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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두산그룹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어떤 방식으로 3세대로부터
4세대로 계승되었는지를 고찰한다.
4세대의 소유ㆍ경영권 승계는 2006년 주력회사 ㈜두산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면서 본격
화되었다. 2007년에 친족 지분이 대폭 늘어나면서 4세대 지분이 3세대 지분보다 처음으
로 많아졌고, 4세대 박정원은 1위 주주가 되었다. 이후 4세대의 소유ㆍ경영권이 점차 강
화되어 2016년과 2019년 승계 완료로 이어졌다. 박정원은 2016년 ㈜두산의 대표이사회
장 겸 그룹회장이 되었고 2019년에는 그룹 동일인 신분 또한 물려받았다.
소유권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영권은 5개 상장회사(㈜두산, 두산중
공업,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오리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3ㆍ4ㆍ5세대의 가
족구성원들이 ㈜두산 지분을 어느 정도로 보유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5개 상장회사에서
는 어떤 유형의 임원직을 보유해 오고 있는지를 세대별ㆍ일가별ㆍ개인별로 비교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활용한 주된 자료는 5개 회사의 사업보고서이다.
한국재벌 중 ‘4세대 경영권 승계’는 두산그룹이 처음이며, 그런 만큼 두산그룹에서의
소유ㆍ경영권 승계 과정은 다른 재벌들의 승계 과정 연구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본 논문은 1개 그룹의 사례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재벌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승계 과정’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재벌들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한국재벌, 4세 경영, 소유ㆍ경영 승계, 두산그룹, 박용곤,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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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두산그룹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어떤 방식으로 3세대로부
터 4세대로 계승되었는지를 고찰한다.1)
2019년 7월 두산그룹 주력회사인 ㈜두산의 ‘최대주주’ 지위가 3세대 박용곤에서 그
의 장남인 4세대 박정원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3월 세상을 떠난 박용곤의 지분 상속이
7월 마무리되면서였다. 박정원은 2007년부터 이미 실질적인 최대주주였으며, 2019년
공식적인 최대주주가 되면서 12년 만에 소유권 승계를 완료하였다. 한편, 박정원은
2000년 ㈜두산의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대표이사회장(겸 그룹회장)
으로 승진하여 16년 만에 경영권 승계를 먼저 마무리하였다. 즉, 두산그룹 4세대의 소
유ㆍ경영권 승계는 ‘2000년 경영권 승계 시작 → 2007년 소유권 승계 1차 완료 →
2016년 경영권 승계 완료 → 2019년 소유권 승계 최종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3세대 4명의 자녀인 4세대 10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4세대 경영권 승계’는 두산그룹이 처음이며, 그런 만큼 두산그룹에서의 소유ㆍ경영
권 승계 과정은 다른 재벌들의 승계 과정 연구에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최근 한국재벌에서는 2ㆍ3ㆍ4세대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2)
소유권 승계는 ‘동일인 신분 승계’의 의미로, 경영권 승계는 ‘그룹회장직 승계’의 의
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인(同一人)’은 공정거래법이 지정하는 대표주주
를 지칭한다.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및 임원)와 함
께 회사 및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이다(공정거래법 제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
조). 통상 오너(owner)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다. 동일인이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보유 지분 크기와는 관계없이 가족 중 상징적인 인물이 지정되기도 한다. 반면 경영권
1) 두산그룹은 2019년 5월 현재 자산총액 기준 15위의 대규모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은 박정원, 계열
회사는 23개, 자산총액은 28.5조 원이다. 1896년 설립된 박승직상점에서 시작되었으며 2019년
은 창립 123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9년까지 33년
동안 줄곧 대규모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집단 순위는 11~15위, 자산총액은 1.1~33.1조 원 그리고
계열회사는 14~29개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5월 현재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중 동일인
이 자연인인 상위 30개 집단(= 30대 재벌)의 동일인 중에는, 2019년에 처음 동일인이 된 구광모
(4세대; LG그룹, 재벌 순위 4위), 조원태(3세대; 한진, 10위), 박정원(4세대; 두산, 12위) 등 3명
이 포함되어 있다. 또, 3명은 2018년에, 1명은 2017년에 처음 동일인이 되었다: 이재용(3세대;
삼성, 1위), 신동빈(2세대; 롯데, 5위), 이우현(3세대; OCI, 25위); 구자홍(2세대; LS, 14위). 30
대 재벌 전체로 보면, 동일인의 세대별 분포는 4세대 2명, 3세대 4명, 2세대 13명, 그리고 1세대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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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룹회장’은 재계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용어이며, ‘그룹총수’
로 불리기도 한다. 각 그룹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인물이다. 동일인이 그룹회장을 겸하
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동일인과 그룹회장이 별개인 경우도 적지 않다.
본 논문은 관례에 따라 승계의 최종 시점은 동일인ㆍ그룹회장 신분을 기준으로 한
다. 그런 한편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승계의 한 과정
이므로, 지분ㆍ임원직 보유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승계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소
유권은 지주회사 ㈜두산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5개 상장회사(㈜두산, 두산중공업, 두산
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오리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활용된 주된 자료는 이들
회사의 사업보고서이다.
두산그룹의 소유ㆍ경영권 승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본 논문이 처음이
다. 선행연구로는 김동운(2012, 2013a, 2013b)이 있는데, 자료의 범위가 2011년까지
이고 3ㆍ4세대의 경영 참여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지 않다. 고종식(2015), 신
현한 외(2017) 그리고 전이영 외(2015)는 두산그룹의 역사 또는 창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김인 외(2011), 신태진 외(2017) 그리고 장용선(2017)은 주력회사인
㈜두산 또는 그룹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2019년 7월 현재의 소유ㆍ경영구조를 소
개하며, 이어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각각 4세대의 지분 보유 및 소유권 승계 과정, 4세
대의 임원직 보유 및 경영권 승계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앞의 논의
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를 토론한다.

Ⅱ. 두산그룹의 소유ㆍ경영구조, 2019년 7월
2019년 7월 현재 두산그룹의 계열회사는 24개(상장회사 5개, 비상장회사 19개)이
다. ㈜두산이 실질적인 지주회사이며, ㈜두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박정원 일가가 가지
고 있다. 즉 ‘박정원 일가 → ㈜두산 → 23개 계열회사’의 지배구조이다 (<표 1>).
첫째, ㈜두산에 대한 친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47.24%이다(보통주 기준; 우선주
35.87%). 지분 보유 가족구성원은 27명(43.62%)이며, 이들 중 동일인인 4세대 박정원
이 가장 많은 지분(7.41%)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2개 비영리법인(두산연강재
단, 동대문미래재단)과 2명 임원이며, 각각 3.61%, 0.01%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두산의 경영에는 가족구성원 5명(3세대 1명, 4세대 4명)이 참여하고 있다.
4세대 박정원이 대표이사회장(겸 그룹회장)이며, 2명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및 4명 사
외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4명 가족구성원은 미등기임원이다.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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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박용만(회장) 그리고 4세대 박지원(박정원 동생; 부회장), 박석원(박용성 차남; 부사
장), 박서원(박용만 장남; 전무)이다.
셋째, ㈜두산이 지배하는 23개 계열회사는 자회사 10개, 손자회사 8개, 증손회사 3
개, 기타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개 회사 중 9개는 자회사 두산중공업의 지배
를 받고 있다. 이들 9개 회사는 손자회사 4개(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포함), 증손회
사 3개(두산밥캣 포함) 그리고 기타 2개이다. 즉 ‘㈜두산 → [두산중공업 + 9개 자회사]
→ [자회사 두산중공업 산하 9개 손자ㆍ증손ㆍ기타 회사 + 2개 자회사 산하 4개 손자
회사]’의 구조이다.
<표 1> 두산그룹의 소유ㆍ경영구조, 2019년 7월
∙ 그룹 계열회사 24개 = ㈜두산(* 실질적인 지주회사) +
23개 회사(자회사 10개, 손자회사 8개, 증손회사 3개, 기타 2개)
∙ [㈜두산] 친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47.24%(보통주)
(친족 43.62(박정원 7.41, 26명 친족 36.21); 비영리법인 3.61. 임원 0.01)
∙ [㈜두산] 친족 임원：(등기임원) 박정원(대표이사 회장)
(미등기임원) 박용만(회장), 박지원(부회장), 박석원(부사장),
박서원(전무)
자회사(10개)：두산중공업(* 32.30%), 오리콤(* 63.41), 네오플럭스(96.77), 두산로보틱스(100),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100),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100), 두산메카텍(100),
두산베어스(100), 디비씨(46), 디엘아이(41.91)
손자회사(8개)：(두산중공업) 두산건설(* 88.89), 두산인프라코어(* 36.27), 두산큐벡스(32.07),
오성파워오엔엠(100)
(오리콤) 한컴(100)
(네오플럭스) 1호(15), 2호(5.56), 3호(10)
증손회사(3개)：(두산건설) 네오트랜스(42.86), 밸류웍스(60.90)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51.05)
기타(2개)：(두산중공업) [DHF(100)] → 두산에이치에프컨트롤스아시아(100)
(두산밥캣) [DBS(100)] → 두산밥캣코리아(100)
주：1) ㈜두산의 23개 계열회사 보유 지분은 ‘보통주 + 우선주’ 기준; * 상장회사.
2) DHF = Doosan HF Controls Corporation(미국 자회사), DBS =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자회사); 1호 =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2호 = 케이티씨엔피그
로쓰챔프2011의2호사모투자전문회사; 3호 = 네오플럭스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출처：㈜두산 반기보고서,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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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세대의 지분 보유 및 소유권 승계
1. ㈜두산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 2000~2019년
주력회사 ㈜두산에 대한 박정원 일가의 소유권은 2007년부터 확고해지기 시작하였
다. 친족(동일인 포함) 지분은 2006년까지 20%내외였으며, 2007년부터는 30% 이상
그리고 2012년부터는 40% 이상 수준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반면 특수관계인(비영리
법인, 계열회사, 임원) 지분은 2006년까지 44~17%대 수준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07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든 2~3%대이다(<표 2>).
<표 2> ㈜두산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 2000~2019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동일인
5.12
5.00
4.17
4.14
3.98
3.70
3.69
3.63
3.52
3.46
3.43
1.05
1.39
1.38
1.36
1.36
1.43
1.51
1.59
7.41

친족(A)
친족
14.92
13.48
9.91
12.00
11.51
13.68
17.85
31.88
30.91
30.78
30.89
33.66
40.50
40.46
39.75
39.31
41.37
43.55
45.87
36.21

합
20.04
18.48
14.08
16.14
15.49
17.38
21.54
35.51
34.43
34.24
34.32
34.71
41.89
41.84
41.11
40.67
42.80
45.06
47.46
43.62

특수관계인(B)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임원
20.11
24.04
19.66
22.92
7.66
30.07
2.29
30.16
2.19
24.88
2.04
19.78
2.04
15.54
2.01
1.97
0.24
1.95
0.21
1.94
0.37
2.27
0.36
2.70
0.30
2.70
0.30
2.65
0.29
3.09
0.29
3.26
0.31
3.42
0.32
3.61
0.01
3.61
0.01

합
44.15
42.58
38.03
32.45
27.07
21.82
17.58
2.01
2.21
2.16
2.31
2.63
3.00
3.00
2.94
3.38
3.57
3.74
3.62
3.62

A+B
64.19
61.06
52.11
48.59
42.56
39.20
39.12
37.52
36.64
36.40
36.63
37.34
44.89
44.84
44.05
44.05
46.37
48.80
51.08
47.24

주：1) 2000~2004, 2006~2009, 2012~2018년 – 12월 현재; 2005, 2010~2011년 – 이듬해 3월
현재; 2019년 – 7월 현재; 보통주 기준.
2) 동일인：박용곤(2000~2018), 박정원(2019).
3) 친족：18명(2000~2001), 17명(2002), 15명(2003~2004), 16명(2005~2006), 29명(2007),
28명(2008~2018), 27명(2019).
출처：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최대주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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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현재 친족 지분은 20.04%, 특수관계인 지분은 이보다 2.2배 많은 44.15%였
다. 후자 중 24.04%는 계열회사가 그리고 20.11%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하였다. 이후
2005년까지 친족 지분이 계열회사 지분보다 적은 상태가 계속되었으며(14.08~18.48%
vs. 19.78~30.16%), 비영리법인은 2003년부터 2%대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지분 구조가 바뀌어 친족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월등
하게 많아졌다. 2005년 친족 지분은 17.38%, 특수관계인 지분은 21.82%(계열회사
19.78%+비영리법인 2.04%)였는데, 2006년에는 역전되어 각각 21.54%, 17.58% (15.54%
+2.04%)로 바뀌었다. 이어 2007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 친족 지분은 35.51%로
1.6배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이 모두 없어지고 비영리 지분(2.01%) 또한 줄어들면
서 특수관계인 지분은 2.01%로 급감하였다.3)
친족 지분은 2007~2011년 34~35%대, 2012~2016년 40~42%대 그리고 2017~
2018년 45~47%대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9년 현재에는 43.62%이다. 이는 2006
년의 21.54%에 비하면 2배 많은 수치이다. 동일인 박용곤의 지분은 5.12~1.05% 수
준에서 점차 줄어들었으며, 2019년 동일인 지위를 물려받은 박정원의 지분은 7.41%
이다. 지분에 참여한 친족(동일인 포함)은 2000~2006년 15~18명 그리고 2007년 이
후 27~29명이다.
비영리법인 지분은 2008~2010년 1%대, 2011~2014년 2%대 그리고 2015년 이후
3%대이다. 비영리법인은 두산연강재단(2000년 이후)과 동대문미래재단(2015년 이후)
이다. 임원 지분은 2008년에 처음 생겼으며, 0.2~0.3%대이다가 2018~2019년에는
0.01%이다.

2. ㈜두산의 친족 지분
1) 지분 보유 가족구성원
2000~2019년 사이 ㈜두산의 지분을 보유한 박용곤 일가 가족구성원은 모두 34명
이다(<표 3>, <표 4>).
3) ① 이는 지배구조의 변화 때문이었다. 2006년 1월 두산그룹은 ㈜두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
용의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 3월에는 ㈜두산의 목적사업에 지주사업 관
련 2개 항목이 추가되어 지주회사임이 명문화되었다. 2009년 1월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
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12월 ‘지주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정에서 제외되
었다. ②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은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의 일
환으로 1999년 2월 허용되었다. 2000년 1월 SK엔론(이후 2006년 이후 SK E&S), 2001년 4월
㈜LGCI(2003년 이후 ㈜LG)가 각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1호, 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많은
재벌들이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지주회사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다. ‘한국재벌과 지주회사
체제’의 전반적인 추세 및 특징의 자세한 논의는 김동운(2016, 201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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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박용곤의 형제ㆍ자매는 7명(1남 박용곤, 1녀 박용언, 2남 박용오, 3남 박용
성, 4남 박용현, 5남 박용만, 6남 박용욱)이며, 2000년 이후 줄곧 지분을 보유한 사람
은 4명(박용곤,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일가 29명이다. 나머지 5명 중 박용오 일가 2
명은 2000~2007년 사이 그리고 박용언 일가 3명은 2000~2002년 사이에 지분을 가
졌으며, 박용욱은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박용곤 일가 구성원이 11명(3세대 1명 + 4세대 4명 + 5세대 6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박용성 일가 7명(1+2+4), 박용현 일가 7명(1+3+3), 박용만 일가 4명
(2+2+0), 박용언 일가 3명(1+2+0), 박용오 일가 2명(1+1+0) 등이다. 세대별로는 4세
대 14명, 5세대 13명 그리고 3세대 7명이다. 34명 중 박씨 일가가 아닌 사람은 4명이
며, 3세대 중 박용만의 부인(강신애) 그리고 4세대 중 박혜원의 남편(서경석)과 박용언
의 자녀 2명이다.
한편, 매년 지분을 보유한 친족은 18명(2000~2001년), 17명(2002), 15명(2003~
2004), 16명(2005~2006), 29명(2007), 28명(2008~2018), 27명(2019) 등이다.
<표 3> 박용곤 일가 가계도, 3ㆍ4ㆍ5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1남 박용곤
(1932~2019 ; + 이응숙)

1남 박정원(1962~ ; + 김소영)
1녀 박혜원(1963~ ; + 서경석)
2남 박지원(1965~ ; + 서지원)

1녀 박상민, 1남 박상수
1녀 서주원, 1남 서장원
1남 박상우, 2남 박상진

3남 박용성
(1940~ ; + 김영희)

1남 박진원(1968~ ; + 김선영)
2남 박석원(1971~ ; + 정현주)

1남 박상효, 2남 박상인
1남 박상현, 1녀 박상은

4남 박용현
(1943~ ; + 엄명자)

1남 박태원(1969~ ; + 원보연)
2남 박형원(1970~ ; + 최윤희)
3남 박인원(1973~ ; + 박성민)

1녀 박윤서
1녀 박상아
1녀 박상정

5남 박용만
(1955~ ; + 강신애)

1남 박서원(1979~ ; + 구원희)
1녀 박재원(1985~ )

1녀 박상후

주: 1) 1세대 박승직(1864~1950), 2세대 박두병(1910~1973).
2) 3세대 7명 – 박용곤, 박용언(1녀), 박용오(2남),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박용욱(6남); 박용언
일가 지분 보유 3명(2000~02년), 박용오 일가 2명(2000~07년), 박용욱 일가 지분 보유 없음.
출처：김동운(2013b),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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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두산의 친족 지분, 2000~2019년：일가별ㆍ세대별 지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박용곤 5.40
일가 11.85

5.28

4.42

4.39

4.21

5.03

6.58

12.22

11.97

11.90

11.98

14.47

14.45

14.21

14.21

14.95

15.75

16.63

15.19

박용성
일가

3.69

3.60

3.01

2.99

2.88

3.43

4.46

8.22

8.06

8.02

7.95

8.04

9.70

9.70

9.51

9.51

10.02

10.55

11.10

10.14

박용현
일가

3.67

3.59

3.01

2.99

2.88

3.42

4.46

8.24

8.10

8.05

7.99

8.08

9.77

9.77

9.59

9.59

10.08

10.62

11.19

10.25

박용만
일가

1.86

1.82

1.73

3.88

3.72

3.86

4.41

6.45

6.33

6.30

6.55

6.61

7.94

7.94

7.79

7.35

7.73

8.14

8.57

8.07

19.42

17.86

13.53

15.60

14.99

13.93

13.90

12.51

11.82

11.70

11.89

9.61

11.79

11.78

11.57

11.13

11.71

12.33

12.99

11.40

0.63

0.63

0.54

0.52

0.50

3.44

7.64

22.82

22.38

22.27

22.11

24.76

29.68

29.67

29.11

29.11

30.64

32.26

33.95

31.70

0.22

0.26

0.30

3세대

4세대

5세대

합계

0.34

0.34

0.41

0.41

0.42

0.42

0.43

0.47

0.55

0.55

20.05

18.49

14.07

16.12

15.49

17.37

21.54

35.55

34.46

34.27

34.34

34.71

41.88

41.86

41.10

40.66

42.78

45.06

47.49

43.65

주：세대별 지분 - 박용오 일가(2000~07년) 및 박용언 일가(2000~02년) 포함.
출처：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최대주주 변경.

2) 일가별ㆍ세대별 지분
일가 중에서는 장남 박용곤 일가 지분이 4.21~16.63%로 가장 많다. 2006년까지는
4~6%대, 2007년부터는 11~16%대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에 계열회사
지분이 모두 없어지고 친족 지분이 2006년(21%대)에 비해 35%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박용성 일가(2.88~11.10%)와 박용현 일가(2.88~11.19%) 지분은 비슷한데, 2007
년부터 동생인 박용현 일가 지분이 조금 많아졌다. 두 일가 모두, 2006년까지 2~4%
대, 2007~2015년 7~9%대 그리고 2016년부터 10~11%대를 보유하고 있다. 박용만
일가는 가장 적은 지분(1.73~8.57%)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까지 1~4%대, 2007년
이후 6~8%대이다. 2019년 현재에는 4명 형제 일가의 지분이 15.19%(박용곤), 10.25%
(박용현), 10.14%(박용성) 그리고 8.07%(박용만)이다. 박용곤 일가가 박용현ㆍ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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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보다 1.5배가량 그리고 박용만 일가보다 1.9배가량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07년부터 4세대 지분이 3세대 지분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이후
격차가 더 커졌다. 2004년까지 4세대는 3세대에 비해 미미한 지분을 가졌으며(0.50~
0.63% vs. 13.53~19.42%), 2005년에 조금 늘어난 뒤(3.44% vs. 13.93%) 2006년에
는 절반 이상으로 더욱 늘어났다(7.64% vs. 13.90%). 이어, 2007년에 상황이 역전되
어 4세대 지분(22.82%)이 3세대 지분(12.51%)의 1.8배가 되었다. 이후 4세대 지분은
2012~2015년 29%대 그리고 2016~2019년 30~33%대로 더욱 늘어났으며, 반면 3세
대 지분은 2008년 이후 대부분 연도에서 조금 줄어든 11%대였다. 한편 5세대는 2007
년부터 약간의 지분(0.22~0.55%)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세대별 지분은 31.70%(4세대), 11.40%(3세대) 그리고 0.55%(5세대)
이다. 4세대가 3세대보다 2.8배 그리고 5세대보다 57배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3월 3세대인 동일인 박용곤이 세상을 떠났으며 4세대인 장남 박정원이 새 동
일인이 되었다. 이로써 2007년 시작된 4세대의 소유권 승계는 12년만인 2019년에 완
료되었다.

3) 개인별 지분
지분 보유 34명 가족구성원들 중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14명(3세대 4명,
4세대 10명)이다(<표 3> 참조).
2006년까지 4세대 지분(0.50~7.64%; 2006년 7.64%)은 3세대 지분(13.53~19.42%;
2006년 13.90%)보다 크게 적었다. 4세대 10명 중 2006년의 2명(박정원, 박진원)을
제외하고는 1% 미만이었으며, 2명(박서원, 박재원)은 2005년부터 지분을 보유하기 시
작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부터는 4세대 지분이 크게 늘어났다. 2007년 4세대
(22.82%)는 3세대(12.51%)를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격차가 더 커져(22.11~
33.95% vs. 9.61~12.99%) 2019년 현재에는 4세대(31.70%)가 3세대(11.40%)보다
2.8배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박정원은 3ㆍ4세대 14명 중 가장 많은
4.24%를 보유하여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룹 동일인인 아버지 박용곤 지분
(3.63%)보다 많았다. 3위는 3세대 박용만(3.40%), 4위는 4세대 박진원(3.10%), 5위는
박진원의 아버지 3세대 박용성(2.54%), 6위는 3세대 박용현(2.51%)이었다.
박정원은 2007년 이후 최대주주의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지분은 2007년 4.24%에
서 2019년에는 7.41%로 1.7배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박정원의 동생 박지원은
2011년부터(3.57~4.94%) 2위 주주가 되었다. 3위는 3세대 박용만(3.47~4.26%), 4위
는 4세대 박진원(3.04~4.17%), 5위는 3세대 박용성(2.48~3.48%), 6위는 3세대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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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2.45~3.44%), 7위는 박진원의 동생 4세대 박석원(2.48~3.41%)이었다. 즉 2011년
이후 1~7위 주주 중 4명이 4세대, 3명이 3세대였다. 3세대인 동일인 박용곤의 지분은
크게 줄어들어 2011년 이후 1%대였다. 박용곤은 2019년 3월 세상을 떠났으며, 같은
해 7월 그의 지분은 자녀 3명(박정원, 박지원, 박혜원)에게 상속되었다.
2019년 현재 2% 이상 보유 주주는 9명(3세대 3명, 4세대 6명)이다. 박정원의 지분
이 7%대로 월등하게 크고, 4%대 보유 2명, 3%대 보유 3명, 2%대 보유 3명이다: 박정
원(1위, 4세대, 7.41%), 박지원(2위, 4세대, 4.94%), 박용만(3위, 3세대, 4.26%), 박진
원(4위, 4세대, 3.64%), 박용성(5위, 3세대, 3.48%), 박용현(6위, 3세대, 3.44%), 박석
원(7위, 4세대, 2.98%), 박태원(8위, 4세대, 2.70%), 박혜원(9위, 4세대, 2.46%).

3. 친족 지분의 크기 및 배분 기준
가족구성원들의 지분 크기 및 배분은 ‘가족 내부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방식으
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
기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의 지분 크기 및 변동 추세를 통해 짐작해
볼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축적으로 적용된 기준은 ‘서열, 직계, 남성 및 장자(長子)
중심의 세대ㆍ일가ㆍ개인 간 안배(按配)’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친족 지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보면, 2006년까지는 3세대(13.90~19.42%)가 1위, 4세대(0.50~
7.64%)가 2위였으며, 상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는 순위가 바뀌어 4세대(22.27~
33.95%)가 1위, 3세대(11.13~12.99%)가 2위이다. 5세대는 2007년부터 지분을 보유
하였고, 전체 지분(0.22~0.55%)은 아직 미미하다.
둘째, 일가별로 보면, 3세대 6남1녀의 장남인 박용곤 일가 지분(4.21~16.63%)이 가
장 많으며, 그다음이 4남 박용현 일가(2.88~11.19%), 3남 박용성 일가(2.88~11.10%),
5남 박용만 일가(1.73~8.57%) 순이다.4)
셋째, 개인별로 보면, 34명 중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14명으로, 3세대 4
명과 그 직계 4세대 10명이다. 나머지 20명은 일정 기간 동안 적은 지분만 보유하였
다: [3세대 7명 중 3명] 장녀 박용언 2001년까지, 2남 박용오 2007년까지, 박용만의
부인(강신애) 2007년부터; [4세대 14명 중 4명] 박용언 자녀 2명 2002년까지, 박용오
아들 1명 2004년까지, 박용곤의 장녀 박혜원 남편(서경석) 2006년까지; [5세대 13명]
4) 7명 중 둘째인 장녀 박용언 일가는 2002년까지 그리고 2남 박용오 일가는 2005년 ‘형제의 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가문에서 퇴출당한 뒤 2007년까지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6남 박용욱 일가는
처음부터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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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넷째, 3세대 4명의 지분을 보면, 2000~2002년에는 1남 박용곤(4.17~5.12%), 3남
박용성(2.92~3.58%), 4남 박용현(2.87~3.52%), 5남 박용만(1.73~1.86%)의 서열대로
지분을 보유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박용성ㆍ박용현의 서열은 유지된 반면, 박
용만의 순위가 두 차례에 바뀌고 이에 따라 4명의 순위 또한 두 차례 바뀌었다.5)
다섯째, 4세대 중 지분을 많이 보유한 10명은 3세대 4명의 직계 자손이다. 박용곤의 2
남1녀, 박용성의 2남, 박용현의 3남, 박용만의 1남1녀 등이다. 8명은 남자이고 2명은 여
자이며, 출생 연도는 1960년대 5명, 1970년대 4명 그리고 1980년대 1명이다. 지분의 크
기는 3세대의 서열, 남자 우선, 빠른 출생 연도 등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
이며, 이 과정에서 일가별ㆍ세대별 안배(按配) 기준 또한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4세대 중 최연장자인 박정원(1962년 생)은 3세대의 장남인 아버지 박용곤을 잇는
장자 상속자로 일찌감치 낙점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분이 2006년 1.46%(5위)
에서 2007년에는 4.24%로 2.9배 많아져 3ㆍ4세대 14명 중 1위가 되었다. 이후 지분
은 2011년 5%대, 2012년 6%대 그리고 2018년 7%대로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에
는 7.41%로 2007년의 4.24%와 비교하면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 박정원의 남동
생 박지원(1965년 생)의 지분도 빠르게 늘어나 2011년부터 2위 주주(3.57~4.94%)가
되었다.6)

Ⅳ. 4세대의 임원직 보유 및 경영권 승계
1. 친족 임원
1) 임원직 보유 가족구성원
2000~2018년 사이 5개 상장회사(2018년 현재;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
5) [2003~2010년] 1위 박용곤(3.43~4.14%), 2위 박용만(3.31~3.88), 3위 박용성(2.45~2.90), 4
위 박용현(2.42~2.85); [2011~2019년] 1위 박용만(3.47~4.26), 2위 박용성(2.98~3.48), 3위
박용현(2.95~3.44), 4위 박용곤(0~1.59). 5남 박용만의 순위 상승은 가족구성원 수가 적은 데 따
른 배려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지분 보유 구성원은 박용곤(11명), 박용성(7명), 박용현(7명) 일가
가 3ㆍ4ㆍ5세대 7~11명, 박용만 일가는 3ㆍ4세대 4명이다. 3세대 중 유일하게 박용만의 배우자
(강신애; 2007년 이후 0.01~0.22%)가 지분을 보유한 것도 구성원 수가 적은데 따른 배려인 것으
로 보인다.
6) 두 아들이 1, 2위 주주가 되면서 아버지 박용곤의 지분은 2000년 5.12%에서 2007년에는 3.63%
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는 1.05%로 더욱 줄어들어 3세대 4명 중에서의 순위가 1위에서 4위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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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프라코어, 오리콤)의 경영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은 14명(3세대 4명, 4세대 10명; 3
세대 박용오 제외)이다. 나머지 1개 상장회사(두산밥캣)에는 친족 임원이 없다(<표 5>).
이들 14명은 위에서 언급한 ‘주요 주주 14명’이기도 하다. 박용곤과 자녀 3명(아들
2명 + 딸 1명), 박용성과 자녀 2명(2+0), 박용현과 자녀 3명(3+0), 박용만과 자녀 2명
(1+1) 등이다. 4세대 10명 중 8명은 남자, 2명은 여자이다. 3세대는 모두 7명인데, 1
명(2남 박용오)은 2000~2006년에 2개 회사의 임원이었고, 2명(1녀 박용언, 6남 박용
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4세대는 10명 모두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5세대의 경
영 참여는 아직 없다.
㈜두산에 가장 많은 10명(3세대 4명 + 4세대 6명)이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 두산
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각각 6명(3+3; 2+4), 두산건설에서는 5명(3+2) 그리
고 오리콤에서는 4명(2+2)이 임원이었다.

2) 세대별 임원
4세대의 경영 참여는 2000년 박정원이 ㈜두산에 그리고 박지원이 두산중공업에 관
여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 박정원은 ㈜두산의 대표이사회장(겸 그룹 회장)에 그리
고 박지원은 두산중공업의 대표이사회장에 취임하였으며, 이로써 16년 만에 경영권 승
계는 완료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부터 4세대 지분은 3세대 지분을 앞지르기 시작하였
으며, 박정원은 2007년부터 ㈜두산의 최대주주 그리고 박지원은 2011년부터 ㈜두산
의 2위 주주였다. 박정원은 2019년 새 동일인이 되었다. 즉 4세대의 소유ㆍ경영권 승
계는 ‘2000년 경영권 승계 시작 → 2007년 소유권 승계 1차 완료 → 2016년 경영권
승계 완료 → 2019년 소유권 승계 최종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었다.
3세대 4명 중에서는 막내인 박용만이 5개 회사 모두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그다음이
박용성(4개 회사), 박용현(3개 회사), 박용곤(2개 회사) 등의 순이다. 이들 4명은 모두
등기임원직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 특히 ㈜두산에는 4명 모두 참여하였고 등기임원직
을 가졌다.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에는 각각 3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오리콤에는
각각 2명이 관여하였다.
4세대 10명 중에서는 박정원이 가장 많은 3개 회사에 그리고 5명(박지원, 박혜원,
박진원, 박석원 박서원)은 각각 2개 회사에, 4명(박태원, 박형원, 박인원, 박재원)은 각
각 1개 회사에 관여하였다. 3세대와는 달리, 4세대 중에서는 2명(박정원, 박지원)만 등
기임원직을 보유하였고 8명은 미등기임원이었다. 회사별로는 ㈜두산에 가장 많은 6명
이 임원이었고, 그다음이 두산인프라코어(4명), 두산중공업(3명), 두산건설(2명), 오리
콤(2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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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개 상장회사에서의 친족 임원, 2000~2018년
(1) 임원 직책 보유 연도, 2000~2018년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오리콤

*05-07,09-14

*00-01

*00-04,07-10

[3세대]
박용곤

*00-02,11-14

08-10

박용성

*00-02,09-11

*00-14

박용현

*09-11

11,13-16

*05-17

박용만

*00-05,07-18

*00-11,15-16

*04,09-10

*05-18

*05-18

*08-11

[4세대]
박정원

*00-18

박지원

*09-18

박혜원

05-06

박진원

13-14

박석원

18

*00-18
08-18
05-10
07-09

박태원

05-18

박형원

07-14

박인원
박서원

10-18
15-18

14-18

박재원

18

(2) 임원 직책, 2018년 12월
박용만

회장

박정원

대표회장

박지원

부회장

등기회장
회장
대표회장

박혜원
박석원

부회장
부사장

박태원

부회장

박인원
박서원

부사장
전무

부사장

박재원

상무

주：1) 12월 또는 이듬해 3월 현재; * 등기임원 포함.
2) 3세대：박용오(㈜두산 *00-05, 두산건설 *04-06).
3) 대표 = 대표이사, 등기임원;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 상무 = 미등기임원.
출처：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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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현재에는 9명이 친족 임원인데, 이들 중 3세대는 1명(박용만) 뿐이고
나머지 8명은 4세대이다. 특히 ㈜두산에는 5명 임원 중 4명이 4세대이고 이들 중 박정
원은 대표이사회장이다. 또 두산중공업(2명, 박지원 대표이사회장 포함), 두산건설(2
명), 오리콤(2명)에는 4세대만 임원이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2명)에서만 3세대(박용
만, 등기회장)가 4세대(딸 박재원, 상무)보다 지위가 높다.

2. 회사별 친족 임원
1) ㈜두산, 두산중공업
주력회사인 ㈜두산과 두산중공업에서는 친족이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경영에 보다 깊
숙이 관여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두산에는 10명(3세대 4명, 박용오 제외;
4세대 6명)이 그리고 ㈜두산의 자회사로서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
업에는 6명(3명; 3명)이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첫째, ㈜두산에서는 3세대 박용만(대표이사 사장ㆍ부회장ㆍ회장, 상근이사, 미등기회
장)이 2000년 이후 줄곧 임원직을 보유하였다. 2015년까지는 등기임원이었다가 2016
년부터는 미등기회장이다. 3세대의 나머지 3명 중 박용성(비상근이사)과 박용현(대표
이사회장, 비상근이사)은 2011년까지 그리고 박용곤(비상근이사, 명예회장)은 2014년
까지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이었다.
4세대 중에서는 박정원(상근ㆍ비상근 이사, 등기회장, 대표이사 부사장ㆍ사장ㆍ회장)
이 2000년부터 줄곧 등기임원직을 보유해 오고 있다. ‘2000년 ㈜두산 임원’은 4세대
중에서는 첫 경영 참여였다. 2016년에는 박용만으로부터 대표이사회장직을 물려받아
4세대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하였다. 박용만은 미등기회장으로 물러났다. 다른 4세대 5
명 중에서는 박지원(2009년 이후; 등기사장, 사장, 부회장), 박서원(2015년 이후; 전
무) 그리고 박석원(2018년; 부사장)이 2009년부터 경영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2명(박
혜원, 2005~2006년; 박진원, 2013~2014년)은 2년 동안만 임원이었다.
둘째, 두산중공업에서는 3세대 3명은 2016년까지만 경영에 참여하였다. 박용성(대
표이사회장, 등기회장, 상근이사, 미등기회장)은 2014년까지, 박용만(등기부회장, 비상
근이사, 미등기회장)은 2016년까지 그리고 박용현(미등기회장)은 2011~2016년 사이
에 임원이었다.
반면 4세대 3명 중 박지원(상근이사, 미등기부사장, 대표 사장ㆍ부회장ㆍ회장)은
2000년 이후 줄곧 임원직을 보유해 오고 있다. ‘2000년 두산중공업 임원’은, ‘박정원
의 2000년 ㈜두산 임원과 함께, 4세대 중에서는 첫 경영 참여였다. 2007년에는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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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해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았으며 2016년 대표이사회장으로 승진하였다. 다른 4
세대 2명 중 박인원(상무, 전무, 부사장)은 2010년부터 참여하였고, 박석원(2007~2009
년)은 3년 동안만 임원이었다.

2)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오리콤
3개 상장회사에서는 2018년 현재 친족이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산건설
에는 5명(3세대 3명, 박용오 제외; 4세대 2명, 박중원 제외), 두산인프라코어에는 6명
(2명; 4명), 오리콤에는 4명(2명; 2명)이 임원이었다.
첫째, 두산건설에서는 3세대 3명은 2017년까지만 경영에 참여하였다. 박용현(상근
이사, 대표이사회장, 등기회장, 미등기회장)은 2005~2017년 사이에, 박용곤(2008~2010
년)과 박용만(2004, 2009~2010년)은 3년 동안 임원이었다. 반면, 3세대 2명은 2005
년 이후 줄곧 임원이며, 박정원(상근이사, 등기 부회장ㆍ회장, 대표이사회장, 부회장,
회장)은 2012년부터 미등기회장, 박태원(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은 2016년
부터 미등기부회장이다.
둘째,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3세대 2명 중 박용만(대표이사, 미등기회장, 등기회장)이
2005년 이후 줄곧 임원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용성(상근ㆍ비상근 이사, 미등기회장)은
2014년까지 임원이었다. 반면, 4세대 4명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박정원(2008~2011
년), 박진원(2005~2010년), 박형원(2007~2014년) 등 3명은 2014년까지만 참여하였
고, 박재원(상무)은 2018년에 처음 참여하여 아버지 박용만(등기회장)과 함께 임원직을
가지고 있다.
셋째, 오리콤에서는 3세대 박용성(비상근이사)과 박용만(상근ㆍ비상근 이사, 등기부
회장)이 2010년까지 경영에 관여하였다. 4세대 박혜원(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부회
장)은 2008년부터, 그리고 박서원(부사장)은 2014년부터 미등기임원직을 가지고 있다.

3. 친족의 경영 참여 기준
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들의 임원직 보유 또한 가족 내부에서 일정 기준
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지분 결정에 비해 임원직 결정은 보
다 신중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각 구성원의 경영능력, 경영 참여 시작 시
점, 경영 참여 계열사 선정, 보유 직책의 유형, 승진 속도 등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항
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영진의 구성은 개별 회사의 경영실적 나아가 그룹
전체의 경영실적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경영진에 어떤 가족구성원을 어떤 직책으로
참여시킬지의 문제는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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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서처럼, 임원직 보유에도 ‘서열, 직계, 남성 및 장자(長子) 중심의 세대ㆍ일가ㆍ
개인 간 안배(按配)’ 기준이 대체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영에 참여한 14명을 세대별로 보면, 3세대 7명 중 4명 그리고 그 직계 4세
대 10명 전부이다. 5세대 임원은 아직 없다.7) 3세대 4명은 모두 등직임원직을 보유한
적이 있는 반면, 4세대 10명 중에서는 2명만 등기임원직을 보유하였다. 또, 5개 상장
회사 중, 3세대 4명은 각각 5개, 4개, 3개, 2개 회사의 임원직을 가진 반면, 4세대 10
명은 관련 회사가 적어 1명이 3개, 5명이 각각 2개 그리고 4명이 각각 1개의 회사 임
원이었다.
둘째, 장남 박용곤(아들 2명 + 딸 1명)과 4남 박용현(3+0명) 일가가 4명씩, 3남 박
용성(2+0명)과 5남 박용만(1+1명) 일가가 3명씩이다.8)
셋째,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경영 참여 14명은 지분 보유 34명 중 보다 많은 지
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 14명이기도 하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들 14
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14명 중 1~5위 주주는 4세대 3명(1위 박정원,
2위 박지원, 4위 박진원), 3세대 2명(3위 박용만, 5위 박용성)이다.
넷째, 3세대 4명 중에서는, 관련 회사 수와 임원 직책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경영
참여 정도가 장남 박용곤(2개; (등기) 비상근이사, (미등기) 명예회장)이 가장 작고, 6남
박용만(5개; 대표이사, 회장)이 가장 크다. 또 개인 지분에서 앞선 3남 박용성(4개; 대
표이사, 회장)이 4남 박용현(3개; 대표이사, 회장)이 참여가 더 활발하다.
다섯째, 4세대 10명 중에서는, 3세대 장남 박용곤의 1남 박정원과 2남 박지원이 단
연 선두주자이다. 1ㆍ2위 주주이고, 4세대 중 등기임원직을 보유한 2명이며, 지주회사
㈜두산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박정원은 가장 많은 3개 회사의 임원직을 보유한 적이
있으며, 2016년부터 지주회사 ㈜두산의 대표이사회장 겸 그룹회장 그리고 2012년부
터 두산건설의 미등기회장이다. 동생 박지원은 2016년부터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대표이사회장 그리고 2012년부터 ㈜두산의 미등기 부회장이다.

Ⅴ. 맺음말
두산그룹의 4세대는 2016년과 2019년에 경영ㆍ소유 승계를 각각 완료하였다. 경영

7) 3세대 나머지 3명 중 2남 박용오는 2005년 ‘형제의 난’의 여파로 2006년까지만 임원직을 보유하
였고, 장녀 박용언과 6남 박용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8) 지분 크기에서처럼, 경영 참여 보유 인원에서도 형 박용성 일가가 동생 박용현 일가보다 적은데,
이는 4세대 구성원 수가 적은 데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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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승계는 2000년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16년 만에 그룹회장직을 물려받으면
서 마무리되었고, 소유권 승계는 2007년 3세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
후 12년 만에 동일인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마무리되었다. 4세대의 경영권 승계는 한국
재벌 중에서는 두산그룹이 처음이다.
4세대의 소유ㆍ경영권 승계는 2006년 주력회사 ㈜두산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면서 본
격화되었다. 2007년에 이전의 계열회사 지분은 모두 없어졌고, 대신 친족 지분이 대폭
늘어났다. 늘어난 지분의 대부분이 4세대 몫으로 배정되면서 4세대 지분이 3세대 지분
보다 처음으로 많아졌고, 4세대 박정원은 1위 주주(7.41%, 2019년)가 되었다. 이후 4
세대의 소유ㆍ경영권이 점차 강화되어 ‘2016년과 2019년 승계 완료’로 이어졌다. ㈜
두산은 2009-2014년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실질
적인 지주회사로서 지주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19년 현재에는 ‘박정원 → ㈜두산 →
23개 자ㆍ손자ㆍ증손 회사’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은 1개 그룹의 사례를 분석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재벌
의 바람직한 소유ㆍ경영구조 및 승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
서는 LG(4세대), 삼성(3세대), 한진(3세대), OCI(3세대), 롯데(2세대), LS(2세대) 등 최
근 계승이 진행된 주요 그룹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ㆍ종합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두산그룹의 사례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업집단, 가족기업 및 지배구조의 이론적인 동향과 해외 사례에 대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9)
두산그룹의 ‘4세 경영’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룹 사정’을 고려하면 혹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경영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충분한 경영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
서,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정된 수순과 안배 원칙’에 따라 3세대 4명 형제 일가 후
손들이 손쉽게 경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까지 들게 된다.
두산그룹은 1990년대 초 이후 ‘만성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1993~2002년의 10
년 동안 두 해를 제외하고 그룹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다. 2005년 그룹회장직 승계
를 둘러싸고 박용오와 다른 4형제 사이에서 ‘형제의 난’이 벌어져 큰 사회적 물의를 일
으켰고, 이 여파로 2006~2008년의 3년 동안 그룹회장직은 공석이었다. 2008~2009
년 다시 적자가 기록된 가운데 그 폭은 이전보다 더 컸다. 2011년(20.6조 원) 이후에
9) Colpan, Hikino, and Lincoln(2010)에는 한국 포함 세계 15개국 기업집단의 사례연구가 그
리고 Witt and Redding(2014)에는 한국 포함 아시아 13개국 비즈니스 시스템의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 Wright, Siegel, Keasey and Filatotchev(2013)는 지배구조의 다양한 이론
적인 측면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재규(2018)는 해외의 모범 승계 사례로 GE와 P&G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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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룹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12.6조 원)까지 1/3 이상 줄어들었고, 이
8년 중 절반 동안의 실적은 또 다시 적자였다. 특히 2015년(1.6조 원)과 2018년(0.9
조 원)의 당기순손실은 역대 최대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4세대의 경영 승계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3세대 4명의 자녀 10명
이 모두 경영에 관여하였고 8명이 2019년 현재 5개 상장사중 1-2개에 각각 포진해 있
다. 4세대 8명의 연령은 박정원의 57세에서 박재원의 34세에 이르기까지, 임원 경력
(2000-2019년, 5개 상장사 기준)은 박정원ㆍ박지원 형제의 20년에서 박재원의 1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보유 직책은 회장ㆍ부회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등으로 다양하다.
승계를 통한 그룹의 영속성 확보는 중요하다. 다만 승계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
행되어 내실을 갖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두산그룹의 ‘4세 경영’이 한국재
벌의 모범 사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진솔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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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Doosan Group
10)

Dong-Woon Kim*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Doosan Group, the 15th largest group in Korea as of 2019, has been
succeeded from the 3rd generation to the 4th generation.
Doosan Group dates back to 1896 when a business, called the Park-Sung
Jik Store, was established in Seoul by Park-Sung Jik of the 1st generation. The
business was succeeded by Park-Doo Byoung of the 2nd generation in 1952
and then Park Yong-Gon of the 3rd generation in 1981.
The succession of ownership and control by the 4th generation in Doosan
Group has been completed through four stages for 20 years: the initial
succession of control in 2000 → the de-facto succession of ownership in 2007
→ the final succession of control in 2016 the final succession of owneship in
2019’.
(1) The succession of control by the 4th generation began in 2000 when
Park Jung-Won and Park Ji-Woon, the two sons of Park-Yong Gon, joined
the management of, respectively, Doosan Corporation, the key de-facto
holding company, and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another
major company. (2) In 2007, Park-Jung Won became the largest shareholder
in Doosan Corporation although his father remained the representative owner
of the Group. More importantly, in 2007, the 4th generation, 10 persons in
total, came to have more shares in the key company than the 3rd generation,
4 in total. (3) In 2016, Park Jung-Won became the head of Doosan Corporation,
and thereby the head of the Group, in place of Park Yong-Man of the 3rd
generation and Park Ji-Won the head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4) In 2019 when his father died, Park Jung-Won succeeded
the status of the representative owner.
<Key Words> Chaebol, 4th Generation, Doosan Group, Doosan Corporation,
Park Yong-Gon, Park Jung-Won, Park Ji-Won.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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