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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백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은 극히 드문 현실에서 두산의 120년
역사는 두산의 핵심 경쟁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특히 두산이 기업활동을 해온 대한
민국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는 일제시대-6.25전쟁-전후 복구시기-산업화시기-국제화시기
등의 격동적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따라서 본고는 120년 동안 기업 환
경의 변화에 대처해온 적응력 그 자체를 두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두산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하려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를 인터뷰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산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독점권을 갖고 있던 육의전이 폐지되자 1896년 배오개
지역에 개인 포목점인 박승직상점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04년에는 26명의
동료 상인들과 근대적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창고 및 토지대부업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리고 1906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효시가 된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하는데에 참여하였
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지배가 만주로 확장되면서 한반도내의 맥주수요가 급증하
였는데 일본에서 맥주를 수입할 경우 물류비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한국내에서 일본 맥
주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을 검토하였다. 이에 박승직은 쇼와기린맥주가 설립될 때 이사
로서 참가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에 의해 몰수된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이 민간에 불하하자 박승직의 장
남인 박두병은 1945년 9월에 쇼와기린맥주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11월에 맥주생산을 재
개, 1948년에는 상호를 동양맥주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동
양맥주는 문을 닫았지만 1952년 민간기업으로서 동양맥주를 다시 출범시켰다. 맥주업과
는 별도로 1946년에는 운수업과 무역업을 하는 “두산”을 설립하였고, 더나아가 1948년
에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산 “두산상회”를 새로 설립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운송수단이
매우 부족해 두산상회의 운수업은 호황을 맞이하였다.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YKM100(onseioreananagement, 100주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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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두산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소비재산업뿐
아니라 중화학공업으로 진출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70년대말에는 그룹의 매
출구조에서 소비재가 삼분의 일, 중화학 제품이 삼분의 이를 차지하여 회사의 이름도
“두산그룹”으로 바꾸었다. 80년대 역시 정부의 중화학 공업 투자 격려는 계속되었으나
79년의 오일쇼크와 국내적으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중동 건설시장의 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
외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시켰고 국내 건설시장의 확장을 통해 주택
사업과 개발사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92년 페놀유출사고가 치명타가 되어 두산은 맥주사업을 접고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며 중공업전문 그룹으로 변신하여, 국내사업의 위기를 국제화로 타개하였다. 이와
같이 두산의 역사는 시대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기 확장기에는 다각화를 구사하
고, 경기 수축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변신을 거듭한 결
과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즉, 기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만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신의 원동력은 몇가지로 귀결되는데, 첫째는
능력없는 승계를 부정하는 창업주의 의지, 이를 위하여 창업자 가족들에게 경영자 교육
을 중시하고 능력있는 최고경영자를 중용하는 문화, 그리고 두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서는 사업의 진출과 퇴출에 대한 결정을 과감히 내려온 경영 전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기업 환경, 적응, 변신, 다각화, 국제화, 두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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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00년 전에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기업이 현재까지도
생존할 확률은 2-3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며 우리나라
의 장수기업에도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100년 이
상 되는 기업은 두산을 포함하여 두, 세 개 기업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렇다면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뀐다. 최근의 기업환경만 보아도, 2000년대 초반의 호
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2000년대 후반 들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방황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과 기업인이 도산하
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무인자
동차와 같은 용어들이 새로운 경영 환경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 10년과 최근의
상황이 이렇게 급면하고 있을진대 100년간의 기업 환경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
을 것이다.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은 인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인간은 인간
이라는 주체를 그대로 두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왔다. 물론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해왔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는데도 도구라
는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기업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스스로를 바꾸는 변신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는 것이다. 기업환경이 바뀔 때 기존의 사업을 과감히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기업이라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
발하여 기존 상품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시장의 환경변화를 피해 갈 수도 있다. 또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더 효율적으
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의 개발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적응력은
중요한 경쟁력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십년 안팎의 단기적 기간이 아니라 보다 더 긴
시계(視界)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기업의 DNA인 기업의 ‘변신’이 어떻게 장수기업을 만드는지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년의 기업역사를 가진 두산그룹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 1장에서는 1990년대까지 기업환경의 변화에 두산이 어떻게 대응하며 기업을 변
신시켰는지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변신의 원동력으로서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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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80년대부터의 국제화와 중공업화를 통한 변신을 살펴
보았다. 제 4장에서는 두산의 120년 역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에 대해 정리하였다.

II. 역사적 특징이며 DNA라고 할 수 있는 두산의 “변신” 능력
2.1 창업부터 1970년대말까지의 경제상황과 두산의 변신
두산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변신을 서슴지 않았다. 두산은 1896
년 두산그룹의창업주인 박승직의 이름을 딴 박승직상점이라는 개인 포목점으로 시작
하여 1925년 근대적 형태의 기업이 되었다. 박승직상점이 개설되기 2년 전인 1894
년까지는 육의전이라는 장소가 있었으며, 육의전의 시전인들은 특정상품에 대한 독
점권을 갖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상업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
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으로 육의전이 폐지 되자 일반인들에게도 자유로운 상행
위가 가능하지자, 이를 계기로 배오개라는 지역에 박승직상점을 개설하게 된 것이
다. 지금의 종로 4가인 배오개는 18세기 전반부터 시전상인들과 만만치 않은 경쟁상
권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며. 지리상으로도 한반도 동북부의 상품과 삼남지방의 상품
이 교류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투데이, 2011.11.15) 박승직은 1904년에는 26명의
서울 상인들과 함께 50만원을 합자하여 근대적인 주식회사를 만들고 창고 및 토지
대부업을 위해 한국최초의 주식회사인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05년 광장주
식회사가 건설한 시장이 오늘날의 동대문 시장이 되었다. (이코노미톡뉴스, 2011) 또
한 1906년에는 조선인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경영인 단체인 한성상업회의소
를 설립하는데 참여하였는데, 한성상업회의소는 훗날 대한상공회의소의 효시가 되었
다1).
박승직은 1933년 쇼와기린맥주(昭和麒麟麦酒)의 설립과정에서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1930년대 초까지 국내에는 ‘삿뽀로’(札幌), ‘기린’, ‘사꾸라’(櫻)등 일본산 맥주
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맥주소비가 점증하자 일본 맥주메이커들은 한국 내에서의 맥
주생산을 검토했다. 그 이유는 일본경제권이 만주 등 대륙으로 확장되면서 이 지역
의 맥주수요도 점증했으나 일본에서 맥주를 생산해서 중국대륙으로 수송할 경우 물
류비 과다 등으로 채산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한국은 물이 좋을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과 인건비 등이 저렴하여 경쟁력도 충분했다. 이로 인해 쇼와기린
맥주가 설립되었고 박승직은 그 과정에서 이사로서 참가하였다. (씨엔비저널, 2012)
1)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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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은 이와 같이 포목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업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동년도 9월 25일 미군정청은 법령 제2호로 ‘일본인재
산 이양에 관한 법령’을 제정, 국내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재산을 적산(敵産)으로 간
주하고 정부관리 하에 둔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군정은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귀속기업을 민간에 불하하기로 결정했다.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
되자 박승직의 장남인 박두병은 1945년 9월 하순에 쇼와기린맥주를 운영하기로 결
심했다. 대신 50여 년간 가업으로 유지했던 박승직상점은 9월말에 폐업했다.
박승직은 장남 박두병을 박승직상점에 취업시켜 가업을 계승하고 근대적인 경영
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50년간 해오던 사업을 과감하게 접어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
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승직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더 이상 박승직상점이
가지고 있던 주요 사업은 맞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
는 폐업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1945년 10월 박두병은 민간측 관리지배인으로 일
하게 되었으며 1945년 11월에는 맥주생산을 재개하고 1948년 2월 27일에 상호를 쇼
와기린맥주에서 동양맥주주식회사로 변경하고 ‘OB’라는 상표를 붙여 면모를 새롭게
일신했다. 이는 두산이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또
한 전통적 사업방식에서 근대적 경영방식으로의 전환이기도 했다. (씨엔비저널,
2012) 그러나 얼마후 1950년 6.25전쟁으로 동양맥주의 공장은 폐허가 되고 말았고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 수복 후 동양맥주의 전 직원들은 공장을 다
시 돌리기 위하여 박두병을 찾아왔으나 박두병은 공장재건에 쉽게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복된 요청으로 박두병은 동양맥주의 경영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
하여, 1952년 3월 귀속사업체인 동양맥주를 불하받아 민간기업인 동양맥주를 출범하
고 사장이 되었다. 동양맥주는 1953년 8월 생산을 재개하였고 “OB그룹”의 주력업종
이 되었다. (박철순 외 1999)
해방 후 박두병은 쇼와기린맥주를 경영하는 것 이외에도, 1946년 봄 운수업과 무
역업을 하는 “두산”을 설립하였으며, 1948년에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한 “두산상회”
(두산산업의 전신)를 새로 설립했다. “두산”이라는 말은 “한 말 한 말 차근차근 쉬지
않고 쌓아올려 산같이 커져라”라는 뜻으로 박승직이 박두병에게 준 새 상호였다. 이
는 사업을 번창시키되, 투기적인 재화 축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두산상회는 구형 포드승용차 2대와 일본군이 사용했
던 도요다 트럭 2대로 택시운수와 화물운송업을 병행 하였다. 이후 1950년 6.25전쟁
이 터지자 피난으로 인해 운송수단이 매우 부족해 두산상회의 운수업은 호황을 맞이
했다. (씨엔비저널, 2012) 1951년에는 “두산상회”를 “주식회사 두산상회”로 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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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회사 두산상회의 설립으로 1대에서 2대로의 재산권 및 사업권이 양도되었고,
박승직상점의 시대는 가고 박두병을 대표하는 두산의 도래를 암시하였다. 두산은 운
수업에 붙인 상호라는 점에서 세대교체적 의미뿐만 아니라 면포상점이라는 기업으로
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두산 120년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두산의 주력사업이 박승직의 포목점에서 박두병의 동양맥주로 변한 것
은 일제시대의 종말과 해방, 그리고 6.25전쟁과 같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박승직과 박두병은 기존사업의 철수와 신사업으로의 진
출에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단 사업진출을 결정한 후에
는 빠른 행동력과 집착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두산의 다각화는 동양맥주를 중심으로 연관사업체를 설립하고 기존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다각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최초의
방계회사는 오늘날 두산건설주식회사의 전신인 동산토건주식회사였다. 동산토건은
동양맥주의 영선과로서 공장의 개보수, 상하수 시설, 사택보수, 맥주상자 제조 등을
하며 시공능력을 쌓았고, 1960년 동양맥주의 영선과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
다. 박두병은 건설업 진출에 이어 또 하나의 국가 기간산업인 기계공업 분야로의 진
출을 시도하였는데 1967년 5월 동양맥주의 시설 개보수를 맡고 있던 공무과를 분리
독립시키는 형식으로 오늘날 두산기계주식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윤한공업사를 설
립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 국내 맥주업계는 맥주병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는
데 동양맥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 유리병 제조공장 설립을 모색하기 시
작하여 1969년 한국병유리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71년 군포공장의 준공으로 맥주
병과 콜라병 수급문제를 해결하였다.
두산은 박승직상점이라는 상업자본에서 동양맥주라는 산업자본을 형성하였고, 동
양맥주에 이어 두산산업을 설립하여 수직통합, 계열확대, 관련다각화를 시작하였다.
그룹화는 자원과 산업의 개척, 자본조달 및 구조조정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대기
업과 그룹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두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
조하였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피운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은
선진국의 기업과는 달리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었으며 생산요
소를 직접 생산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두산의 경우 맥주를 생산해서 팔
기 위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제작하고, 유리병을 직접 생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다.
이 무렵 정부는 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였고, 1977년에는 수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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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달성하는 “한강의 기적”를 이루어냈다. 두산은 1970년대에도 많은 비관련 기업
을 인수하여 경영 하였다. 두산은 1969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9~1972)을
통해 정부가 중화학공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두병은 중화학공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국가의 발전에 있어 소비재 산업뿐 아니라 중화
학 공업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두산을 다각화 시켰다. (일요서울, 2013)
1970년대를 통해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두산은 1978년 1월 기존에 사
용해오던 “OB그룹”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다각화하는 사업 내용을 하나로 통일시킬
만한 “두산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에는 그룹 매출액 중 맥주,
콜라 등 소비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OB그룹이라 불리워도 무방하였으나
1978년에는 소비재 1/3, 무역, 기계, 건설, 화학공업 2/3으로 구조 전환이 예상되어
그룹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던 것이다. 따라서 1978년 박승직 상점의 정통성을 이
어받은 두산산업의 두산을 그룹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박철순 외 1999)

2.2 1980년대 경제상황과 두산의 변신
1980년대 한국 경제의 특징은 과거 1960~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특정산업 위주
의 성장 우선 정책의 결과, 잠재하던 모순점들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정부주도로 인한 산업조정과 산업합리화가 경제 전체의 화두였다.
[그림1] 한국 주식회사의 도약과정2)

2) 삼성경제연구소 (2005). [SERI] CEO Information 제500호: 한국기업 성장 50년의 재조명,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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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3)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중화학공업 정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공업을 통한 발전
정책이 정부의 주된 정책이었으나 지속적인 국내 고용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
는 1973년 중화학공업으로 정책 노선을 바꾸었다. 중화학공업은 거대 자본과 더불어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요구되는 리스크가 큰 산업이었기에 정부는 각종 특혜 및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다. 당시 중화학공업 참여 기업들은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삼성 등이었는데 이들은 기존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업들과
함께 거대한 기업집단을 형성해나갔고 이후에도 정부의 새로운 산업 육성정책에 적
극적으로 부응하며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중화학공업으로의 유인책은 강제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들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일으켜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로 인해 많은 외화낭비를 초래한 것
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 중화학제품 수출을 주도하기 위하여 1975년 종합
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우실업, 쌍용, LG그룹의 반도상사, SK, 삼화, 금호실
업, 현대종합상사와 율산실업 등이 종합상사로 지정되면서 이들 그룹의 계열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매경이코노미, 2010) 70년대 후반 당시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종합상사가 전담했으며 이는 업체들 상호간의 과대경쟁을 불러일으켰
다. 이는 1970년대 중반 발생한 중동건설 붐으로 인해 동부, 삼환, 현대, 극동 등 건
설사들의 성장 및 해운업체에 대한 과다금융지원 시기와도 맞물린다.
1979년 4월, 과잉투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대통령은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 5월 구체적인 투자조정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설비 4개사를 2원화하여 2개로 개
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정화 계획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정치적 파동과 함께
2차 국제석유파동에 따른 고유가, 미국이 주도한 국제 이상 고금리, 그리고 미 달러
화의 고평가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과 함께 중단된다. 원유가격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 4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주춤하였고 정
치적, 사회적 혼란과 맞물려 한국 경제도 침체에 빠졌다.
두산그룹도 1979년 말의 불황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1980년 동양맥주는 창업 후
최대 적자인 28억 원의 적자를 보였고 두산기계, 두산전자, 한양식품, 두산유리, 두
산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계열사 전체의 성과가 2~3년 동안 좋지 않았다. 더군다
나 1980년 12월, 두산그룹이 20년 동안 공들인 합동통신사는 정부조치의 일환으로
강제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산그룹은 설비투자를 잠
시 중단하였고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정리하였다. 또한 유사조직을 통폐합하고 수
3) 초기 약 3년은 박정희 정권하에 있었으며 후반기 2년은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통치
하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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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초긴축 재정을 실시하였으며 3세 경영인의 취임
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갔다. (이승욱, 2002)
3세 경영인 박용곤 회장은 1970년대까지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맥주, 건설, 전
자, 유리, 기계,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폭넓게 개척하고 기존사업과의 연
관사업, 신규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수직, 수평다각화를 하였다. 또한 두
산건설의 전신인 동산토건은 제2차 오일 쇼크로 재원이 풍부해진 중동산유국의 대형
공사를 수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중동 건설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자국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자국화 시책’, 토목, 건축과 같은
노동집약적 공사는 감소하고 플랜트 공사와 같은 기술집약형 공사가 증가하여 동산
토건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국내공사의 확장을 위해 주택사업
과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1990년대에는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참여 할
수 있었다. 1993년에는 동산토건을 두산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두산기계는 공작기계 부문을 제외하고는 식품기계, 콘테이너, 화학기계, 금형 등 4
개 전문분야가 모두 그룹 내 관계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 관계사들이
모두 불황에 처한 상황이라서 1980년대 초반 3년간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러
나 취약한 사업구조를 벗어나는 노력을 통하여 1982년말 드디어 발전용 보일러, 압
력용기 등 5개 부문에 걸쳐 국내에서는 네번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6
년에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화학기계의 비중이 75%에 달하였다.
결론적으로 두산은 1980년대 초반의 불황에 적응하기 위해 소비재, 내수 산업 위
주의 사업구조에서 중공업, 수출 위주의 사업구조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내수나 소비재 산업만 고집하였다면 불가능한 구조조정이었을 것이며 자본시장
의 역할이 미약하던 시절에 대규모 자본을 조달 할 수 있었던 그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3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환경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 두산그룹의 변신
김영삼 정권인 1993년부터 1997년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100일 계획'을 실시 하였다. 국내기업 성장사의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시기는 기반형성기(1955~70), 고도성장기(1971~87)를 지나 전환기
(1988~97) 후기에 돌입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198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가능하
게 했던 대내 외 여건들이 변화하였다. 국제 정세는 일본 경제를 제외한 미국 및 다
른 주요국들이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고 유럽에서는 통합의 기운이 보여졌으며
공산국가들에 대한 수출제한이 풀렸으며 국내에는 민주화와 함께 신(新)경제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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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었다.
김영삼 정권은 경제제도의 개혁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신경제 정책을 내
세웠다. 신경제 정책이란, 과거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대
한 경제 운용에서 나왔지만 이는 민주화가 진전된 현재 더 이상 수용될 수 없고 국
민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신(新)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이다. “신경제 100일 계획” (1993.2.22~6.30)은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간에
향후 5년간의 신경제 건설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 아래 시행된 사전 정리작
업이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경기 활성화,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생필품 가격
안정 등 7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고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긴급대책으로 타락하
였다. 이에 따른 신경제 5개년 계획 역시 1차년도에 자취를 감췄다. (박진근, 2009)
정부는 외국인투자 자유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
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투자재원을 확충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1994~97
년 동안 선진기술의 이전이 활성화 되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또한
추가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국내 경제의 국제화는 더욱 가속
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1996년 말로 계획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앞당기
기 위하여 금융, 외환 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금리자유
화, 통화관리방식 개선, 여신관리제도 개편, 단기 금융시장 발전,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를 포함하는 정책이었다. 금융 개방으로 인하여 이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던 대기업들 중 많은 수가 신규투자를 할 때 새로운 원천으로 외화차입을 선택하
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개방과 자율화, 세계화 개념에 너무 집착한 나
머지 외형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을 불러왔으며 1994~96년의 국제수지 악
화 및 적자 누적을 초래하였다.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
긴축정책과 걸프전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침체기에 있었으나 1993년부터 미
국에서 일어난 IT부문의 투자 증가로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찾아갔다. 하지만
일본은 예외로 낮은 성장률 속에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디플레이션 국
면으로 진입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1993년의 중국의 국교 정상화는 그 동안 일본과
의 경제교류가 주를 이루었던 한국에게 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외교류의 지평
을 넓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1994년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남북경제교류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외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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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가 있었고 우리 나라도 1월부터 9월까지 대기업 부도 사태와 금융 불안이 떠
올랐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의 독자적인 대외지급능력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IMF
에 공식적으로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였고 IMF 외환·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IMF 긴급 자금을 위해 경제프로그램 이행 각서에 합의하였는데 합의서에는
재정금융 긴축 및 시장금리 상승 허용, 금융개혁 및 부실금융기관 구조 조정, 무역
및 자본 자유화 가속,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 재벌 계열사 간 상호 채무보증 관행
개선, 채권 시장 완전 개입, 이자제한법 폐지가 담겨 있었다.
두산그룹은 1996년 창업 100주년을 맞았다. 10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박용
곤은 바로 아래 동생인 박용오에게 경영 일선을 물려주고 퇴임하였다. 박용오는 취
임과 동시에 과거지향적 사풍을 버리고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자문을 받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두산은 IMF위기 전인 1996년 11월 OB맥주 영등포 공장을 비
롯하여 각종 공장과 농장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3천 7백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매일경제, 1996) 29개 계열사를 주력 4개사로 축
소하고 3M, 코닥, 네슬레와 같은 경영권 없는 지분을 매각하였다. 또한 맥주사업과
음료사업이 두산의 양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11월, 두산 그룹은 OB맥
주와 두산음료를 합병하여 영업권을 코카콜라사에 매각하여 4천 3백억의 현금을 확
보하였다. 이는 1991년 페놀유출 사고이후OB맥주가 1994년부터 3년동안 2천억 원
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조선맥주 돌풍과 함께 진로쿠어스
맥주의 신규 진출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경기침체로 맥주 매출부진이 맞물렸
기 때문이었다. (경향신문, 1997) 결국 두산은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1998년에는 그룹의 상징이었던 서울 을지로 사옥도 팔았다. 이를 통해 두산그룹은
내부적인 적자부담을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 같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함과 동시에 넉넉한 현금 확보도 가
능하게 됐다. 1996~99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창출한 현금은 외자유치 13.5억 달
러를 포함하여 약 2조억 원에 달했다. 이는 두산의 순 매출액이 1995년에 4조 원 이
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었다. (한한수, 2002) 두산은 확보한 많은
현금을 가지고 2001년 한국중공업을 시작으로 2003년 고려산업개발, 2005년 대우종
합기계 등을 인수하며 대표적인 중공업 그룹으로 환골탈태했다.
이처럼 두산은 경기 확장기에는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적극적
으로 추진한 반면, 경기 수축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변신을 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두산은 적자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비슷한 계열사들은 묶어
서 통폐합을 실시하여 비용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또한 수익사업이라 하더라
도 유동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매각하여 성장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 107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97~122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으로부터 단순한 부동
산 매각이나 인원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이 아닌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의 본
보기로 평가 받았다.

2.4 두산은 매판자본이었나?
1992년 페놀유출 사고로 두산은 코카콜라, KFC와 같은 외국 브랜드를 들여와 내
수시장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매판자본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두산이 외국브랜드를 들여온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지 않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의 불황에 맥주 생산 원가는 상승하였으나 맥주 소비자 가격 인상폭
은 크지 않았으며, 음주 패턴도 값싼 술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비하
여 동양맥주는 과거의 불황때마다 구사했던 대로 생맥주 판매를 강화하는 쪽으로 신
속하게 전략을 바꾸어 상황에 대처하였다. 이때 나온 것이 1980년의 ‘OB베어’라는
생맥주 체인점으로 1981년 9월까지 전국에 1243개 업소가 개설되는 폭발적인 호응
을 얻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품질향상을 통한 수요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생각
하고 1981년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사와 기술 및 상표 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듬
해부터는 홍콩, 미국 등지로 수출도 하였다. (매일경제, 1983)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도입 정책과 맞물려 1981년 동양맥주는 세계적인 위스키제조회사인 씨그램사와 고
급위스키 생산과 위스키원액의 국산화를 목표로 합작하여 OB씨그램을 설립하였다.
이는 두산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기술과 상표를 도입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수출을
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하였다. 1983년 전후로 경기는 점차 회복이 되었으나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맥주의 수입이 개방 되었고, 1985
년 7월 조선맥주가 덴마크의 칼스버그사와 기술제휴를 맺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동양맥주는 하이네켄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안호이저 부시사와의 합작으로
1987년부터 버드와이저를 출하하였다.
1980년대에 두산그룹이 한양식품을 통해 개척한 신사업 중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비음료계 외식사업인 KFC 사업이었다. 두산그룹이 이 분야에 참여
하기로 한 배경에는 세계 60여개국에서 애용되고 있는 KFC 제조비법을 도입함으로
써 공급 과잉 상채에 있는 국내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부족한 쇠고기를 대체
하는 효과도 거두어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또
한 장기적으로는 양계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주방문화가 낙후한 실정에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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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가정에서 가족 동반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외식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KFC 매장을 보는 일반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았다. ‘켄
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영어간판, 켄터키라는 미국지명, 낯선 서양 할아버지의
입상 등의 분위기가 일반으로 하여금 외래 음식문화의 위협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물결을 타고 어차피 외식산업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석이 자명한 마당에 기술제휴를 해서라도 독자기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시장개방 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므
로 KFC 사업도 두산그룹이 이제껏 여러 분야에서 맺어왔던 기술제휴의 전략과 그
맥락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III. “변신”을 선도(先導)시킨 핵심요소

3.1 박두병의 이념과 철학
박두병의 경영이념과 철학은 1968 방송인터뷰에서 잘 알 수 있다. “회사 창설 때
부터 경영과 자본을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제 그 실천의 일보직전에 이
르렀다. 자기가 사장이라고 반드시 아들이나 동생이 사장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고방
식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유능한 재질이 있다면 계승할 수도 있으나 유능치 않은 사
람이 그렇게 될 때, 그 회사의 다른 유능한 사원들이 앞으로 무엇을 믿고 거기서 일
을 하겠는가. 사장의 아들, 손자에게로 사장직이 세습되고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원의 사기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배오개에서 세계
로, 178p) 또한 비슷한 시기 최고간부 회의석상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나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는 생각 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내 아들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다음 주인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배오개에서 세계로, 179p)
박승직은 두산의 기업공개에 대하여서도 “더 이상적으로 나가자면 주식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중화시켜야 한다” 고 말하였다. (배오개에서
세계로, 180p) 박두병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1973년 4월 동양맥주의 주식을 공개하
였다.
위의 예를 통하여 박두병은 능력없는 승계를 부정하였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서나 볼 수 있었던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일치감치부터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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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69년 12월에는 동양맥주의 후계사장으로 전문경영인인 정수창을 지명하여
실제로 본의의 경영이념과 철학을 실천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활동하
며 기업인이면서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몸소 실천하였
다.

3.2 경영자로서의 교육과 훈련 강조
박승직은 일본인을 이기기 위하여 두 아들을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육하
였다. 또한 되도록이면 본인의 사업장에서 바로 일하기 보다는 다른 기업에서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박승직의 장남인 박두병은 1932년에 경영고등상업학교를 졸
업하고 조선은행에서 4년간 근무한 후 1936년에 박승직상점에 상무취제역으로 근무
하였다. 차남인 박우병은 게이오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한 후 박승직상점과 쇼와기린
맥주대리점에서 근무한 후 동양맥주 창립멤버가 되었다.
박두병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으로 교육을 시켰다. 박두병의
장남인 박용곤은 경동고를 나와 University of Washington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은행
에서 6년간 일을 한 후에 한양식품 사장이 되었다. 차남인 박용오는 경기고를 나와
뉴욕대학교 경영학을 졸업하고 두산산업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3남인 박용성은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MBA를 한후 한국투자
금융에서 일을 하였다. 4남인 박용현과 5남인 박용만도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의대,
서울대 경영대를 각각 졸업하였다. 박용만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Boston대학교에서
MBA를 하고 두산건설에 입사하였다.
이와 같이 박승직과 박두병은 교육이라는 측면으로는 아들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등으로 준비시켰고, 경험이라는 측면으로는 두산과 관계없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박용곤의 한양식품과 같이 신규사업의 창업을 하도록하여 훈련
을 시켰다.

3.3 전문경영자의 등용
동양맥주의 최고경영자는 오너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초대사장이었던 박두병
(1945-52-69)을 제외하고 2대, 3대, 4대 사장은 전문경영인이었다. 박두병은 1969년
부터 1973년까지 회장직을 맡았고, 전문경영인인 정수창은 1969년부터 1977년까지
2대 사장을 역임한 후 1977부터 1979년까지 회장직을 역임한후 1981년부터 또 한번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전문경영인인 최인철은 3대 사장과 1979년부터 1981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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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역임하였고, 전문경영인인 김학배는 4대 사장을 역임하였다. 5대 사장부터는
박용오, 박용성 등 3세 경영인이 주로 맡았으나, 사장직과 회장직을 일정 기간을 두
고 서로 돌아가면서 맡은 것으로 보아, 오너경영인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모두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산그룹
의 오너는 위기의 순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하였다. 기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과
감하게 전문경영인에게 기업의 경영을 위임하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그룹의 변신
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19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기업은 최대의 위기
를 맞이하게 된다. 1991년 3월 14일 약 30톤의 페놀원액이 누출되어 낙동강으로 유
입되는 사고가 일어나자 국민들은 두산그룹을 규탄했고 두산그룹은 부도덕한 기업으
로 낙인이 찍혔다. 두산은 외국합작기업인 계열사가 많았는데 사실은 외국상표를 들
여온 최종 목표는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외국 상표로
돈 번 재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동아일보, 1991) 그 이후 두산 회장은 미디어에
사과광고를 내고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의 수질 개선 자금으로 200
억원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91년 3월 22일 추가로 페놀원액이 약 1.3톤 누
출되어 이 중 약 0.3톤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더
욱 분노하게 만들게 만들었다. 각종 사회 단체들이 두산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여 기
업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박용곤 회장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
장직에서 사퇴하여 전문경영인 정수창 회장에게 회사를 넘겼다. 두산그룹은 반성과
함께 1991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하여 환경관리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
의 노력을 하였다. 페놀 누출 사고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정수창 회장은 다시 박용곤
회장에게 자리를 넘겼다.
두산의 형제경영은 형제가 차례대로 경영을 맡다가 집안 회의를 거쳐 다음번 형제
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최고경영자가 결정된
다. 국내 재벌가의 대부분이 장자를 후계자로 삼는 관행을 미루어보면 형제끼리 돌
아가면서 그룹 회장을 역임하는 방식으로 최고 경영을 맡기는 전통이 있는 두산그룹
의 후계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용만 회장은 부회장 시절
에 두산의 국내 및 국외 기업 합병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룹내 입지를 다졌다.
두산그룹은 박두병 초대회장 작고 이후 ‘박용곤→박용오→박용성→박용현→박용만’
회장으로 경영권이 이어져왔다. 박용만 회장의 동생이자 3세 그룹의 막내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일찌감치 두산그룹을 나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박용만 회장 다음으로는 두산 4세 시대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박용만 회장도 부회장 시절에는 그룹의 실무를 총괄하였으나 회장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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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뒤에는 사업보다는 ‘두산웨이(DoosanWay)'라는 기업 철학 정립이나 전경련 회
장직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3세 경영인 중에 막내인 박용만은 두산의 최고경영자를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오너 가족의 지분이 두
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오너 가족의 모든 재산이 두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이 잘되어야 하고, 두산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영능력을 겸
비한 전문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겨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박용만은 스스로 오너라고
생각한적이 없다고 한다. 본인도 가족과 두산을 위한 한 사람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한다.

3.4 글로벌 성장: 국제화와 중공업 기업으로 변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두산은 국제화의 정세에 맞추어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서 동양맥주를 널리 알리게 된다. 맥주소비
수준은 매년 20%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고급맥주의 경우는 90%라는
초고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동양맥주는 고급맥주 개발에 힘써
OB 수퍼드라이를 개발했다. 동양맥주는 TV와 일간지 등 매스컴을 총 동원하여 광
고전을 펼치고 다양한 판촉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음회도 개최했다. 다양한 소비자
의 취향과 욕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을 겨냥한 호프, 라운지 등을 속속
개점했다. 1991년에는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두산그룹기획조정실,
1996) 이 때의 경영이념인 ‘안정추구경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산 기업은 먹고 마
시는 식음료를 주종을 이루게 했고 이를 더욱 특화 시켜 장기전략을 세우고 생산성
을 높여 사회변화에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매일경제, 1990) 그 결과 맥주시장점
유율 70%를 돌파하는 실적을 올리며 ‘세계인의 맥주 OB’로 우뚝 서게 된다.
두산은 1990년대에 들어와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후발 개도국이 급부상하는 국제
무역시장 추세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상실한 경공업제품들을 포기하고 중공업제품 위
주로 수출전략을 추진했다. 두산산업은 수입산업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국산화에도
적극 나섰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두산산업은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경
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 북방 국가들의 시장개척에 힘을 기울였다.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기 전 1988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1990년대에는 베트
남, 중국 등에 해외지사를 설치하면서 시장개척을 본격화해 철강, 석유화학제품, 종
이제품 등을 수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가 일으킨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외형상의 승승장구에도 두산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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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없는 구조였다. 두산의 핵심 산업은 주류 및 음료사업이었는데 위스키와 소주
는 진로와 경쟁하고, 맥주는 하이트가 등장하면서 두산의 시장 점유는 급속도로 떨
어졌다. 이들 산업은 수입원료때문에 원가를 줄이기 힘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
한 감독을 받아 가격인상도 힘들었다.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94년도부터 두산의
수익이 떨어지고, 95년부터 두산은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제1차 사업구조조정은
1995-97년동안 오비맥주 페놀사건을 본격적 전환점으로 두산은 사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페놀 사건 이후 두산은 OB맥주 뿐 아니라 주음료 시장의 경쟁의 격
화로 수익성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80년대 성장기에 두산은 많은 주음료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자본지출비용이 과한
상태였는데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심각한 위기가 되었다. 위기 타개의 첫번째 시도로
서 두산의 대표 브랜드였던 OB맥주 영등포 공장부터 매각하였다. OB맥주의 매각은
사실상 페놀사건이 주범이었으나 OB맥주에 이어 곧 그룹의 대표 업종이었으나 경쟁
이 심화되어 수익이 나지 않던 주류 및 음료 사업을 뒤따라 구조조정하면서 과감하
게 손을 떼기로 한다. 한편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자회사들중 관련사들을 통합하여
두산개발과 두산농산을 합치고 두산창업투자, 두산렌탈, 두산환경산업을 두산동아로
통합하였다. 그 외 한국코닥이나 3M의 지분은 매각되었다.
매각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확실한 목표하에 한국 네슬레, 3M, 한국코
닥 등 합작사 지분을 팔았고, OB맥주 음료사업 부문도 미국 코카콜라에 매각했다.
(비즈니스워치, 2014) 여기서 박용성 회장은 이른바 '걸레론'을 제기하였는데, "나에
게 걸레면 남에게도 걸레일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이다. 두산은 이러한 전략으로 회
사의 매각을 매우 좋은 조건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뒤이어 1998-1999년에서도 구조
조정은 가속화되었는데, OB맥주의 지분 50%를 네덜란드의 인터브루에게 매각하였
고, 남은 지분은 두산경월, 두산백화와 통합하여 주류사업은 최소한만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외 두산 유리와 두산 제관이 통합하여 하나의 계열사가 되었다. 이후
2001년, 2006년 세차례에 걸쳐 인터브루에 OB맥주 지분을 매각하면서 두산은 주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두산은 1999년에는 1995년 29개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2개 계열사를 보유하게 된다. 구조조정 전의 두산은 음료와 주류를 중심으로 수평
다각화가 이루어졌고, 포장재, 원료, 기계, 제조에서부터 광고에 이르기까지 수직다
각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후 주류 및 음료 사업이 매각되면서
다운스트림만 남게 되었다. 1997년 기준 500%에 달하는 두산그룹의 부채가 200%로
축소되어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된다. 그러나 다운스트림의 고객사가 매각된 상
태가 되자 현금은 확보되었어도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통해 수익을 내야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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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위기 의식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998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영업이익률이 4.5%에서
11.5%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두산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향후 나아갈 방
향에 대해 세가지의 원칙을 세우게 된다. 두산은 소비재 산업 기업이었기 때문에 두
산의 경영성과는 결국 국내 경제성장에 동결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
라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첫번째 원칙은 글로벌업종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로 보면 두산은 두산그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200
억~300억의 매출을 내는 계열사들이 30개가 모여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기
민한 변화를 보이는 소비재 업종에서 그룹 전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
다고 판단하였다. 또 계열사당 매출액이 200억~300억원이었는데, 이렇게 소규모 사
업들을 여러 개 하기 보다는 스케일이 큰 조단위의 사업을 하자는 인식이 있었다4).
두산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무렵 한국중공업이 매
물로 나오게 된다. 한국중공업은 두산이 생각하던 방향과 조건이 맞는 기업이어서
두산은 무조건 인수에 지원을 하였는데, 마침 인수자로 4대재벌은 제외하자는 정치
적 방침 덕에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공업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두산의 이러한 시도는 그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상
당히 선진적이며 고무적인 결정이었다. 이 당시는 1998년에 발생한 아시아금융위기
의 여파로 인해 부실한 기업들의 정리가 여전히 진행중인 시기였다. 두산은 걸레론
에서 밝힌 바처럼 위기가 아닌 시점에 우량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두산의 입장으로서 한국중공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국내에선 보호받고 있
고, 해외에서 한국중공업의 사업은 신흥시장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주 유망하였
다. 두산이 한국중공업의 인수 후 해야 할 일은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야하는 것이었다. 한국중공업(이제부터 두산중공업으로 서술)은 인수 후 예상대로
만족스러운 사업 실적을 올려주었다. 이 기간에도 구조 조정은 계속되었는데, 두산
은 시중은행을 대형채권단으로 두고 있었다. 인수 작업을 지휘하던 박용만 부회장
(현 두산 회장)은 두산의 높은 차입금때문에 한국중공업의 인수를 우려하던 시중은
행장들을 만나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자마자 OB맥주의 비경영권지분을 전량 매각한
다고 약속하였다. 2000년에는 반도체 장비 사업을 매각하고, OB 맥주의 잔여 지분
을 매각하였으며 두산 CPK 및 여의도 빌딩을 매각하였다. 앞서 OB 맥주는 인터브
루에게 50%의 지분을 3,500억에 매각하였는데, 2001년에는 45%의 지분을 홉스
(Hobs)에게 5,600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두산은 OB맥주의 매각으로 권리금까지 두둑
4) 2015년 기준으로 이정도 규모의 사업은 두산에서는 대리급 사원이 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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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챙기는 형세가 되었다.
2005년에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였는데, 이때는 한국중공업 인수 후 자금력이라
든지 인수후 조직 통합 등 기업 인수에 뒤따르는 여러 이슈들이 해결되었던 상황이
었다. 대우종합기계 역시 1998년 금융위기 때 수익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받았으나
2005년에는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수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었다. 두산은 대우종합
기계를 인수하여 사명을 두산인프라코어로 바꾸면서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로
그룹의 투톱 계열사를 삼았다. 본사 경영의 방식 역시 소비자와 공급만 생각하다가
기계/시스템 관련 영업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어야 했다. 중공업 기업으로
서 두산은 부채비율이 너무 높지않도록 대차대조를 균형잡아야하고 전 업종에 항상
글로벌 경쟁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구조조정 전에는 그룹내 사업구
조에서 음식료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두산은 기계 사업을 그
룹의 핵심으로 만드는데에 성공했다. 또 구조조정 전에는 식음료, 광고, 출판 등 비
관련 계열사가 많았지만 구조조정 이후로 계열사들은 사업상 상호 관련성을 높게 보
이는 사업들로만 구성하게 되었다. 글로벌 경쟁이 증가하면서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
한 신흥시장 기업들이 성장하는 시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
야하는 시대적 압력하에서 두산은 명실공히 중화학 공업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국내에서 중공업 기업으로 전열을 정비한 후 두산은 기술력 확보와 해외 시장 개
척을 위하여 2006년부터 기업 인수를 계속 시도한다. 이 시기는 매각보다 인수 사업
이 훨씬 많다. 80-90년의 다각화가 국내에서 학습과 기술력 확보의 과정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의 기업 인수는 해외에서 학습과 기술력 확보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두산은 중공업 부문에서 담수, 발전, 주단조 부문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는
데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였기 대문에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현 두산 그룹의 리더인 박용만 회장의 회고에 의하면 중
공업 기업으로 변모하여 막상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니 기술력의 부재로 두산은 해외
기업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었다. 특히 두산은 터빈보일러 발전 기술을 가
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은 GE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어서 GE와의 계약때문에 국제
시장 진출에 늘 제약을 받았다. 기술계약이 2010년에 만료되는데, 독자기술을 개발
하려면 당시 상황으로는 20-30년이 걸리고 GE기술을 계속 쓰면 2010년까지 자립이
불가능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두산은 2010년전까지 반드시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만 했다.
보일러의 원천기술은 소수의 회사가 보유하는 과점 구조였는데 마침 미쓰이가 밥
콕을 팔려고 하고 있어서 두산은 신속히 인수하였다. 스코다파워 역시 두산이 터번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유일하게 인수가능한 회사였다. 이 결과 2010년 두산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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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를 마침내 청산하고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자립하게 된다. 그외
두산은 역삼투압 방식의 수처리를 보유한 American Engineering Services (AES), 주
단조 기술을 보유한 IMGB 등을 차례로 인수하여 외진출 해외 진출시 기술을 지원
해줄 파트너 없이 단독 역량만으로 발전소, 중장비, 건설의 3대분야를 아우르는 종
합적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IV. 결 론
두산은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중요시하여 오너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자의 등용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규사업 진출, 인수합병 등
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력업종을 계속해서 변화시켰다. 반면 “두산”이라는 브랜
드를 유지하였고, 박승직, 박두병의 이념인 “인화”와 대를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을 수행하며 “사업보국”의 국가의식을 실천하였다.
두산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다각화, 그룹화, 구조조정, 자본조달, 국제
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50년 산업화 이전에는 박승직상점에서 맥주제조업과
운수업, 무역업 등으로 다각화를 하였는데 이는 산업화 이전 수익성이 있는 곳이라
면 어디든지 뛰어들었던 결과이다. 반면 산업화 이후에는 원료, 장비, 포장, 생산 등
의 업스트림에서 광고 출판 등의 다운스트림까지 수직계열화와 주류, 음료, 식품류
를 위주로 한 수평계열화를 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의 기업과는 달리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직접 생산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제작하고, 유리병을 직접 생산하
고, 완제품을 광고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두산은 1953년 OB그룹이라는 소비재 음료산업을 주로하는 그룹을 형성하였다.
1933년 조선인 주주로 쇼와기린맥주 설립에 참여하여 맥주사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
게 되어, 1941년 쇼와기린맥주 대리점을 하였고, 1945년에는 쇼와기린맥주 경영에
참여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거절하고 민간측 관리지배인이 되었다가 맥주생산을 다
시 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사명을 동양맥주로 변경하고 새 상표로 OB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52년 민간기업인 동양맥주를 창립하고 1953년 동양맥주 생산을 재
개하면서 맥주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소비재, 무역, 기
계, 건설, 화공으로 그룹의 주력산업군이 구조전환되어 그룹의 이름을 OB그룹에서
두산그룹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92년 페놀유출 사고로 그룹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1996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중공업위주의 그룹 구조로 재편하였다. 다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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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체제를 통하여 기업환경의 변화에 더 잘 맞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였고,
주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요소를 직접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산은 70년대말부터 진행된 과잉투자와 1990년대 후반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시
작된 불황속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설비투자를 중단하였고 부동산을 정
리하였으며, 소비재, 내수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중공업, 수출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
편하기 시작하였다. OB맥주 영등포공장을 매각하고, 29개 계열사를 주력 4개사로
축소하였으며 3M, 코닥, 네슬레와 같은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매각하고 코카콜라 지
분도 매각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적자사업을 정리하고 유사 계열사를 통폐합하
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두산은 기존사업을 처분하여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적극 활용하였다. 1950
년 이전 박승직 상점을 처분하고 동양맥주를 설립하여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을 형
성하였으며, 성장기였던 1950년부터 1996년까지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과 다각화,
그룹화 등을 통하여 캐쉬카우를 확보하였으며, 상장을 하여 기업을 공개하였다. 페
놀유출 사고로 그룹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먼저 매
각하여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두산은 국내사업의 위기를 국제화로 타개하였다. 국제화 이전 국내 주류와 음료수
시장은 경제성장기에 진행된 과도한 설비증가로 시장은 포화상태였고 수익이 나지
못하는 구조였으나 규제가 심하여 가격상승은 어렵고 설비증가로 인하여 막대한 이
자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992년 페놀 사건으로 시장점
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출혈이 심한 계열사를 매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직,
수평 통합의 그룹구조였기 때문에 계열사 매각은 자연스럽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계열사 매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두산은 국내 주류와 음료 시장에서
성장하는 규모가 크면서도 소비자의 변화가 빠르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하였던 계열사를 매각하여 한국
중공업과 대우종기를 인수하고 계열사 전체를 중공업기업으로 구조조정하여여 두산
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톱체제로 신흥시장의 성장 및 세계의 도시화 진행에 따
라 지속적으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 기
술라이센싱이 만료되면서 두산은 기술력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건설플랜트 분야의
핵심기술을 라인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해외진출을 의미하며
외부 압력에 의한 변신이 아닌 ‘자립형 변신’을 의미한다. 두산은 해외 피인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진출을 하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국제화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지닌다. 첫째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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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연한 경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하며 구조조정은 그룹의 주력 산업 역시 예
외가 될 수 없다. 반면 그룹의 경쟁력은 계열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야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점은 더욱 강조된다. 둘째로 창업주 가족은 언제든지 능
력있는 외부 경영자를 등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 행사
는 한국식 기업경영의 주요 특징인데, 두산이 과감하게 외부 경영자에게 그룹 경영
을 맡겨서 경영 위기를 타개한 점은 대다수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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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osan 120 Years – A History of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Hyun-Han Shin*·IsaoYanagimachi**·Joo-Young Kwak***

Abstract
Given that it is rare to witness the firms having longer than a centennial history in
the world, the 120 business years of Doosan demonstrates prescence of its core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past one hundred years of South Korea, the era in
which the Doosan businesses started and flourished, is chacterized as a turbulent changes
and uncertainty, evidenced by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Korean civil war, the
post-war restoration, the industrialization drive, and the globalization imperativ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y and how Doosan made decisions for change with
interviews and documents, regarding adaptation to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during 120 years as its core competitiveness.
Two years after the reform in 1894 abolished yukuijeon, which is the association of
merchants having the monopolistic sales rights, Park Seung Jik, the founder of Doosan
opened a private textile store around Baeogae in 1896. In 1904, Park established a
moderinized corporation with 26 partners, beginning the storage and land lease
businesses. In 1906, he participated into establishment of Hansung Business Council,
which was the earlier form of Korea Business Council now. In the 1930s, as the Japan’s
economic control expanded to Machuria, the demand in the Korean Peninsula for beers
rose sharply. Because imports from Japan would increase logistics costs, Japanese beer
producers began to consider production in Korea. As a result, Showa Kirin Beer was
established and Park joined the business as a managing director.
After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discommonned the
Japanese property in Korea and redistributed to the civilians, Park Doo-byung, the eldest
son of Park Seung Jik, took over the Showa Kirin Beer in September 1945, resumed
the beer production in November, and changed the company name to Oriental Brewry.
* Professor of Financ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hanshin@yonsei.ac.kr, First
Author.
** Keio University. iyanagi@sfc.keio.ac.jp, Corresponding Author.
***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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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 Brewry was closed in 1950 as the Korean civil war occurred, but re-opened
in 1952 maintaining the private entity. In addition to the beer production, Doosan
Mercantile Company was established for the trading and transportation business in 1946
and, further, Doosan Trading Company was established specialized for trading. The
Korean civil war fell short of transportation vehicles, which made very profitable the
transportation business of Doosan Mercantile Company.
As Korean economy grew, Doosan sought for entries into both light and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 at the end of 1970s, heavy industry goods shared
two thirds of the company sales revenue, urging the firm into re-naming as Doosan
Group. In the 1980s, the government drive for heavy industry continued, however, the
oil shock overseas, the excessive domestic competition, and redundant investments
awakened Doosan into the needs to explore overseas market through exports. Therefore,
Doosan accumulated technical skills and managerial experiences by winning the bids
for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d in the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land development business as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became expanded.
Nevertheless, the phenol leakage in 1992 fatally damaged Doosan. It shut down the
beer production business and transformed the group structure into the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overcoming the domestic crisis with globalization. As the
Doosan business history shows, Doosan has aligned its business with the environment
changes. By diversifying during the upturn and focusing on the selected cores during
the downturn, it has been leading the proactive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We argue
that, through the mechanism, the “survival to the fittest” should apply to the firms of
long history as well. Hence, firms, like human beings, can survive only when they are
good at adapt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The anticedents of Doosan’s capability
to adaptation are found to be the founder commitment to deny succession to incompetent
heirs, the family culture to emphasis managerial train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to
promote capable top managers, and the managerial tradition to boldly decide on entries
and exits.
<Key Words> Doosan, adaptation, transformation, environmental changes, firms of long
history

- 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