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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한국의 석유산업을 개척한 엔지니어이자 경영자였던 ‘전민제’에 대해 전기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한 것이다. 전민제는 대한석유공사의 설립과 울산정유공장 건설을
이끌면서 한국의 석유화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전엔지니어링과 신한기공을 설립하여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엔지니어 양성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 때문에
후학들은 그를 가리켜 ‘석유산업의 아버지’, ‘엔지니어계의 신화’, ‘석유화학의 대부’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그는 한국의 석유산업의 선구자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며 강력한 국
가권력 속에서 기술전문성을 갖춘 경영자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주며, 그간 우리가 간과해
왔던 한국의 발전에 있어 개인의 중요성을 환기하게 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다.
그가 엔지니어형 경영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는 학교가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일찍부터 경영자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두 번째 학연과 지연이 아닌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 정치가, 기업
가들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다. 세 번째 기업에 경영자로서 차세대 엔지니어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처럼 전민제는 현장경험, 인간관계, 엔지니어 양성을 통해 한국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주제어> 전민제, 석유산업, 엔지니어,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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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석유화학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육
성하였다. 1968년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고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국가의
경제슬로건으로 선포하면서 석유화학은 전자공업, 자동차, 철강 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박정희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은
이 시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주제로 여겨졌다. 한국 근현대사
에서도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 정책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부
터 기업사 단위의 연구까지 다양한 성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한가지 주목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다. 바로 석유화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전민제(全民濟, 1922~2020)’의 존재이다. 일반
적으로 초기 한국 석유화학의 발전은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에 기인한다고 여겨 통치자
였던 박정희와 해당 정부 관료에 집중하여 논의해 왔다. 물론 이런 시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석유화학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조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한 엔지니어의 기술적 노력과 기업가의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민제는 해방 이후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새롭
게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석유산업의 선구자로서 그 위치
를 점유하며, 강력한 국가권력 속에서 기술전문성을 갖춘 경영자의 역할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민제는 해방 이후 울산정유공장 건설과 국가의 기간사업인 대한석유공사의 설립을
진두지휘하며 한국의 석유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공장설계 회사인 전엔지니어
링과 신한기공을 설립하여 석유산업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경영자로서 석유화학 기업인 이수화학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과 함께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많은 후학 엔지니어도 양성했
다. 그야말로 전민제는 석유산업에 있어 전방위적 활약을 펼쳤고, 후학들은 그를 가리
켜 ‘석유산업의 아버지’, ‘엔지니어계의 신화’, ‘석유화학의 대부’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나온 바가 없다. 다만, 최근 이광
제의 『한국석유산업과 전민제: 조선ㆍ한국ㆍ북조선석유산업의 경로(韓国石油産業と全
民濟: 朝鮮ㆍ韓国ㆍ北朝鮮石油産業の経路)』라는 일본어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1910년
부터 2000년대까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한국과 함께 특이하게 북한의 석유산업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책의 제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민제
의 이야기는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고, 그마저도 박정희 정부 시절의 대한석유공사에
서 활동한 모습만 나와 사실상 전민제에 관한 연구로 보기는 힘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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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민제를 다루는 첫 연구논문으로서, 역사의 맥락에서 ‘전기적 방법
(Biographical Methods)’을 통해 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기적 방법은 개인의 삶의
과정이 개별적인 주체와 사회적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서전이나 인터뷰와 같은 개인적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자료
를 탈개인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재해석하여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강민수, 2003, 84-88). 특히, 전기적 방법에 대한 연구자인 바바라와 린든(2018)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힘에 의해 단순히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의 삶
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라며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전기적 방법의 목표라고 말한다.
필자는 전민제의 회고록과 신문 및 잡지 인터뷰와 같은 개인적 자료를 공문서, 기업
사료, 신문자료 등 탈 개인적인 자료들로 교차 검증하여 그의 삶을 재구성해 볼 것이
다. 이로써 좁게는 엔지니어였던 전민제가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성장하는 과
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넓게는 그의 삶을 통해 국가권력과 한국의 석유화학 발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Ⅱ. ‘조선종합공업주식회사’의 설립
전민제는 1922년 서울에서 교육자였던 부친 전종린과 모친 김영숙의 3남 1녀 중 장
남으로 태어났다.2) 1939년 제1고등보통학교(현 경기중)를 졸업한 후(매일신보, 1939.
3.17.) 일본에 있는 도쿄물리학교로 진학했다. 그러나 문관이 되길 원했던 부모와의 갈
등으로 도쿄물리학교에 입학한지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귀국했다. 본의아니게 학업을
중단한 그는 원치 않는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를 위해 1941년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화학과 교수의 조수(助手)로
들어갔다. 당시 이공학부는 7개의 학과 총 21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화학
과 교수는 4명이었다.3) 전민제는 어느 한 교수가 아니라 학과의 모든 교수들의 수업을
1) 이 책은 전민제가 설립한 ‘전인터내셔날 재단’의 기금으로 제작되었고, 전민제에 관해서는 제6장
3절의 127-130쪽에서 다루고 있다(李光宰(2017), ｢韓國石油産業と全民濟―朝鮮ㆍ韓國ㆍ北朝鮮石
油産業の經路｣, 柘植書房新社).
2) 이 글에서 전민제의 전반적인 활동은 본인의 자서전인 『이당 전민제』, 김태완과 정진익의 인터뷰
기사를 분석하여 재구성했다. 다만, 이들 자료들은 전민제의 기억에 의존한 내용인 만큼 오류가
있어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전민제, 2011; 김태완, 2011; 정진익,
2011).
3) 이공학부는 물리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과로 구성
되었고, 화학과의 교수는 니시카와 타케이치(西川武一), 이와세 에이치(岩瀨榮一), 이세무라 토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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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왔고, 그렇게 조수로 근무하면서 서울 뚝섬 근처 창고를 임대하여 ‘종합과학연구소’
라는 조그마한 연구소를 설립했다.4)
전민제의 연구소 설립은 말은 쉽지만 무작정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실 그
는 집안이 부유한 것도, 번듯한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것도, 엔지니어로서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조할 하급 수공인력 6명을 고용하면서까지 연
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무모해 보였다. 그럼에도 그가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 이유는 나
름의 계획이 있어서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병참기지화의 일환으로 전시
기업통제정책을 시행했다. 1941년 ‘중소상공업 유지육성정책(維持育成政策)’을 통해 조
선인 중소상공업자들을 휴폐업하도록 유도하고, 이듬해 ‘기업허가령’을 시행해 일제가
지정하는 업종만 일본인 위주로 신설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매일신보, 1942.6.
16).5) 이 같은 상황에서 전민제는 공장이 아닌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업통제에서 벗어
나고, 군복 염색에 필요한 빙초산을 만들면 군수업체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6)
전민제의 예상대로 그의 빙초산은 일본의 민간기업인 미츠마사(三正)의 관심을 끌었
다. 그런데 미츠마사는 그에게 빙초산이 아니라 빙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계해 달라고 의뢰했다. 미츠마사는 고바야시(小林) 광업과 합작으로 경기도 가평에
세울 빙초산 공장의 설계를 맡긴 것이다. 사실 공장 설계는 단순히 공장의 건축물을 짓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신하여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
하여 적합한 운영 프로세서를 마련해 주는 종합적인 작업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전민제, 1986). 이에 전민제는 현지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수
시로 시찰을 해가며 미츠마사가 만족할 만한 공장 설계도를 완성해 냈다(전민제,
2011, 66-67). 이를 계기로 그의 종합과학연구소는 크고 작은 설계 의뢰를 맡게 되었
고, 전민제 본인은 공장 설계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전민제의 연구소 역시 일제의

(伊勢村壽三), 쿠보 마사지(久保昌二)였다(京城帝国大学, 1941, 274-275).
4) 제국대학의 문과계와 의학과의 조수는 제국대학 졸업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경력직인 고
학력자였으나, 이과ㆍ공과ㆍ농과의 조수는 제국대학 출신 외에 교수의 교육과 실험을 보조하는 사
무직 조수로 구분되었다. 전민제는 회고록에서 “조수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화공학을 배웠다“고 밝
혔고, 그의 학력으로 볼 때 실험을 보조하는 사무직 조수였다고 판단된다(岩田弘三, 1995,
114-115).
5) 1944년에는 ‘기업정비령’을 발표하여 조선인 공장이 집중되어 있던 업종인 양곡가공업, 메리야스
제조업, 섬유생산업 등의 생산시설을 강제로 매각시킨 후 매각대금을 국채나 저축으로 유입시켜
사실상 조선인 공업을 소멸시키는 정책을 펼쳤다(허수열, 2002).
6) 당시 빙초산은 참나무를 태우면 나오는 목초액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초적인 화학지식만 있으면
간단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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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동원에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소는 군이 요구하는 설비들 이를테면 양조
장 시설을 연료로 사용할 알콜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설계도를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
해 전민제와 그의 연구소 사람들은 군사적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당시 징병 대상자에
서 빠지게 됐고, 덕분에 연구 인력으로 고용한 대학 출신의 조선인 연구원들을 강제 징
용에서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민제는 민족 시련의 시기를 사업적 수완과 기술적
활동을 통해 극복해 가면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해방 직후 전민제는 종합과학
연구소를 ‘조선종합공업주식회사’로 개칭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드디어 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카바이트를 원료로 아세틸렌을 이용하여 빙초산을 하루에 1톤씩 생산하는 최신식 공장
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1톤은 당시 국내에서 하루에 소비되었던 빙초산의 양
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빙초산의 완전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규모였다. 전민제는 방식
은 달랐지만, 빙초산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었고, 전쟁으로 중단됐지만 빙초산 공장을
설계한 경험도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을 무기로 그는 본격적으로 빙초산 공장을 설립 작
업에 착수했다(경향신문, 1947.5.3).
일단 대형 공장의 건설인 만큼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그는 국내 최고의 학자
로 알려진 이태규, 안동혁, 김동일, 조광하를 만나 공장 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전민제, 2011, 73-74). 이들은 해방 후 조선화학회 창립을 주도했던 학자들
로 모두 일제강점기 최고 학부인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을 창립
에 기여 한 인물들이었다. 그 중 이태규(李泰圭)는 한국 최초의 화학박사이며 교토제국
대학의 화학과 교수로 활동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조광하(趙廣河)는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에서 활동한 후 해방 후 연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화학과를 창설했
다. 둘은 일제강점기 10명 밖에 없던 이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또한 김동
일(金東一)은 도쿄제국대학 응용화학부를 졸업한 후 경성방직의 공장장으로 있다가 해
방 후 서울대 공과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하며 한국 화학계의 발전을 이끈 선구적 학자
였다. 그리고 안동혁(安東赫)은 중앙공업연구소 소장과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한화
학회를 비롯한 각종 학회의 창립을 주도한 한국 화학계의 거목으로 전민제와 평생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김근배, 2001; 대한화학회, 2003).
이 유명 화학(공학)자들은 전민제의 도움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그들 모두 빙초산
생산이 낙후된 한국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전민
제의 계획을 듣고 공장 설립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들의 도움으로 전민제는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공장 건립에 착수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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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그들과 친분을 쌓으며 오랜 기간 교류를 하게 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
민제(2011)는“일개 무명청년이 계획하는 가능성만을 보고 사심 없이 도와주신 그분들
게 감사드린다”라고 회고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민제는 필요한 자본을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후 곧바로 카바이트 빙초산 공장 건설
에 착수했다. 일제강점기 빙초산 생산과 공장 설계 경험이 있긴 했지만, 카바이트를 대
상으로 하는 공장 건설은 전민제에게 생소한 일이었다. 더욱이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한 일이었던 만큼 누구의 도움이나 자문을 얻기도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그는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설비부터 마련해 갔다. 그는 설비를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자력으로 만들어나갔다(김태완,
2011). 스스로 설비 제작을 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설비 구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
지만, 그보다 중요하게는 한국 실정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종합공업주식회사의 카바이트 빙초산 공장은 착수 1년 만에 완공됐다. 이는 당
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게 마무리 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민제로서는 처
음 해보는 공장 건설이었고 공장 설계, 부지 마련은 물론이고 야금기술까지 배워가며
설비를 제작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생산 설비의 시운전을 하
던 날 촉매 이송 탱크의 밸브에 이상이 생겨 폭발하는 대형사고까지 났다. 이때 전민제
와 그의 직원들은 중화상을 입어 1개월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다. 이렇듯 전민제는 여
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현장에서 기술을 익혀 자신의 능력만으로 한국 최초의
카바이트 빙초산 공장을 세웠다. 이 같은 공장 설립 사실은 당시 신문을 통해 알려졌
고, 전민제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이자 공학자로 소개되었다(경향신문, 1949.6.20).
1947년부터 전민제의 공장에서 생산된 빙초산은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당시 신문을
보면 조선종합공업주식회사는 빙초산 외에도 아세트알데히드, 에틸알콜 등 아세틸렌계
유도체의 제조회사로 알려졌다(독립신보, 1947.4.18). 공장을 막 가동할 당시에는 빙
초산이 초과 생산된 듯했지만, 곧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가 됐다. 하지
만 이런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북한이 남한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전력
난으로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민제는 ｢경향신문｣에 “우선 정
부가 서고 남북통일이 되어야 우리가 받고 있는 전력재료 문제 등의 고통도 해결되고
외국무역도 할 수 있지 지금 같아서는 도저히 산업건설은 할 수 없다.”(경향신문,
1947.5.28)라며 당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공장은 전력 부족으로 멈추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휴식기에 들어간 전
민제는 그간 바쁜 일정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학업에 도전했다. 경력자에 한해 입
학을 허용한다는 특별규정에 따라 화학공학을 정식으로 배우기 위해 1948년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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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다(동아일보, 1948.5.6). 그는 공장 운영 중에 우연히 볏짚이
아세트알데히드와 반응하는 것을 목격하고, 대학원에서 ‘아세트알데히드 기상산화(氣相
變化)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려고 했다.7) 그런데 논문 연구 중 한
국전쟁의 발발로 어렵게 시작한 학업마저도 중단하게 됐다.

Ⅲ.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든 전민제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11월 중순 전민제는 육군병기행정본부장의 주선으로 흥
남일대의 공업지대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북쪽에
만들어진 탓에 해방 후에도 북한의 공업 수준은 남한을 능가하고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한국 정부는 남한군이 북쪽의 최전선까지 진격했을 때 시찰단을 파견했다. 시찰
단은 전민제와 안동혁을 중심으로 윤주복, 마경석, 이건묵, 최웅과 같은 화학공학자들
이 포함됐다(김재현, 2012.5.15). 그들은 1개월간 흥남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남
아있는 공장 도면과 각종 자료를 수집했고 이 자료들은 휴전 후 남한의 산업복구에 중
요하게 이용됐다(윤재석, 2014, 364-367).
북한 시찰을 마친 전민제는 1951년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는 육군병기행정본부
에서 세운 소총을 제작하는 ‘천지공작소’의 부사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카바이트 생산
국영기업인 ‘북삼화학’의 상무이사로 위촉되었다. 두 기업에 동시 위촉된 이유는 일단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 국가 업무를 이끌 인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 빙초산
공장 설립과 전쟁 중 함흥공업지역을 시찰한 경험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이 컸
다. 정부의 일을 맡게 된 전민제는 전쟁에 필요한 소총 제작을 위해 기술조사차 일본
도쿄대학의 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지도 않은 인물과 재회했
다. 바로 1941년부터 45년까지 조수로 근무했던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응용화학과
교수였던 다카하시 다케오(高橋武雄)였다(高橋武雄, 1964, 3). 경성제대에 있는 동안 다
카하시가 전민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만한 사료는 없다. 다만 전민제의 회고
로 볼 때 해방 전에 다카하시를 알 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본격적으로 서로 관련
을 맺게 된 시기는 한국전쟁 때였다.
당시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의 교수였던 다카하시는 일본에 온 전민제가 순조롭게

7) 전민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위키백과>를 비롯하여 몇몇 자료를 보면 그가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대학교에는 그의 학위논문이 없
으며, 그 역시 본인의 자서전에서 대학원에 진학 후 석사논문을 작성했으나 전쟁으로 연구를 이어
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위키백과, 2020년 3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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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게다가 그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학교 연구실에 자리
를 마련해주어 석사논문으로 준비하던 볏짚 촉매시험도 할 수 있게 했고, 그를 일본의
화학 관련 학회에 소개도 했다. 덕분에 그는 학회에 참여하며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의
학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 화학 산업의 중심은 독일이 주
도했던 아세틸렌계 화학이 아니라 나일론,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만들어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석유화학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정진익, 2011, 67). 어찌 보면 전민제는 뜻
하지 않았던 다카하시와의 재회로 석유화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산과 일본을 왕래하며 석유화학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게 된 전민제는 1951년
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활란의 주선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다. 그 자리
에서 전민제는 “파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공업화뿐이며, 공업화는 석유와 석유
관련 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호소했다(전민제 외, 1992, 3). 사실 한
국정부는 1949년부터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석유의 통제 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
치되어 있던 울산의 정유시설을 복구하여 석유의 자급화를 추진하려 했다(동아일보,
1949.6.20). 하지만 이 복구계획은 미국의 개입과 한국전쟁으로 무산되었고, 오히려
전쟁으로 모든 석유시설이 유엔군의 군사시설로 넘어가면서 석유자주권은 미군이 장악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민제의 석유산업에 대한 구상은 이승만에게 깊은 인상
을 남기며 석유 자급의 중요성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석유와 전민제를 연관 짓게 하는
계기가 됐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서울로 환도한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후복구에 나
섰다. 특히 중단되었던 울산정유공장의 복구를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여겼다. 이에
1954년 이승만 정부는 안동혁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전민제를 조선석유회사의
관리인으로 위촉하여 울산정유공장 복구를 주도하도록 했다. 이는 전민제에게 처음으
로 주어진 국가 차원의 거대 사업이었다. 당시 관리인으로는 전민제 외에도 두 명이 더
위촉됐다. 한 명은 기업가였던 이연제였고 다른 한명은 대한석유저장회사의 강원지부
사장이었던 박만희였다. 이 둘은 각각 국내 민간자본가와 미국회사 간부로서 투자자
차원에서 관리인으로 참여했다(김동욱, 1989, 202-204). 이와 달리 전민제는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로 애초에 울산정유공장 복구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인으로 임명됐
다.8) 사실상 전민제가 울산정유공장 복구계획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전민제는 울산정유공장을 수시로 시찰하며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부지나 자
금 확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보고서
“Project of Ulsan Oil Refinery(울산정유공장계획)”에 담아 상공부에 제출했다. 보고
8) 조선석유가 주식회사여서 사장이나 이사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했으므로, 바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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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핵심은 울산 정유공장을 단순히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류량을 기존
3,000배럴에서 4,500배럴로 늘리고, 최신 설비인 접촉개질장치(接觸改質裝置)를 설치
하여 선진화된 정제 기술을 들여와 한층 발전된 형태로 재건하자는 것이었다(Chon
Min-Che, 1954).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전후복구 원조기관인 운크라(유엔 한
국 재건단, 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에 보내졌
고, 이후 이승만의 지시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preliminary Engineering Survey
Report on Ulsan Oil Refinery(울산정유공장에 대한 기초공정 조사보고서)”는 외국
의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의 석유회사들로 보내졌다(Chon Min-Che, 1955).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민제의 보고서는 한국 석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미국 측 입
장으로 인해 큰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전민제에게 이 보고서는 그가 한국 석유
산업을 대표하는 엔지니어로 국내외 정ㆍ재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9)
한편, 전민제는 1953년 말 설계 전문회사인 ‘전화공(全化工)설계사무소’를 설립했다.
이는 조선석유회사 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빙초산 공장 대신 택한 새로운 사업이
었다. 그런데 때마침 관리인으로 임명되면서 설계사무소는 울산정유공장 복구계획안
작성을 시작으로 일을 개시하게 됐다. 설계사무소의 직원으로 서울대 출신인 성정
자,10) 문인일과 연세대 출신인 이성종, 윤진만을 채용했다. 이들은 시간차가 있긴 하나
초기 전민제와 함께 엔지니어 사업을 시작한 직원들로 모두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학
력은 우수했으나 입사 초기만 해도 사회 초년생으로 엔지니어로서 실전경험이 부족하
여 전민제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윤진만, 2011 25-35). 그러나 항상 최신
기술을 공부하는 전민제와 함께하고, 국가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그들은 누구보다 실전
에 강한 엔지니어로 성장하여 전민제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다.
계획안을 보고했음에도 울산정유공장 복구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전민제는 한
동안 손 놓고 있던 개인 설계사업을 재개했다. 1957년 친척이 운영하던 한미화학에서
황산 생산공장의 설계를 의뢰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황산 공장이 북한에 있었고, 남
한에는 하루에 20톤씩 생산하는 노후화된 구식의 탑식 황산공장만 있었다. 이에 전민
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접촉식 황산공장을 설계하고 뚝섬에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한미화학과는 별도로 해림화학을 설립하게 하여 서울시의 수돗물 정수에 필요한 황산
알미늄 공장을 건설하여 한미화학에서 생산된 황산의 판로까지 확보했다(전민제,
2011, 107-108). 이렇게 전민제는 국내 기술진만으로 한국 최초의 최신 접촉식 황산

9) 이 두 계획서는 전민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자신의 ｢고희기념논설집｣에 실으면서,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는 바람을 밝혔다(전민제 외, 1992).
10) 성정자는 서울대 공대 첫 여성 졸업자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화학공학 엔지니어이다(연합뉴스,
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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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세웠고, 그 공로로 1959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했다(동아일보, 1959.5.6).
당시 수상 근거는 ‘고도의 열역학 및 화공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공장을 설립한 것’
이었다.11) 이렇게 전민제는 1950년대를 거쳐오며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 석유산업
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가이자 엔지니어로 성장하였다.
황산공장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무렵, 한국정부는 미국 기업들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울산정유공장 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를 이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개입이 심화되자 석유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힘을 받은
결과였다. 일단 정부는 ‘정유공장 건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경제계의 인물들을 추
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사무국장으로 전민제를 임명했다(동아일보, 1958.6.12). 추진위
원들이 석유산업에 대한 지식이 적어 사실상 업무는 전민제 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는 울산정유공장의 부지문제 해결부터 실태조사, 자금확보, 엔지니어링 협약까지 전방
위적으로 공장 건설을 위해 뛰어다녔다. 그 결과물로 1959년 “한국석유(주)사업계획
서”를 만들었고, 이를 정유공장 건설에 투자할 만한 미국기업들을 찾아가 설명했다(전
민제, 1959). 이 같은 그의 노력으로 1960년 4월 미국 기업과 울산공장 건설계약을
맺는 데까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을 목전에 두고 4.19혁명이 일
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의 정유공장 건설은 끝내 무산됐다(곽경상, 2016, 172-177). 그
렇지만 전민제는 울산정유공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다.

Ⅳ. 대한석유공사와 전엔지니어링 설립
1. 대한석유공사의 설립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차경제계획)’을 수립했다. 1차경제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수
출지향공업화정책을 위한 정유, 비료, 화학, 전기, 기계 등의 기간사업에 집중 투자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 울산정유공장은 신정부로서도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최상오,
2010). 이에 최고회의에서는 1차경제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8월에 전민제에게
연락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지시했다. 그 브리핑 자리에서 박정희와 처음 대
면한 전민제는 1959년 만들었던 한국석유(주)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하며 정유공장은
11) 정부는 전민제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한 이유를 “고도의 열역학 및 화공학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8개월간의 정밀한 계산, 국산재료. 기계장치로 1년 6개월의 시간과 노력으로 건설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황산은 금후 외자절약에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서울특별시교
육위원회,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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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완, 2011).
이후 정부는 정유공장 건설을 담당할 대한석유공사(유공)의 설립을 결정하고, 우선
상공부 산하에 전민제, 고윤석, 오원철, 김광모를 주축으로 한 ‘정유공장 건설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건설위원회는 해외 시찰, 국내 실태조사, 한미석유협정 검토, 기술용역계
약 체결, 석유정책 확립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일을 수행하면서 1962년부터 본격적으
로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 정유공장 건설은 국제입찰로 시공자를 정하되 그에 앞서 외
국석유기술 전문회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 해 4월 미국의 UOP
(Universal Oil Products Co)가 예비 조사 업체로 선정되었고, 그들이 제출한 최종보
고서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7개 업체에 국제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한
석유협회, 1990, 193).
하지만 국제입찰은 없던 일이 되었다. 미국의 플로어(Flour Corp)사가 정부와 직접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플로어사는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위원회에 플로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라
고 지시했고, 할 수 없이 1962년 8월 플로어사와 계약 협약을 시작했다. 비록 입찰은
무산됐지만 건설위원회는 이미 만들어 놓은 사양서(仕樣書)를 플로어에 보내 항목별로
정확한 비용을 명시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계약 단계에서 요구했다. 이는 정치적
개입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져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전민제, 2011, 211-212).
1962년 10월 13일 유공이 설립되고 플로어와의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 유공의 초대
임원으로는 사장 이성호, 부사장 장호근, 기술이사 전민제, 업무이사 서인홍, 감사 이
상윤이 임명됐다. 이성호와 장호근은 해군 출신이었고, 서인홍은 국회의원, 이상윤은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동아일보, 1962.9.29). 전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들
모두 기업경영 경험도 없고 석유나 정유에 관한 기초지식조차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
에게 전문적인 지시나 강요는 하지 않았으나, 기술적인 업무는 거의 전민제가 도맡아
야 했다.
전민제는 유공의 여러 부서 중 자신이 돌볼 수 있는 기술진에 집중하며 유공의 기술
을 조직했다. 우선 전화공설계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성정자 등 엔지니어들과 정유공장
건설위원회에서 일했던 김광모를 특채로 선발했다. 이들은 경력자로서 기술팀의 핵심
인력이었다. 그리고 전민제가 필기시험부터 면접까지 직접 참여한 유공 공개채용을 통
해 40명의 신입 엔지니어를 선발했다. 이 1기 신입사원들은 기존 기술팀에게 일차적인
업무 훈련을 받게 한 후 외국으로 연수를 보냈다(박종률, 2011, 43-73).12) 기술설계
12) 1기 신입사원 선발되어 전 유공 부사장까지 역임함 박종률에 따르면 엔지니어에 대한 공채시스
템 자체를 전민제가 들여왔고, 그는 기술팀으로 선발된 사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앞에서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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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미국의 플로어사로, 공장운영팀은 필리핀석유회사로, 생산기술팀은 대만중국석유
로 가서 기술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마치고 온 사원들은 정식으로 전민제가 이끄는 기
술팀에 합류하여 곧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그들은 외국에서 배워온 선진 공학기술을
현장에서 구현하며 초기 유공의 기술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전민제가 육성한
유공의 엔지니어들은 유공 발전의 주축이 되어 한국 석유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1963년 12월 14일 드디어 울산정유공장이 완공됐다. 그해 3월에 기공식을 했으므
로 9개월 만에 한국 최초의 정유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전민제의 시간을 달랐
다. 그는 울산정유공장이 완공된 순간“석유화학이라는 누에고치 속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 고치를 벗은 나비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정유공장 건설에 매달린지
무려 11년 만에 그 결실을 본 것인 만큼 그 감회가 남달랐음은 분명하다. 35,000
BPSD(Barrel Per Steam Day)규모를 갖춘 울산정유공장은 국내 최초로 나프타를 생
산하면서 화학공업의 원료를 석유계로부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로써
한국은 이전까지 환율 변동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비싼 석유 관련 완제품을 사들여야
했던 처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기틀을 마련
하게 됐다(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1976, 34-35; 유공, 1993, 14).
1966년 전민제는 포항제철을 설립한 박태준(朴泰俊)의 주선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정희를 만났다. 박태준과는 정유공장을 지을 때 포항제철 건설이 한창이어서 둘은
개인적으로 만나 한국 공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곤 했다(김태완, 2011). 그 과정에서 전
민제가 석유화학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박태준은 때마침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던 박정희와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었다. 박정희와 만난 전민제는 석유화학
공업과 산업발전에 대해 브리핑을 했고, 이를 계기로 전민제는 석유화학 분야까지 활
동영역을 넓히게 됐다.
전민제가 생각한 석유화학 산업의 형태는 유공이 나프타분해공장을 건설한 후 하위
계열 공장들까지 세워 유공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운영하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의 생각은 달랐다. 유공의 최대 주주가 미국의 걸프오일(Gulf Oil)이었던 만
큼 유공이 주도권을 잡으면 걸프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독점할지도 모른다는 판
단을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나프타분해공장만 유공이 맡고, 제품을 생산하는 하위계
열 공장은 입찰을 통해 여러 회사가 나누어 맡는 방식으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를 건
설하기로 했다.
유공의 나프타분해공장 건설이 한창 중인 1968년 전민제는 유공의 부사장으로 취임
했으나, 공장이 채 완성되기 전인 1970년에 유공을 그만두었다. 사직의 이유는 누군가
을 보게 할 정도로 엔지니어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참고로 『怡堂 全民濟』 2권은 전민
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한국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가, 엔지니어 7명의 회고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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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가 유공의 대주주였던 걸프오일과 짜고 운영권을 걸프오일에 넘기려고 한다고 박
정희에게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중앙정보부는 전민제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조사했
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고, 당시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정렴, 김재규 등이 나서서
해명을 해줘 박정희의 오해는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권력에 염증을 느낀
전민제는 울산석유화학단지 완공을 앞두고 유공을 떠났다.

2. 전(全)엔지니어링의 설립
1970년 전민제는 유공을 사직하고 잠시 한양대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그는 이듬해
자신의 성을 딴 ‘전(全)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 성정자, 윤진만, 민석홍, 이흥수, 이승
무와 같이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유공의 우수한 기술진들이 그를 따라와 준 덕분에 처
음부터 좋은 인력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민제가 전엔지니어링을 세운
이유는 유공을 다니는 동안 예비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에 이르는 모든 엔지니어링
작업을 외국회사에 맡겨야만 했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였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전문 설계 회사인 UOP를 모델로 회사를 운영하되, 한국의 엔지니어링 교육의
미비함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엔지니어 양성을 경영방침으로 삼았다.
전엔지니어링의 경영방침에 따라 신입사원을 뽑은 후 그들에게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교육을 했다. 기본적으로 전엔니어링의 원숙한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교육을 맡았지만,
유공을 다니면서 퇴근 후 시간을 내 무보수로 교육을 해준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유공
측 신입사원이나 좀 더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는 전엔지니어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사실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회사로서 신입사원 양성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회사의 간부들은 경력자들을 뽑아 회사를
조직하자는 건의도 하였으나 전민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력자들은 다른 곳에
쉽게 취업할 수 있으니, 본인은 신입을 뽑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사에 맞는 엔지니어
로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였다. 이로 인해 처음 사원 공채 시 화공, 기계, 전기,
전자, 토목 분야로 나누어 50명을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 경력자는 거의 없었다(민석
홍, 2011, 74-78).
전엔지니어링은 UOP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관한 기술제휴를 맺어 그에 관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전엔지니어링은 민간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석유화
학 공장 설계 건설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주
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위촉을 받아 창원기계공업 단지를 설계했고, 중동 진출이
활발해진 시점(김형욱ㆍ양지연, 2018)에는 중동의 기간 시설 설계 및 공장 건설 등을
맡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수처리공장, 군대기지, 기업체 사무실, 주거용 아파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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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창고, 학교, 병원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을 설계했다. 전엔지니어링이 소화할 수
있는 분야는 석유, 석유화학, 비료, 화학제품 등 매우 다양했다. 특히 저개발국가들에
서는 전민제의 경력과 실적을 보고 정유건설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사람이 없
어 일을 못 할 정도로 많은 일이 전에지니어링으로 쏟아졌다.
전엔지니어링의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마련한 기술훈련소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
은 후 곧바로 현장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전엔지니어링이 많은 일을 수주 받은 만큼 다
양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설계 업무부터 하고,
경력이 쌓이면 국가사업 및 해외수주사업 등 규모가 큰일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일하
다가 3~4년이 지나면 전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업의 같은 연차의 엔지니
어보다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육성한 이들은 전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이끄는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학문에 뜻이 생겨 대학원에 진학하
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다른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나가기도 했다. 회사 차원에서는 공
들여 키운 엔지니어를 잃은 것이었지만, 전민제는 대학원에 가는 이들에게는 학비를
주기도 했고 다른 회사로 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기도 했다. 그에게 전엔지니어
링의 엔지니어들은 부하직원 이상의 제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한편, 전민제는 1973년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계열공장 중 합성세제의 원료인 알킬벤
젠 공장을 낙찰받은 이수화학의 사장이 됐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수익사업체였던 이수
화학은 대학교수 중 공장을 운영할만한 능력을 지닌 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총장과 친
분이 있고 부인이 이화여대에 재직하고 있던 전민제에게 사장 자리를 부탁했다. 이수
화학의 사장이 된 그는 전엔지니어링의 기술진을 통해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공
장 완공 후 자금난 해결부터 기술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이수화학을 국내 대표적인 석
유화학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덧붙여 이 시기 전민제는 전엔지니어링의 자매회사로 해
외 공사를 전담하는 ‘신한기공건설주식회사’를 인수했다. 당시 건설법상 엔지니어링 회
사는 건설을 맡을 수 없어, 플랜트를 설치하던 신한기공을 인수하여 해외 공장 건설을
전담하는 회사로 설립했다(전민제, 2011, 109).
박정희 정부는 전민제가 국가의 석유 및 정유 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여기고, 그
에게 크고 작은 국내 산업공장 설계를 맡기었다. 당시 몇몇 대기업들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공장 설계를 하곤 했지만, 유공 출신의 기술진이 모여 있던 전엔지니어링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더 컸다. 결국, 전엔지니어링은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개발계획,
구미공단과 여천공단 주거지역 설계, 대덕연구단지 종합기본계획의 마스터플랜과 같은
국책사업계획의 컨설팅을 맡으며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자리잡았다(전민제,
2011, 167).
전민제는 전엔지니어링의 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그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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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1973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석유문제 해결을 위
해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최규하(崔圭夏)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에 유일한
민간 자문위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됐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인
맥이 있던 사람은 전민제 밖에 없어 그는 사우디의 국왕을 직접 만나 “사우디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강대국의 편의만 도모해 줄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그의 적극적인 설득에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석유를 무제한 공급키로 약속하였
고, 덕분에 당시 당면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동아일보, 1973.12.26).
오일쇼크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에게 박정희 정부는 더욱더 굵직한 사업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 한국 정부는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
해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실시했다. 이 때 많은 대기업들이 탈락했지만 전엔지니어링은
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현대, 대림과 같은 대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면허를 받았다(동아일보, 1976.1.1; 매일경제, 1978.9.21). 1977년에 포항철강공업기
지 배후도시, 2000년대 서울도시계획, 대덕전문연구단지 기본계획, 또 1978년에는 수
도권정비 기본구상, 서해안종합공업기지 건립구상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에
설계를 도맡았다(정진익, 2011, 69). 1970년대 전엔지니어링은 설계전문회사로서 대
기업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하였고, 신한기공주식회사도 해외수주가 많아지면서
1978년에는 해외 도급(都給)순위가 14위에 랭크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매일경제,
1978.6.22). 유공에서 나올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민제는 사업가로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가 되자 전민제의 회사들은 어려움에 빠졌다. 석유화학 산업이 급
속히 민영화되고 재벌그룹들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엔지니어링 사업까지 잠식해 가자,
아무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전엔지니어링이라도 일이 줄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두환 정
부가 등장하면서 기업통폐합 작업에 들어갔는데, 국제적인 정세문제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수주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틈에 신한기공이 통폐합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전민제는 사원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엔지니어링과 신한기공을 대우에 넘기
고 조용히 은퇴했다.
전민제는 신군부 등장과 함께 그가 수십 년간 일궈놓은 기반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
만 그가 키운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산업을 이끄는 인물들로 성장하여 곳곳에서 전민제
를 되새기고 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억울함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키운 인재들이 산업계 전반에 착근하여 전엔지니어링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고 할정도로 엔지니어의 양성은 그의 삶의 자긍심이었다. 그
리고 그 자긍심들이 전민제를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보스이자 스승으로 여김으로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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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이자 엔지니어로서의 그의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 주었다. 참고로 전엔제니어
링 출신의 엔지니어들은 마치 대학의 동문회처럼 현재까지도 ‘전엔지니어링 친목모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Ⅳ. 맺음말
전민제는 한국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이자 엔지니어였다. 많은 기업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유능한 경영자일수록 자신만의 특별한 경영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전민
제는 그 수단이 바로 엔지니어로서 기술력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까지 공공기업인 대한석유공사를 비롯하여 자신이 세운 전엔지니어링과 신한기공 등의
기업을 이끌며 울산정유공장 건설과 석유화학공업단지의 플랜트의 설계에 직접 참여하
였다. 이같이 기술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석유산업을 경
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올려놓았고, 그를 석유화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각인시켰다. 그렇
다면 전민제는 어떻게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경영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선, 전민제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기술을 습득한 현장형 엔지니어였다.
그는 체계적인 공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학교보다는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
에서 기술을 익혔다. 일제강점기 빙초산 공장 설계를 시작으로 카바이트 빙초산 공장,
황산 공장, 울산정유공장을 건설하면서 스스로 선진 기술을 학습하고 현장에서 구현해
가면서 기술을 체득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한국 실정에 잘 맞으면
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 한국의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전민제는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일단 그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과학기술자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학술적 능력을 쌓아 올렸다. 경성제대의 교수
였던 다케하시와 일본에서의 재회로 석유화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해방 후에는 과
학기술자였던 이태규, 김동일, 조광하, 안동혁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1949년 대한화학
회 창설을 추진했고, 1970년에는 한국화학회관 건설에 앞장서면서 화학계 일원으로
활동했다(대한화학회, 1999; 한국화학회관, 2011). 이후 그는 1963년 한국화학공학
회, 1971년 한국부식학회, 1976년 한국기술용역협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각 학회의 대
표를 맡으며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자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이승만, 박정희와도 관계가 있었다. 울산정유공
장 건설을 매개로 만나게 된 두 명의 대통령은 그의 엔지니어가 지녀야 할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참여시켰다. 그 과정에서 박태준이나 걸프사의 사장 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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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기업인과도 친밀해졌다. 전민제와 교류한 이들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당대 최
고의 과학기술자, 권력가, 기업인들이었다. 그들과의 관계는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일반
적인 연결이 아니었다. 이는 엔지니어로서의 전민제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였다. 이 네트워크 덕분에 전민제는 엔지니어로서 위상과 경영자로
서의 활동을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민제는 자신과 같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는 전
화공설계사무소 설립 당시에는 자신과 함께 엔지니어링 기술을 익힐 직원, 대한석유공
사에서는 기술팀을 전담하여 회사에 맞는 기술을 배울 직원을 선발했다. 그가 선발한
직원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체계적인 공학 교육은 받았지만 현장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전민제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사원은 최우선적으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었
다. 그리고 전엔지니어링과 신한기공을 설립한 후에는 기술훈련소를 설치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자체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전민제는
자신이 경영하는 곳의 직원을 자신과 같은 현장형 엔지니어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중시했고, 이로 인해 그의 직원들은 그를 단순한 대표 경영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엔지
니어로 키워준 진정한 스승으로 그를 여기고 ‘석유산업의 대부’로 그를 위치시켰다.
그간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 정부주도로 이루어
진 모습에 집중해서 그려왔다. 하지만 전민제를 통해 본 석유화학 발전은 정부만큼이
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엔지니어나 경영자 역할도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의 급진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 개인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권력 중심의 한국 현대사를 개인 중심으로 다시 재구
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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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산업의 개척가, 전민제의 삶과 그 의미

The Life and Meaning of Chon Min-Che,
A Pioneer of Korean Oil Industry

You-Jeong Sun*
13)

Abstract
This dissertation conducted a study on Chon Min-Che, the engineer and
businessman who cultivated Korean oil industry, using biographical method.
Taking the initi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Oil Corporation and
Ulsan Oil Refinery, Chon Min-Che built the original form of Korean petrochemistry.
He also improved the engineering technology by founding Chon engineering
company and Shin Han Eng. & Const. Co., and contributed to raising engineers
as well. For these reasons, successors call him as ‘the father of oil industry’,
‘a myth of engineering’, ‘the godfather of petrochemistry’.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which made him successful engineering
businessman. First of all, he learned new technology directly from field other
than school, and he worked as a businessman and an engineer at the same
time earlier on his age. Secondly, he had a human network made of the best
scientific technicians, politicians, businessmen, who was not related to regionalism
or school associates. Third, he put emphasize on fostering engineers of next
generation as a businessman of a company. In this way, Chon Min-Che became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oil industry by experiencing the field, building a
human network, and educating engineers.
<Key Words> Chon Min-Che, Oil industry, Engineer, Busine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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