서동혁, 2014).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추격과 주도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격 사이클 이론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

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본 이론의 발전과 정교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례연

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적 일반화(Analytic Generalization)를 확보

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후발주자의 추격 또는 주도권 이전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

기 위한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쟁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실증적 공헌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약 15년에 걸쳐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에서 중국으로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과 그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 즉 기술적 기회의 창, 수요적 기회의 창, 

그리고 정책‧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Strategic Response) 간의 결합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Ⅱ장에서는 굴삭기 산업의 개요와 함께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어 Ⅲ장에서는 본 사례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인 추격 사이

클 이론과 관련 사례 연구를 고찰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서술하였으며, Ⅴ

장에서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열린 기회의 창과 그에 따른 한국과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을 고찰함으로써 산업 주도권 이전의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Ⅵ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Ⅱ. 굴삭기 산업과 중국시장 내 경쟁 

굴삭기(Excavators)는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

기계를 의미한다. 굴삭기의 기본 구조는 크게 전후방으로의 이동을 담당하는 하부 

주행부(Under Carriage)와 하부 주행부에 탑재되어 360도 회전 기능을 수행하는 상

부 선회부(Upper Structure), 그리고 상부 선회부의 앞부분에 부착되어 굴삭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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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전부 작업 장치(Front Attachment)의 3대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다(건설기

계부품연구원, 2017; Haga et al., 2001). 각 부문은 다시 세분화되어 상부 선회부의 

경우 조종실(Operating Cab)과 함께 굴삭기의 동력원인 디젤엔진과 디젤엔진으로부

터 기계적 에너지를 전달받아 유압 에너지를 생산하는 메인펌프(Main Pump), 이를 

제어하는 주제어 밸브(Main Control Valve)로 구성된다(신기철, 2004). 하부 주행부는 

무한궤도식(Track)의 경우 변속기(Transmission), 주행모터, 그리고 롤러(Roller), 아이

들러(Idler), 스프로켓(Sprocket) 등으로 구성된 주행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부 작업 

장치는 붐(Boom), 암(또는 스틱)(Arm, or Stick), 버켓(Bucket)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

은 독립적인 유압실린더에 의해 구동된다. 한편 3대 부문 간의 인터페이스

(Interface)는 특정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부 주행부와 상부 선회부는 스윙 

드라이브․모터로 연결되며, 상부 선회부와 전부 작업 장치는 푸트 핀이라는 부품을 

통해 연결된다(Sepehri et al., 1996; Shao et al., 2008).

자료: Haga et al.(2001), All Make Solutions (2017)

<그림 1> 굴삭기의 3대 서브시스템(좌)과 서브시스템 별 부품 구성(우)

 
기본적으로 굴삭 작업이 광업 및 건축, 도로, 항만, 철도, 농지조성, 하천, 댐, 상

하수도 등의 다양한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굴삭 작업의 

범위와 규모, 토사와 암석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굴삭기가 사용된다. 실제로 

굴삭기는 기계의 중량에 따라 미니(6톤 이하), 소형(6~13톤), 중형(13톤~30톤), 그리

고 대형(30톤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한국기계연구원, 2016), 좁은 도심의 건물 

재건축용으로 사용되는 1톤 굴삭기부터 대형 광산의 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100톤 

이상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제품군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부 작업 장치 중 버켓(굴삭 기능)을 크라샤(파쇄 기능), 브레이커(천공 기능), 쉬어

(절단 기능), 컴팩터(다짐 기능) 등 다양한 모듈로 교체할 경우, 굴삭기의 활용도는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신대영 외, 2011). 이러한 굴삭기의 특성은 기술 혁신 패턴의 

관점에서 본 산업이 특정 고객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제품 생산과 이

를 위해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정립이 중요한 전문 공급자형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Pavitt, 1984).

이에 따라 굴삭기는 로더(Loader)와 함께 건설기계 중 세계시장 및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현재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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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이른다(한국기계연구원, 2016; Freedonia, 2015). 또한 2016년 기준 세계 50대 

건설기계 업체 중 29개 업체가 굴삭기를 생산할 정도로 굴삭기는 가장 범용적인 건

설기계로 산업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International Construction).

이에 따라 세계 굴삭기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시장 성장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중국이 2009년 이후 세계 최대의 굴삭

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산은경

제연구소, 2009). 2004년 17.2억 달러(2.8만 대)에 불과하던 중국 굴삭기 시장 규모는 

2014년 62.3억 달러(8.5만 대)를 기록하며 미국(51.6억 달러)과 서유럽(34.0억 달러)을 

제치고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도 24.2%에 이름을 확인

하였다(Freedonia, 2015; 한국기계연구원, 2016).1) 또한 2024년 중국 굴삭기 시장은 

연평균 1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 180.5억 달러,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은 

3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국 굴삭기 시장이 이미 세계 굴삭기 시장

의 주도권 확보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서 그 위상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 굴삭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 간의 시장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

는 각축장이다. 아래 <그림 2>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형성이 시작된 중국 

굴삭기 시장은 불과 20년 만에 시장 주도권의 상당부문이 신흥국인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후발 신흥국인 중국으로 이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

국 굴삭기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40%대에 달했으나, 2016년 6월 누계 

11.3%로 급격히 추락하였다. 반면 2003년 5.1%에 불과하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6월 누계 47.4%를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하였다. 한편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으로 이루어진 선발국가의 시장 점유율은 40% 초중반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급격한 시장 점유율 변화는 우리나라의 시장 점

유율이 중국으로 이전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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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기계연구원(2016), 유진투자증권, ?月刊 유진기계: 중국 굴삭기편’ 각 월 자료 취합하여 연구자 보완
주: 국가별, 기업별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 통계 자료는 중국공정기계협회(中? 工程机械工? ? ? )의 발표자료에 근거

<그림 2> 중국 굴삭기 시장 규모와 국가 간 점유율 변화 추이(판매 대수 기준)

1) 2011년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는 17.6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판매 대수 기준 중국 시장의
비중은 세계 시장의 약 40~50%대를 유지(머니투데이, 2012; 한국기계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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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추격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와 대만 등과 같은 후발국가의 가파른 경제⋅산업 

성장 현상을 기술 획득 과정과 기술 역량 축적,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관점에서 이

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예: Freeman, 1989; 

Chiang, 1989; Kim, 1980; Lee et al., 1988). 이후 추격 연구의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국가에서 산업, 그리고 기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논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곽기호 & 김원준, 2016). 뿐만 아니라 추격에 대한 논의

의 범위(Scope of Analysis)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국가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와 대만을 넘어 중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터키,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

한 추격으로 확장되었다(예: Figueiredo, 2003; Guennif and Ramani, 2012; Xiao et 

al., 2013; Szczygielski et al., 2016). 또한 산업적 관점에서도 대량생산제품

(Mass-Produced good)을 넘어 복합제품시스템(Complex Product System, CoPS)에서의 

추격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추가된 바 있다(예: Kiamehr et al., 2015; Lee and 

Yoon, 2015; Park, 2012; Son and Choung, 2014). 이는 추격이 기술과 혁신 경영 연

구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후발주자의 선발주자에 대한 추격 논의를 넘어 추격에 성공한 후발주자

(Old Latecomer)가 다시 새로운 후발주자(New Latecomer)에 추격을 허용하는 산업․
시장 주도권(Leadership)의 이전 현상(Successive Change) 및 이와 관련한 여러 변형

(Variation)2)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Theory of Catch-up 

Cycle)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는 Lee and Marlerba(2017)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

는데, 여기서 추격 사이클이란 국가 간 산업⋅시장 주도권의 이전으로 정의하고 이

러한 추격 사이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로써 기

회의 창과 이에 대한 후발주자의 전략적 대응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기회의 창과 

후발주자의 전략적 대응은 지식․기술 체제, 수요 조건, 산학연 네트워크, 규제⋅제도 

등과 같이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혁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불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면 후발주자에게 주도권 확보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이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후발주자가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and Ki, 2017; Lee and Marlerba, 2017).

특히 Lee and Marlerba(2017)와 Lee and Ki(2017)은 후발주자에게 제공되는 기회

의 창을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정책의 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

의 창은 새로운 기술 및 급진적 혁신의 등장이 후발주자에게 주도권 확보의 기회를 

2) 후발주자 간 추격의 변형은 크게 후발주자의 선발주자 추격 실패(Aborted), 특정 후발주자에 의한
주도권의 지속 확보, 선발주자의 리더십 재탈환, 그리고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간 주도권 공유의 4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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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술 역량의 관점에서 후발주자와 선발

주자가 동일 선상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선발주자가 기존에 자신이 시장 지배에 활

용하였던 기술에 고착화되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새로운 기술

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거나, 이로 인한 소극적 투자와 신기술 채택의 지연으로 귀

결되는 ‘선발주자의 덫(Incumbent Trap)’에 빠질 경우 후발주자에게는 선발주자

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기회의 창은 신

기술-경제 패러다임 등장과 같은 거시적 수준 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 등장과 같은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Lee and Ki, 2017),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같이 외부적으로 주어진(Exogenous) 기술을 후발주자가 신속하게 채택하여 활용⋅
계량하는 경우와 후발기업 또는 국가가 자체적 노력을 통해 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기술적 기회를 만드는 내재적(Endogenous)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Kang 

and Song, 2017; Lee and Ki, 2017; Lee and Marlerba, 2017). 

둘째, 수요적 기회의 창은 새로운 세분시장(Segment) 등장에 따른 수요 창출, 자

국 시장(Domestic Demand)의 빠른 성장, 그리고 경기 불황과 같은 시장 수요의 갑

작스러운 변화에 기인한다. 먼저 선발주자는 기존 세분시장 공략에 주력하기 때문

에 새로운 세분시장 등장은 후발주자의 시장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자국 시장의 빠른 성장은 선발주자 제품 수입 또는 현지 생산만으로는 그 수

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자체 생산 능력 확충과 시장 공략에 우호

적인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불황은 선발주자의 파산과 이에 

따른 기술과 설비와 같은 자원의 방출, 그리고 자원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는데, 이

러한 일련의 사건 전개가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발주자에게는 기술획득의 용이

성, 자원획득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정책적 기회의 창은 후발주자의 자국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보

조금 지원, 세금 감면, 수출 지원, 국가 표준 정립 등과 같은 정책을 제공하거나 비

관세 장벽 구축, 높은 수입 관세 부과, 시장 진입 불허와 같이 자국 시장에서 선발

주자에 대한 비대칭적 사업 환경을 조성할 때 열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정책적 기

회의 창은 늦은 시장 진입에서 발생하는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상쇄하고 덤핑과 같

은 약탈적 가격 책정, 특허권 침해 소송과 같은 선발주자의 공격으로부터 후발주자

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후발주자의 추격에 관

한 많은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후발주자의 추격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예: Hobday, 1998; Mu and Lee, 2005; 

Kiamehr et al., 2015; Xiao et al., 2013). 

한편 상기 서술과 같이 세 가지 기회의 창에 대한 정의와 등장의 양상, 그리고 후

발주자의 추격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회의 창간의 관계, 영향력의 크기와 변

화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전개되었다. 먼저 특정 산업에서의 기회의 창은 후발주자

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동시에 제공될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Lee 

and Marlerba, 2017). 예를 들어 기술적 기회의 창은 수요적 기회의 창과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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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회의 창과 결합, 상호작용을 통해 후발주자의 추격과 주도권 이전이 더욱 가

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에 따라 이들 기회의 창의 크기와 유효성(강도)

은 변화할 수 있으며, 산업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회의 창이 차별화될 수 

있음이 논의된 바 있다(Kang and Song, 2017). 이러한 논의는 기회의 창 인지와 그

에 따른 학습과 기술 혁신 노력 가속화, 정부정책의 지원 및 전략적 진입 시점의 

결정의 관점에서 기회의 창에 대한 후발주자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 후발기

업의 추격과 주도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Giachetti and 

Marchi, 2017). 

이와 같이 세 가지 기회의 창과 후발주자의 효과적 반응으로 대표되는 추격 사이

클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서

의 연속적인 주도권 이전 현상을 설명하는 실증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먼

저 소비재 산업의 경우, Giachetti and Marchi(2017)은 1998년을 전후로 모바일 폰 

산업의 주도권이 미국 모토로라에서 핀란드 노키아로, 그리고 2012년 이후 핀란드 

노키아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으로 이전됨을 고찰하고, 이러한 두 번의 산업 주도권 

이전에서 디지털 기술(아날로그 기술 대체)과 스마트 폰 기술(피처 폰 기술 대체) 

등장과 같은 기술적 기회의 창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 정립 정책(정부주도 vs 민간

주도)과 개인 소비자 시장 등장과 같은 정책․수요적 기회의 창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Kang and Song(2017)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60년대 중반 동 산업의 주도권이 독일의 광학기업에서 일본의 광학

기업으로, 그리고 2010년대 다시 일본의 광학기업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자기업

으로 이전됨을 고찰하고, 이러한 주도권 이전의 결정 요인으로 일안 반사식 기술

(SLR, Single Lens Reflex), 미러리스(Mirrorless) 기술3)과 같은 선발주자의 기존 기술

역량을 파괴하는 기술적 변화와 연구개발 투자, 산학 협력, 공공 구매와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View Finder) 기술의 접목과 같은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유발하는 후발주자의 내재적 기술혁신 노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중간재 및 자본재 산업의 경우 철강과 중소형 항공기4)에서의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먼저 Lee and Ki(2017)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에 발생한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철강산업 주도권 이전은 일본 기업의 신속한 신기

술(순산소 전로, BOF, Basic Oxygen Furnace) 도입과 이에 대한 개량 노력, 일본 제

조업의 고도 성장에 따른 급격한 철강 수요 증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기술 도입

(Licensing) 협상에 대한 적극 개입과 같은 정책 지원에 기인함을 설명하였다. 그리

고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의 주도권 이전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불황기에 최신 설비와 기술 도입을 저렴한 

가격에 도입함으로써 확보한 원가 우위와 내재적 기술혁신 노력이 결합된 결과임을 

밝혔다. 한편 Vértesy(2017)는 중소형 항공기 산업의 주도권 이전에 대한 고찰을 통

3) 일안 반사식 기술에서 거울(Mirror Box)와 프리즘(Penta-Prism)을 제거한 기술을 의미함(Kang 
and Song, 2017).

4) 좌석 수 30~120개, 운항거리 2,000~2,500마일의 터보팬 엔진 기반 항공기를 의미(Vértes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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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단거리 여행 수요 확대와 지역 항공사의 50석 이상 항공

기 및 장거리 노선 취항 제한과 같은 규제 정책의 결합이 50석 이하의 중소형 항공

기 생산 확대를 견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산업의 주도권이 1995년을 전후로 50

석의 항공기를 주력으로 하는 캐나다의 Bombardier로 넘어감을 설명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전개된 유가 상승과 대형 항공사의 원가 절감 노력, 그리고 지역 

항공사에 대한 취항 노선 제한 규제의 완화와 같은 수요 및 정책적 변화가 70~120

석 항공기에 주력하는 브라질의 Embraer에 추격의 기회로 작용하였고, 이후 정부의 

민영화에 따른 기술혁신 시스템의 개선과 재무 및 수출 지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2005년 이후 Embraer가 중소형 항공기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이유로 제

시하고 있다. 

상기 서술을 통해 우리는 기술적, 수요적, 그리고 제도․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후발주자의 전략적 대응의 결합 관점에서 모바일 폰, 렌즈교환식 카메라, 철

강, 중소형 항공기, 그리고 조선 산업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주도권 이전 현상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각기 단일 사례연구에 그치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 즉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확보에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 이전 현상은 이

미 많은 산업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도권 이전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Landini et al., 2017). 따라서 본 추격 사이클 현상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이

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Kang and Song, 2017). 예를 들어 전세계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산

업을 대표하는 제품군에서의 후발주자 간 주도권 다툼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한다면 

추격 사이클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지속은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성공한 후발주자와 이를 빼앗고자 하는 새로

운 후발주자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우리

나라가 최근 들어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이미 주도권을 넘겨준 산업에 대한 

실증 연구의 등장은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이 시

급하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Ⅵ.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의 기회의 창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응

1.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의 기회의 창

1.1. 기술적 기회의 창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 기술적 기회는 바로 굴삭기 아키텍처 모듈화의 가속화에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굴삭기의 아키텍처는 신흥국 시장 성장과 같은 지리적 시장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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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유지보수의 용이성 제고와 함께 생산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한 부품 표준

화, 제품 다양화를 위한 생산 유연성 확보 노력, 그리고 공정 복잡성 감소 노력에 

따라 각 서브시스템 내 부품의 모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윤재웅, 2006; 산업

자원부 et al., 2007; 정만태, 2011; 조철 et al., 2007; 최철곤, 2004; Blomquist and 

Gustafsson, 2013; Peng et al., 2017; Pettersson and Krus, 2013; ).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전문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상부 선회부 부품 중 디젤엔

진의 경우 미쓰비시, 이스즈(일본), 커민스(독일), 퍼킨스(영국), 그리고 메인펌프와 

주제어 밸브는 가와사키와 카야바(일본), 파커⋅이튼⋅허스코(미국), 보쉬-렉스로스

와 하이닥(독일)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또한 하부 주행부 부품 중에서는 트랜스

미션은 ZF(독일), 주행모터는 나부테스코, KPM, 가야바(일본), 보쉬-렉스로스(독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굴삭기 부품의 모듈화 진전은 전세계 건설기계 수출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에서도 엿볼 수 있다5). 한국기계연구원(2016)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건설기계 

부품의 수출액은 연평균 8.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1994년 95억 달러에서 2014

년 45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건설기계 총 수출 증가율(7.4%)과 굴

삭기 완제품 수출 증가율(7.3%)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건설기계 

수출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9.4%에서 2014년 34.0%까지 확대되었다

(그림 3). 이에 따라 굴삭기의 모듈화된 부품을 운송한 다음 인건비가 저렴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전분해수출(Complete Knock Down)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

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중국 기업에게는 추격과 시장 주도권 확

보를 위한 기회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아키텍처의 모듈화로 인해 제품 기능과 부

품 간 대응 관계의 단순화, 그리고 부품 간 인터페이스가 단순화⋅표준화되었고

(Shibata et al., 2005; Ulrich, 1995), 이에 따라 핵심부품에 대한 자체 기술 확보와 

부품 간 공간 및 구조적 의존성, 그리고 에너지, 재료, 정보 교환과 관련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굴삭기 산업은 

자체적인 부품 및 가공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미국

으로부터의 핵심 부품 수입을 통해 완제품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조철 et 

al., 2013; Lal et al., 2013). 이에 따라 중굴 굴삭기 산업은 낮은 수준의 부품 국산화 

및 자체 생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완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성공하였다. 연

구진의 분석 결과 중국의 건설기계 부품 수입액은 1994년 2억 달러에서 2011년 33

억 달러로 연평균 18.1%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3.1%에 불과하던 중국의 

건설기계 부품 수입 비중은 2004년 4.9%, 2011년 7.9%까지 상승(1994년 대비 4.8%p 

증가)함을 확인하였다.6) 이는 중국 기업들의 완제품 생산 및 시장 출시를 위한 해

5)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굴삭기 부품 수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하나, HS Code 상 건설기계 부품으로 통합 집계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 기종 간 부품은 매우 유사
할 뿐 아니라, 굴삭기의 시장 및 수출 규모가 건설기계 중 가장 크기 때문에 건설기계 부품 통계
분석을 통해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 진전을 판단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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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중국 굴삭기 기업의 기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듈화는 선발주자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 학습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Ulrich, 1994; 이근, 2014). 즉 중굴 굴삭기 기업은 모듈화된 선발주자 제품을 분해

함으로써 부품과 기능 간 대응 관계, 부품 간 인터페이스 사양 등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아키텍처의 모듈화가 후발국가의 기술발전 형태의 관

점에서 완제품 조립 생산에 주력하는 기술 실천기(Implementation)와 기술능력을 축

적하는 소화기(Assimilation)를 단축하는데 기여함을 의미한다(Kim, 1980). 그리고 이

를 통해 기술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일부에서는 자체 제품 설계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1.2. 수요적 기회의 창

중국의 굴삭기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수요적 기회의 

창은 바로 경제 성장에 따른 굴삭기 수요 급증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굴삭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

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장 형성 초기 절대 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고

(1996년~1998년 연평균 2,000대), 수요가 주로 동부연안 및 4대 직할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에 집중되어 있었다(김남국, et al., 2007; 대우증권, 2004). 이에 따라 

중국 굴삭기 시장의 초기 수요는 주로 일본 기업의 중고 제품 수입과 군수 제품을 

생산하던 국영기업에 의해 충족되었다(김남국 et al., 2007; 한국기계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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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권역별 굴삭기 시장 비중 추이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굴삭기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1999년 4,800대에 불과하던 굴삭기 시장 규모는 5년만인 

6) <그림 3>의 자료와 동일 HS Code를 적용한 중국의 건설기계 부품 수입액을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국
의 건설기계 부품 수입 비중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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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1만 대로 급격히 커졌으며, 2011년 17.6만대를 기록하며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다(한국기계연구원, 2016)(그림 1). 특히 굴삭기 

수요의 지리적 범위도 동부 연안과 4대 직할시에서 서북, 서남, 화남, 화서 등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 굴삭기 판매에서 서북, 서남, 화남, 화서가 차지하

는 비중이 2006년 43.9%에서 2016년 6월 누계 61.8%로 늘어난 반면 화동과 화북의 

비중은 동기간 48.8%에서 35.5%로 하락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이러한 

급격한 시장 성장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전세계 굴삭기 제조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러시를 촉발시켰다.7) 그러나 해외 제품 수입과 군수 국영기업의 생산만

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굴삭기 수요는 기록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 

이에 따라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싼이, 줌련, 리우공, 론킹, 싼워드, 포톤, SDLG와 

같은 중국 민영 굴삭기 제조기업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게 된다. 이는 국내 시장의 

빠른 성장이 자국 후발주자에게 기회의 창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Lee and Ki, 

2017; Lee and Marlerb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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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기계연구원(2016), 유진투자증권, ?月刊 유진기계: 중국 굴삭기편’ 각 월 자료 취합하여 연구자 보완
주: 국가별, 기업별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 통계 자료는 중국공정기계협회(中? 工程机械工? ? ? )의 발표자료에 근거

<그림 4> 중국 굴삭기 시장의 크기별 비중 추이

두 번째 수요적 기회의 창은 미니(6톤 이하) 및 소형(6~13톤) 굴삭기 세분시장

(Segment)의 빠른 성장이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중국 굴삭기 시장은 중형급(13~30

톤) 세분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그림 5).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광저우 아시안 게임 개

최, 서부대개발, 광구 개발 등의 대규모 토목 공사 위주로 굴삭기 수요 시장이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 굴삭기 시장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7) 1995년 고마츠, 코벨코(이상 일본), 캐터필라(미국)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1996년 우리
나라의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2003년 볼보(스웨덴), 얀마(일본)이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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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와 같이 중형급 세분시장 비중은 2005년 55%에서 2016년 상반기 27%로 감소

한 반면, 미니⋅소형급 세분시장 비중은 동기간 33%에서 55%로 상승하였다.8) 특히 

소형급 세분시장의 비중은 2005년 6.8%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27.3%까지 증가하

였다. 이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미니⋅소형급이라는 새로운 세분시장이 등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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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 人民共和? ? 家? ? 局 (2015), World Bank(2017), 每? ? (2016), 마샤오리( 2015), 
한국무역협회(2016) 등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주1: 중국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은 중국 최저임금 기준제도의 법적
근간으로 ‘중국 인력자원ᆞ사회보장부’에 의해 2004년 3월 1일부로 시행
주2: 도시화율은 총인구 중 도시거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그림 5> 중국의 도시화율 추이와 월 최저 임금 추이

이와 같은 미니⋅소형급 세분시장 확대의 원인은 중국의 도시화 진전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미니·소형 굴삭기 수요 확대와 함께 동 제품군에 대한 금융 기관의 

서비스 제공 선호 때문으로 사료된다(한국기계연구원, 2016). 먼저 중국의 도시화 진

전에 따라 중국의 굴삭기 수요가 중대형 중심의 인프라 건설, 광구 개발에서 주택 

건설 및 도심 지역 재건축으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이는 미니⋅소형급 세분시장 확

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평균 도시화율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지속 상승, 2015년 56.1%를 기록하며 전세계 

평균(53.9%)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World Bank, 2017; 每经网, 2016)(그림 5). 

중국 인건비 상승 또한 미니⋅소형급 세분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미니·소형 

굴삭기가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월 460위안에 불과

하던 중국 월 최저 임금은 2010년 870위안, 그리고 2015년은 1,564위안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마샤오리, 2015; 한국무역협회, 2016)(그림 6).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굴삭기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굴삭기 구매에 대한 담보대

8) 2015년 미니와 소형급 시장 비중은 61%로 사상 처음으로 60%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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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리스 제공의 보수적 접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대형 제품보다는 규모가 작

은 미니⋅소형 제품이 비교적 담보대출 및 리스를 이용하기 쉬운 점 또한 미니⋅소

형급 세분시장 확대를 견인한 요인으로 파악된다.9)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미니‧소형

급을 중심으로 굴삭기 리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우리투자증권, 2008).

1.3. 정책적 기회의 창  

자국 굴삭기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또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수요산업인 건설업 

육성을 통한 간접적 지원과 핵심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와 범용 부품 표준화와 같은 

직접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건설업 육성 정책의 경우, 2000

년~2010년 추진된 ‘서부대개발 계획(2000년~2050년)’의 1단계 추진과 2010년에 집

행된 ‘사만억 정책’이 대표적이다. 먼저 ‘서부대개발 계획(2000년~2050년)’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부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지역에 고속도로, 철도의 연결, 공항건설 등의 기본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강화

하고 전력 공급망 구축, 지역 거점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는 국가 경제개발 계획이

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05; 김필수, 2013). 본 계획은 중국 전체 영토의 71.4%

에 해당하는 685만 ㎢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2000년~2010년) 

초기단계에서만 총 2억 위안 이상의 재원이 철도와 도로 구축, 천연가스 파이프라

인 구축, 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되었다(강영진 et al., 2010; 이철용, 2011). 이와 같

은 서부대개발 계획에 따른 막대한 건설과 토목 투자는 중국 굴삭기 산업의 성장에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였다(박광순, 2006). 

  한편 ‘사만억 정책’은 중국 정부가 2008년 4만억 위안을 투입해 도심 지역 

부동산 및 주거 시설 정비, 농촌 제반 시설 구축 및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국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책

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06). 이와 같은 ‘사만억 정책’의 집행은 대규모 건

설 및 토목공사를 견인하게 된다. 또한 ‘사만억 정책’은 정부 예산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 건설기계 구입 및 투자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

게 하였는데, 특히 자국산 기계를 구입・투자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2006). 이러한 ‘사만억 정책’은 단기간 굴삭기 수요의 급

격한 확대를 견인하는 동시에 중국 굴삭기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비대칭적 사업 환

경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2009년~2010년 사

이 중국 굴삭기 수요는 9.7만 대에서 16.7만 대로 무려 70% 이상 증가한 점과 2010

년 이후 중국 기업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핵심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와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9) 중국의 굴삭기 시장은 우선 담보대출 및 리스를 통해 굴삭기를 구매한 다음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를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및 리스를 통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구매 대금 미지급 등 일정부분 위험을 부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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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유압 펌프 및 밸브류, 변속기 등 굴삭기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국 부품을 사용

한 자국 완제품의 생산 증가를 도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증

가를 목표로 하였다(装备制造业调整和振兴规划, 2016; Lal et al., 2013). 이는 낙후된 

부품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했던 중국 기업에는 원가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즉, 핵심부품 수입 관세 철폐 정책은 완

제품 생산에 병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품 조달 문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빠

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는 이미 굴삭기 아키텍처가 상당부문 모듈화되어 있어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

하더라도 충분히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범용 부품의 표준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핵심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 정책과 함께 범용 부품은 자국 내 기업들 간 표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원

가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범용 부품을 표준화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정하거나, 소규모 기업을 통합시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다음 해당 기업들에게 범용 부품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안정

적인 매출 창출과 수익 확보는 물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정책은 중국 굴삭기 완제품 기업과 부품 기업 간의 계열화, 전문화 형태의 성장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철 et al., 2013). 이는 적어도 중국 굴삭기 기업이 자국 내 

저가 제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늦은 시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함을 상쇄하는데 크게 기여하

였음을 시사한다.

2. 중국 굴삭기산업의 전략적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키텍처의 모듈화, 수요 급증과 도시화에 따른 미니 및 

소형 세분시장의 빠른 성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수요산업 육성과 굴삭기 부품 관

련 정책 지원은 중국 굴삭기산업 성장에 중요한 기회의 창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를 시장 점유율 1위의 성과로 실현시킨 것은 중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의 결과

였다.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는 우선 민영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이었다(). <그림 

2>와 같이 중국 굴삭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

와 같은 수요적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설립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러

한 기업의 설립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기존의 소규모 

혹은 낙후된 전통기계 제작소가 민간자본의 발 빠른 투자와 현대화를 거쳐 민영기

업으로 탄생한 경우와 일부 부실 국영기업이 빠르게 민영화되는 경우였다. 실제로 

현재 중국 민영 굴삭기 기업 중 상당수가 2000년대 초 이후 굴삭기 사업부문을 설

립‧운영 중임을 알 수 있다(표 3). 이는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 대규모의 자국 시장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과 추격의 우호적인 기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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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중국 민영 굴삭기 기업의 설립년도와 시장점유율

기업명 기업 설립년도
굴삭기 사업부문

설립 년도

시장 점유율

(‘16년 상 누계)

Sany(三一重机) 1986년 2003년 17.2%

Liugong(柳工) 1958년 2001년 4.8%

SDLG(山东临工) 1972년 2010년 4.0%

Sunward(山河智能) 1984년 2001년 3.0%

YuChai(玉柴) 1993년 1999년 2.4%

Foton Lovol(福田雷沃) 1998년 2007년 2.4%

Lishide(力士德) 2004년 2004년 1.8%

Zoomlion(中联重科) 1992년 2003년 0.2%

Jonyang(詹阳动力) 2005년 2005년 0.2%

Kaiyuan(广西开元) 2005년 2005년 0.1%

계 36.1%

자료: 한국기계연구원(2016), 유진투자증권, ‘月刊 유진기계: 중국 굴삭기편’ 취합하여 연구자 보완

주: 나머지 시장점유율은 중국 국영기업(XGMA, XCMG 외) 및 기타 기업 차지

두 번째의 주목할 만한 중국 굴삭기 기업의 전략적 대응은 세분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이다. <그림 2>와 <그림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국 굴삭

기 시장은 중형 세분시장의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이 지속되는 호황기를 누렸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계획’과 ‘사만억 정책’과 같은 막

대한 건설과 토목 투자에 기인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진전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굴삭기 수요 감소(그림 2)에 따른 금융 기관의 보수적 사업 추진 효과

에 따라 소형과 미니 굴삭기 세분시장의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이러한 세분시장의 

변화에 따라 싼이(Sany)를 비롯한 중국 기업은 저가의 미니 및 소형 제품 라인을 

빠르게 확충함으로써 시장의 절대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었다(복득규 et al., 2013).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미니 및 소형 굴삭기 세

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의 제품 다양성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정 세분시장 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성과는 중국의 전화 

교환기 산업 추격에 있어 내륙과 농촌의 세분시장을 선점한 것이 주효했음을 밝힌 

Mu and Lee(2005)의 연구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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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우리나라 굴삭기 기업의 미니 소형 굴삭기 제품군 현황(기종 수)

마지막으로 중국기업들은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기회의 창에 의한 제품 아키텍처

의 모듈화와 정부의 핵심부품 활용 지원 정책, 그리고 범용 부품의 표준화 정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품 성능 개선과 높은 가격, 그리고 뛰어난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먼저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 현상을 활용, 고가의 핵심부품을 수입하

여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굴삭기의 뛰어난 성능 확보에 성공하였고, 이에 기반하

여 비교적 고가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다(키움증권, 2012; 한화증권, 2012). 실제

로 싼이 등 비롯한 중국기업들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수행에 자사 굴삭기가 고가

의 수입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선진 제품과 유사하면서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성능이 뛰어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키움증권, 2012; 한화증권, 2012; Lal et 

al., 2013). 또한 중국 정부의 핵심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 부가가치세 면제 정

책, 그리고 범용 부품의 표준화 정책은 중국 기업의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굴삭기는 선진 제품에 

비해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Price-Performance Ratio)를 확보할 수 있었다(Lal et 

al., 2013). 그 결과 2011년 중국 품질협회(China Association for Quality)의 굴삭기 

만족도 조사에서 싼이와 리우공(Liugong)은 캐터필라(미국) 등 선진 기업을 제치고 

굴삭기 부문 1, 2위를 달성하였다(Lal, et al., 2013). 특히 싼이의 미니 및 소형 세분 

시장 석권에는 표준화된 범용 부품을 활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복득규 et al., 2013). 

3. 우리나라 굴삭기산업의 전략적 대응

상기 서술과 같이 중국 굴삭기산업은 기술과 수요, 정책적 기회의 창에 전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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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하고, 자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세계최대 시장

인 중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굴삭기산업은 중국 굴

삭기 시장 초기에 전개했던 전략을 고수한 나머지 새로운 기회의 창에 적절히 대응

하는데 실패하는 ‘선발주자의 덫’에 빠지면서 급격한 시장 점유율 추락에 직면해

야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40%대의 높은 중국 굴삭

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

하고 있는 2개의 굴삭기 제조기업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모두 20%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각각 2002년~2003년과 2005년(이상 현대중공업), 2004년과 

2006년~2007년(이상 두산인프라코어)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결과이다(김남

국 et al., 2007; 중앙일보, 2017; 한국건설신문, 20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 

우리투자증권, 2008).10) 그러나 이후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한 추락세를 보

이며 2016년 6월 누계 기준 각각 3.7%와 7.6%의 점유율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림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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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Doosan
Hyundai

자료: 한국기계연구원(2016), 유진투자증권, ?月刊 유진기계: 중국 굴삭기편’ 각 월 자료, 김남국 et al (2007), 중앙일보
(2017), 한국건설신문(20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 우리투자증권(2008) 자료 취합하여 연구자 보완
주: 국가별, 기업별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 통계 자료는 중국공정기계협회(中? 工程机械工? ? ? )의 발표자료에 근거

<그림 7> 우리나라 굴삭기 제조기업의 점유율 변화 추이(1999~2016.6.)

이와 같은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굴삭기 산업의 점유율 추락의 원인은 바로 

동 시장에서 등장한 기술적 변화, 수요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 하지 못했거나, 중

국 기업에 유리한 제도‧정책적 변화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먼저 기술적 변화는 바로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이다. 굴삭기 아키

텍처가 모듈화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우리나라는 굴삭기 제조기업(완제품)과 1~2

차 부품 공급사 간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산업통상자원부 

et al., 2007). 특히 1차 공급사의 경우 특정 굴삭기 제조기업과 배타적 거래관계를 

10) 볼보건설기계는 창원에 공장이 있으나, 스웨덴 볼보에 소속되어 있어 국내 기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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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폐쇄적인 통합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직 통합 체계는 우리나라 굴

삭기 완제품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 그리고 빠른 납기 달성 등 공급사슬관리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2000년대 초 이미 부품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견인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et al., 2007; 이병원, 2001).

  그러나 이러한 수직 통합 체계는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는데 장애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수직 통합 체계와 같은 폐쇄적 제품 아키텍처 

지식은 기업의 정보 처리 과정과 구조에 착근(embedded)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제

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같은 아키텍처 혁신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 변

화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Henderson and Clark, 

1990). 실제로 수직 통합 체계를 운영하던 우리나라 굴삭기 제조기업은 아키텍처 모

듈화를 기존 아키텍처의 점진적 확장으로 이해하였으며, 모듈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기업의 완제품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

무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타 건설기계에 비해 복잡한 설계 지식을 

요구하는 굴삭기를 생산, 시장에 출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 이에 따라 모듈화에 대응한 부품 성능 최적화와 같은 기술 역량 축적이나 뛰

어난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핵심 부품의 신규 공급사 발굴과 같은 모듈화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수직 통합 체계 및 공급사슬의 효율화에 

자원 투입을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굴삭기 제조기업은 제품 아키텍처 

변화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아키텍처 변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

국에 시장 주도권을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 굴삭기 제조기업은 2010년 이후의 미니‧소형 세분 시장의 빠른 

성장과 같은 수요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굴삭기 산업은 중형급을 중심으로 성장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중형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굴삭기 중량 별 수출 대

수에서도 중형급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분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2010년 이후 중국 굴삭기 시장이 13

톤 이하의 미니‧소형 제품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수출 주력 제품에 안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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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굴삭기 시장의 중량별 비중 구성과 우리나라의 판매량

자료: 한국기계연구원(2016), 유진투자증권, ?月刊 유진기계: 중국 굴삭기편’ 각 월 자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품목별 규격별 생산판매현황?각 월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
주: 우리나라의 굴삭기 중량 별 수출 비중은 2012년 1월부터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 비중 산출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2016년 6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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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굴삭기 시장의 크기별 비중 구성과 우리나라의 판매량(좌) 및 우리나라의 굴삭기 중량별 수출 비중(우)

이와 같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부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의 중국 굴삭기 시장의 빠른 성장이라는 우호적

인 수요 조건에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과신과 전략적 관성(Inertia)을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우리나라가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력 생산 기종인 중형급 위주의 시장 형성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제품 현

지화(Localization), 판매 후 서비스 경쟁력 확보, 그리고 선도적인 금융 서비스(할부 

판매) 제공이었다(김남국 et al., 2007; 한국건설신문, 2003; 2004). 이에 따라 우리나

라 기업은 해당 기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능력 확충과 제품 현지화 지속 추진, 

판매 후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및 부품 조달 비용 절감, 금융 서비스 제공 확대 등 

기존의 성공 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에 자원을 집중하였다(). 더욱이 2008년~2009년 

이미 중국공정기계협회에서 향후 미니 또는 소형 굴삭기의 높은 시장 성장세를 전

망하였으나(산은경제연구소, 2009; 우리투자증권, 2008), 기존 성과와 전략적 관성으

로 인해 미니‧소형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 라인 확대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 그림 9 참고).

두 번째는 미니‧소형 굴삭기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해당 세분시장 공략에 소극

적이었다는 점이다. 미니·소형 굴삭기는 저가이고, 고객군 또한 개인이나 소규모 

임대 사업자, 시공 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마진)과 현금 창출 능력이 중

대형에 비해 떨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제품 및 시장 개발에 있어 중대형 

세분시장에 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장석인 et al., 2010). 특히 5.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 기업들이 공용 부품 표준화 등의 원가 경쟁력에 기반을 두어 동 세분시

장에서 가격 인하 등 공격적인 시장 개발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이들 중국 기업과

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되 제품 성능의 차별점

을 부각하는 시장 개발 전략을 견지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면

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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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2011년을 정점으로 중국 굴삭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 가운데 미니·소형 굴삭기 세분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효과

를 거두지 못하였다.11) 

Ⅵ.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열린 기술, 수요, 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응 간의 결합을 고찰함으로써, 약 15년에 걸쳐 발생한 두 

국가 간의 시장 주도권 이전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굴삭기 아

키텍처의 모듈화는 중국 굴삭기 산업의 학습속도를 가속화하는 기술적 기회의 창으

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굴삭기 수요의 급증과 2010년 이후 빠

르게 진행된 미니‧소형 세분시장의 성장은 중국의 시장 공략을 용이하게 하는 수요

적 기회의 창의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건설‧토목 투자 정책과 자

국산 굴삭기 구매 시 예산 지원 평가 가산점 부여 정책, 핵심부품의 수입 관세 철

폐‧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그리고 범용 부품의 표준화 정책은 중국 기업에게 배타적‧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이 되었다. 

이러한 기회의 창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은 핵심부품의 수입을 통해 단기간에 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표준화된 범용 부품의 채택은 원가 절감에 따른 수

익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니‧소형 세분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제품 

라인을 빠르게 확충함으로써 시장의 절대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시장 성과와 높은 수익성 달성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판매 후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및 공격적인 금융 서비스 제

공과 같은 핵심 성공 요인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무적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

로써 시장 주도권 강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같은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파급력을 간과

한 채, 배타적‧수직통합적 공급사슬관리에 주력하였으며,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략적 관성으로 인해 새로운 세분시장의 등장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중국

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본 사례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을 활용하여 시장 주도권 이전의 원인을 심층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본 이론의 발전과 정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 

주도권 이전을 논의한 대부분의 연구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간의 주도권 다툼에 

11) 기존기업 또는 선발주자가 저가의 세분시장 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
용하는 사례는 중소형 항공기 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Vértesy, 2017). 캐나다의 Bombardier가
50석 이하의 중소형 항공기 생산에 진입할 당시 Airbus, Boeing 등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
항공기 세분 시장에 낮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Bombardier에게 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 효과로 작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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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후발주자 간의 시장 주도권을 논의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현상이 매우 빠르고 동적으로 일어남을 설명하였다. 특히 가격 덤핑공세, 특

허 침해 소송과 같은 선발주자의 공격과 로컬 수요의 외면 등으로 인해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자본재 제조업(Kim and Lee, 2008)에서의 주도권 이전을 논의함으로

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분석적 일반화를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산업‧시장 주도권 

상실의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 먼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주자에게 우호적인 기술, 수요, 정책적 기회의 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수의 기회의 창이 등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예

를 들어 굴삭기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산업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술, 수요적 패러다임 변화가 부상하고 있다(Kodama, 2014). 

또한 후발주자의 정부 정책에 의한 불리한 사업 환경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면, 기술, 수요의 기회의 창을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표준 정립 지원 등과 같은 자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기회의 창에 대한 면밀한 관찰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유연한 전략적 대응을 끊임

없이 견지해야할 것이다. 특히 기존 성공 전략에 대한 관성,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과신과 이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창의 파급효과에 대한 과소평가와 같

은 선발주자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관계에 있

는 후발주자의 전략적 대응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후발주자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술 역량 또는 기존 선

발주자의 성공 요인을 내재화하는데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전

에 차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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