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X그룹은 주력 사업인 해운/물류, 조선/기계, 에너지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오는
2010년까지 총 매출을 10조원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STX Pan Ocean은 세계 10대 벌크선사에서 세계
5대 해운 회사로, STX조선은 세계 5대 조선업체로, STX엔진과 중공업 역시 세계 5대 엔진 메이커로 육
성하여 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 STX그룹 2010년 비전 선포식, 2004년 11월 8일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부도의 시련을 겪던 IMF 시절, STX그룹의 역사는 퇴출기업인 쌍용중

공업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당시 불가능할 것처럼 보 던 쌍용중공업의 재건을 달성한

뒤 STX그룹은 인수 후 불과 4년 만에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었으며, 매출은 인수 당시

2,600억 규모에서 현재 4조 7천억 규모로 무려 18배나 증가하면서 재계 서열 20위권의 중견그룹으

로 도약하 다.1) 수직 계열화, 지주회사 설립, 스피드 경 , 상생 경 등 STX그룹을 대표하는 단

어들은 STX그룹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 침몰하는 쌍용중공업 호의 기수를 맡다

1.1. 쌍용중공업을 인수하기까지

1976년에 설립된 쌍용중공업은 방위산업과 기계산업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오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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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자료 4, 5 참조.



다. 하지만 IMF 시절, 모기업 쌍용그룹이 부도나면서 계열사인 쌍용중공업 역시 퇴출 기업으로 지

정되어 2000년 가을에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쌍용중공업은 미국

계 한누리 투자 증권이 주도하는 한누리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었고, 대주주가 된 한누리컨소시엄

은 부도난 회사를 지휘할 사람으로 쌍용중공업의 강덕수 전무를 임명하여 본격적인 쌍용중공업의

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강덕수 사장은 평사원으로 쌍용중공업에 입사한 뒤 전무가 될 때까지 항상

스스로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일해온 인물이었다. 강덕수 사장은 경 인으로서 부도

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동시에 이 회사를 한누리컨소시엄으로부터 직접 인수하고자

하 다. 경 을 맡는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에 자신의 사재를 더하여 회사 주식을 구입하고 지인들

에게 쌍용중공업 주식 매수를 권유하 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담배를 끊고 주식을 사도록 권장하

다. 그 결과 강덕수 사장의 지분이 14.4%에 달하게 되었고, 지인들이 20% 가량을 추가로 매수

하고 회사 직원들까지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여, 마침내 2001년 5월 1일 강덕수 사장은 쌍용중공

업을 인수하여 사명을 STX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제 2의 창업을 선언하게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주식회사 STX가 21세기 계속 기업으로 번 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과 관
련하여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STX를 중형 디젤 엔진 일류 기술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자생력의 원천

은 기술이며 21세기는 일류 기술회사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와 고객 만족 경 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종업원의 미래와 회사 발전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강덕수 사장, STX주식회사 선포식, STX news 제1호

1.2. STX의 출발

STX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세계적인 조선 기자재 및 첨단 신소재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분할을 추진하고, 터보차저,2) 실린더 블록3) 등 월드 베스트 전략 아이템 10개를 선정하 다. 이를

통해 STX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투

자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21세기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 다. 이러

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1년 6월 15일에 설립된 회사가 자산 1,500억 원 규모의 STX엔파코

(ENPACO)이다. STX엔파코는 디젤엔진의 핵심부품 및 소재, 조선기자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STX엔파코로의 기업 분할은 자산 분할 방식에 의한 물적 분할로 모회사인 STX주식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6월 중순 자산 실사 후 완전 독립 법인으로 운 하게 되었다. 기타 여타의 기업

분할 상황과는 달리 STX의 이번 기업 분할은 노동 조합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추진되었기 때문

에 분할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STX주식회사는 2001년 5월 초 먼저 대우 조선으로부터 2,000만불 상당의 선박용 디젤 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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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의 배기 터빈 구동의 터빈식 과급기. 내연기관에서 실린더 내의 공기 흡입량을 증가시켜 고출력을

얻음.

3) 주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엔진의 중심이 되는 부분. 피스톤이 왕복운동을 하게 되는 곳.



수주하며 대우조선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엔진 수주는 대우 조선이 유럽의 선사

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8L32/40엔진)4)과 6,750 TEU컨테이너선(8L27/38엔진)5)에 탑재될 보

기 엔진이었고, 추가로 컨테이너선 2척 분이 옵션으로 계약되기도 한다. 대우조선은 STX와의 협

력을 통해 조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업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내 신조선 물량 증가에

따른 엔진 수급의 안정과 협력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 다. STX 역시 장기적인 공급망을 확

보하여 엔진회사로서 안정된 경 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쌍용중공업에서 STX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첫 상반기에 수주액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2,570억 원이었고 매출액은 1,250억 원으

로 49억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 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도록‘회사주식 갖기 운동’을 전개하 는데, 이를 통해 경 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는 동시에 직원들의 주인의식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제2의 창업을 성공시킨 STX주식회사는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

었다.

2. 선박 부품을 넘어 조선업에 도전하다

2.1. 대동조선에 던진 출사표

1993년 쌍용중공업 시절부터 강덕수 사장은 업 담당 임원으로 선박용 엔진을 납품하기 위해

대동조선 진해조선소를 자주 방문하 다. 하지만 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엔진 납품에 어려

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계열조선소의 존재를 희망하 다. 더구나 선박용

엔진 100%를 쌍용중공업에서 구매하던 대동조선이 1998년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대동조선에 대

한 납품이 중단되게 되자 그 생각은 더욱 절실해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동조선에 경쟁업체

출신의 법정관리인이 들어서면서 엔진 납품업체도 경쟁업체의 관계사로 바뀌게 되자, 창원공장에

서 15분 거리에 있는 주요 고객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 쌍용중공업 업 사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

에 처하 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덕수 사장은 STX사장에 취임한 즉시 대동조선 인수를 결심하게 되었

다. 대동조선은 한보철강, 세양선박에 인수된 뒤 다시 법정관리를 거친 상태로 1998년부터 회사정

리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당시 조선경기의 활황으로 2001년 매출 4,700억 원과 경상이익 300억 원

을 예상하고 있었다. STX는 대동조선 인수를 통해 조선업에 진출하게 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

의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것이라 전망하 다. 먼저 설비 투자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납품 적기 관

리로 수주 가격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조선 핵심 기자재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여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었다. 또한 향후 중형 선박 건조를 특화한 뒤 LNG운반선 등의 고부가 가치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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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렬8기통 Bore 320mm, Stroke 400mm 엔진을 장착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5) 직렬8기통 Bore 270mm, Stroke 380mm 엔진을 장착한 컨테이너 운반선. 길이 20feet, 폭 8feet, 높이 8feet의

컨테이너(TEU)를 6,750개를 선적할 수 있음.



제품군을 전환하고, 기술 연구소를 설립할 뿐 아니라 표준 선형개발 등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

을 위한 제품의 차별화를 추구할 계획이었다. 이는 모두 STX주식회사의 이념인‘선택과 집중’원

리에 따른 것이었다.

STX주식회사는 대동조선 인수 자금으로 경쟁업체의 입찰금액보다 높은 1,000억 원을 제시하

다. 경쟁업체들이 제시한 500억 원보다 입찰금액이 두 배 가량 높았던 이유는 STX가 대동조선 인

수 이후의 시너지 효과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STX의 유보금 500억 원과 장기매

출채권을 기준으로 한 자산유동화채권(ABS) 770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하여 대동조선에 대한 인수

를 완료한 STX주식회사는 대동조선 발행 주식의 64%를 보유하고 최대 주주로서 경 권을 행사하

게 되었다.

인수 과정뿐만 아니라 인수 후의 통합작업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 STX는 대동조선의 현재 경

진 중심으로 대동조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조직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조직 그대로 흡수하 다.

이는 회사의 주인이 네 번이나 바뀌면서 대동조선 직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이었다.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현장직 3천 2백 명이 입사했으나 3천명이 회사

를 떠나버리는 등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패배주의는 품질,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이에 STX주식회사는 종업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달 초 조회를 실시, 모든 경 활동을 투명

하게 공개하기 시작하 다. 70억 원을 투자해 식당, 탈의실, 주차 공간 등의 사소한 불편도 고쳐

나갔다. 이익이 난 후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처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며, 인수 석 달 후부터는 현장을 이탈하는 직원들이 급격히 줄

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STX주식회사는 이와 같이 대동조선 인수 후 기존 종업원

들과의 화합을 중시하며 조선산업으로의 확장을 진행하 다.

2.2. 조선산업의 현황

조선산업은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종합산업으로서, 전방산업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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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조선공업협회

그림 1. 조선 수주 현황



등이 있고 후방산업으로는 철강산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화학산업 등이 있다. 자본, 기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초기에 막대한 시설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기술 수준과 우수한 인적 자

원이 모두 요구되는 특성이 있어 진입 장벽이 높다. 또한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

위 제품이 고가이므로 주문 생산이 일반적이다. 상선 건조의 경우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의 경기에

조선산업 역시 향을 받는데, 해운산업이 세계 경제 및 교역량 변동, 원유 및 곡물 시황, 정치적

요인 등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후방산업인 조선산업도 이 추세를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박

은 25년의 수명을 가지므로 이로 인한 주기적인 대체 수요로 경기 순환이 약 20년 주기로 되풀이되

는 특성이 있다. 조선기자재산업은 조선산업의 경기에 연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조선기자재의 수출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조선산업은 2000년 사상 두 번째의 높은 수주량인 27,800천 CGT6)를 기록한 데 이어 2003

년에는 2000년 대비 54%, 2002년 대비 102% 증가한 42,700천 CGT를 기록하 다.  국내 조선소

는 이 가운데 2002년 6,900천 CGT, 2003년에는 155% 증가한 17,600천 CGT를 수주하 는데, 이

러한 수주 증가에 힘입어 국내 조선소는 이미 2006년 또는 2007년 상반기까지의 조업 물량을 확보

하여 채산성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시행하고 있다. 조선소의 충분한 수주 잔량 확보와 선주

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선박의 지속적 발주에 따라 조선산업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TX

역시 이러한 조선 산업의 발달과 인수한 대동조선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STX가 조

선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서 성장할 것을 확신하 다.

2.3. STX조선, 그룹의 선봉장에 서다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월드 베스트 조선소를 만들겠으며 이를 위해 고객 중심의 경 , 속도 경 , 기
술 경 에 매진할 것입니다. STX 조선을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1조원 규모의 조선소로 성장 발전시키고
2002년 하반기 또는 2003년 상반기내에 기업 공개를 통하여 주식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투명 경 을 통한
가치 경 을 실현할 것입니다.”

— 강덕수 대표이사 STX조선 인사말, STX News 9호

2002년 1월 1일, 대동조선에서 STX조선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STX조선은 3~8만 톤급의 선

박을 연간 20척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다. 주식 인수자금 1,000억 원과 외화 회사채권 자금

1,000억 원으로 정리 채무를 전액 변제하 는데, STX조선의 기 보유현금액 1,500억 원을 고려한

다면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 상태가 되어 재무구조상 국내 최고의 우량 기업으로 변모한 것이

었다.

2002년 2월, 상호를 변경한 후 한달 만에 STX조선은 첫 거래로 그리스 선주사에서 정유 운반선

5

6) 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선박의 공사량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기준선인 1.5만

DWT(1만GT) 일반화물선의 1GT당 건조에 소요되는 공사량(가공공수)을 1.0으로 하여 각 선종 및 선형과

의 상대적 지수로서 CGT 계수를 설정하고 선박의 GT에 이를 곱하여 CGT를 구함.



1억불 거래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올리게 되었다. 이는 2002년 수주 목표인 24척을 달성하기 위한

첫 수주 고, 조선의 신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시장을 확대

하려는 시도 다. 또한 STX조선이 최대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45K PC7) 선형을 연속으로 수주함

으로써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STX조선은 남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선박을 수주하여 목표 24

척의 80%의 수주량을 5개월 안에 달성하 고, 더 나아가 3년치의 수주 거래를 성사시켜 2005년 상

반기까지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 홍보를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선

박/해운 박람회인 그리스의‘POSIDONIA 2002 선박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

도 이어나갔다. 2002년 STX조선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여 수주량이 총 46척 14억불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STX조선의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기업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3. 스피드 경 으로 세력을 확장하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STX엔진은 속도 경 을 목표로 신속하
고(Speedy), 간결(Simple)한 업무 처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Timely) 공급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속도 경 이야말로 월드 베스트 회사로 발돋움해 가는 STX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 이강식 STX엔진 대표이사, STX엔진 설립 인사말

3.1. 스피드 경

스피드 경 은 급변하는 경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 사업의 조기 발굴을 가

능하게 해준다. 과거 100년의 변화보다 향후 10년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스피드 경 이 중요하다. 스피드 경 은 선행 투자를 통한 미

래에 대한 사전 준비, 신속한 의사 결정, 새로운 혁신 상품의 조속한 개발, 기업 내부 자원의 실시

간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STX그룹은 스피드 경 과 빠른 실천력을 기업 경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는데, 이

는 CEO인 강덕수 회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스피드 경 을 중시하는 것과 동

일하 다. 강덕수 회장은 스피드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 경 자 다.

STX 그룹은“신속하고(Speedy), 간결하고(Simple) 적기에(Timely)”라는 기업 모토를 바탕으로

수직계열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 부품 사업, 조선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 선박 기자재, 더 나아가 선박의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을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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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유화학제품운반선.



3.2. STX에너지, STX중공업, STX레이다시스의 탄생

STX조선 인수 후 STX그룹은 다른 기업들을 연속적으로 합병하며 사업 분야를 넓혀나갔다.

2002년 9월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 중이던 산단에너지의 지분 65%를

인수하여 사명을 STX에너지로 변경하 다. 에너지산업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안정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IMF 이후 경제 성장 및 소득 증대와 접한 관련성이 있다. 에너

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 투자 비용이 소요되며, 장치 산업적 특성과 공익 산

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다. 산단에너지는 반월공단과 구미공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간 증기 1천만 톤, 전기 1백만 MWH를 생산하여 산업 단지 내 공장들

에게 공급하는 회사 다. 발전설비 사업을 하고 있던 STX그룹은 에너지사업 진출을 통해 반월 및

구미 산업단지 내의 전기, 증기를 100%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어 안정적인 판매망을 갖추게

되었고, 발전소 측은 고용을 유지하게 되어 윈-윈의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에너지 사업 진출에 이어 STX그룹은 STX조선이 100% 투자한 STX중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기 시작하 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 위주의 방위산업 분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STX레이다시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STX그룹의 스피드 경 방침은 이와 같이 관련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4. 순항하던 STX호, 암초를 만나다

“2004년 한 해는 STX조선뿐만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계 모두가 주요 원자재인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기 습니다. 여기에 국내 업계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이중고로 더욱 힘든 한 해
를 보냈습니다.”

— 김성기 STX조선 대표이사

STX그룹의 사업 확장이 조선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선업의 현황에 그룹 전체의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조선업으로 수직계열화를 집중하면서 계열사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의사 결정이 빨라진 반면, 조선업 자체의 환경에 모든 계열사가 향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수직

계열화 선상에서 전방에 있는 계열사가 그릇된 의사 결정을 내리면 후방 계열사에 그 향이 전달

될 위험성도 생겨났다. 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수요 증가로 선박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 가격이 급격

히 상승하자 STX조선의 경 환경이 악화되었고, 이는 조선업 중심의 STX그룹에게 큰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기 시작하 다.

“STX와 같이 급격히 외형이 커진 기업은 성장통을 앓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외형성장에 비해 내
부역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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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문제인 것이다. 성장통이 심해지면 내부 갈등이 커진다.”

— 조 호 아주대학교 경 대학 교수, STX사보 2호

STX그룹은 선박 부품회사인 쌍용 중공업에서 출발하여 STX조선, STX엔파코, STX에너지와

STX레이다시스 등을 추가하며 단기간 내에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 다. 그러나 외형적인 빠른 성

장의 반대 급부로 인해 조직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 다. 이는 새로운 대

형 조직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의사 전달 체계가 복잡해지고 비전과 목표의 공유가 잘 전파되지 못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피인수 기업의 기업 문화가 기존 STX그룹의 기업 문화와 달라 종

업원들이 느끼는 문화적 갈등이 STX그룹의 성공적인 통합을 막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었다.

5. 지주 회사, 그룹의 발전을 견인하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

한 뒤 해당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동시에

자회사 주식 가액의 총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하는 회사를 뜻한다.

“지주회사 제도는 경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유사한
업종을 위할 경우, 통합적 관리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 차원의 가치창조와 같은 경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강현 STX 법무감사팀 팀장, STX사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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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J 투자증권

그림 2. 세계 철강 가격추이(열연강판 기준)



STX그룹은 수직 계열화된 계열사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주 회사 체제를 택하

는데, 지주 회사 체제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자회사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

었다. STX그룹은 STX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STX엔진과 STX조선, STX에너지 등 계열사들

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기업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STX주식회사는 기업의 핵심 사업

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고, 자회사들의 경우 경 을 전문경 인에 맡김으로써 책임경 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STX그룹의 주주인 투자자들도 STX그룹이 지주 회사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기

업지배구조 면에서 볼 때 상호 출자를 배제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화하여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기

업투명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STX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자 전체 그룹의 경 권을 장악할 수 있는 STX지주회사에 대한 경

권 공격이 시도되기도 하 다. 2005년 5월에는 STX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동종업계의 지분 매입

이 이루어지며 연합인수합병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삼 의 최평규 회장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

분 9.94%를 확보하 고, 그 이전 2월에는 두산그룹 계열의 선박용 엔진전문업체인 HSD 엔진이

장내에서 12.8%를 매수하 다. 주식시장에서는 HSD엔진과 최회장의 지분이 합쳐질 경우 STX 강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인 14.51%를 초과하여 1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에 지주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 권 방어를 위해서 STX그룹은 9.81%의 지분을

소유한 텔콤과 9.62%의 지분을 소유한 엔토스정보기술을 계열사로 편입하여 강덕수 회장 측의 지

분을 33.93%로 높 고, 여기에 우리사주 7.5%와 산업은행 7.53%의 우호지분을 더하여 모두

60.03%에 달하는 의결권을 확보하 다.

결론적으로, STX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를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경 권을 소유하고,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계열사 통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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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X 내부자료.

그림 3. 관계회사 계통도



도 지주 회사를 통해 해결하면서 성공적으로 기업 구조를 변화시켰다.

6. 해운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다

6.1. 특명: 범양상선을 인수하라8)

2004년의어느날아침, 강덕수 회장의사무실에서범양상선인수에대한회의가시작되고있었다.

“회장님, 범양상선은 해운업계 내에서는 물론 현재 나온 M&A 대상 기업 중 가장 우량한 회사입니다.
법정관리에서 탈피한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재무, 업황, 업력 모두 뛰어나고 2년 연속 흑자가 나고 있
습니다. 더구나 최근 해운업이 호황이므로 올해도 큰 흑자가 예상됩니다. 해운은 조선의 전방 산업입니
다. 수직계열화 전략이 조선업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상, 해운업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조선과 해
운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범양상선은 특히 선박이 낙후되어 교체 수요
가 있으니 인수하면 조선과 부품 쪽에 즉각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꼭 인수하셔야 합니다.”

— STX(주) L 사장

“범양상선은 매출이 2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그룹은 지금 매출이 1조 5천 억 수준입니다. 규모도 우리
보다 크고, 조선업이 아닌 해운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험부담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뒤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STX(주) K 총괄부사장

잠시 생각에 잠겼던 강덕수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입찰에 응한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인수 가격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지요?”

“범양 상선이 워낙 훌륭한 매물이라서 경쟁사가 많습니다. 13개 업체가 인수 전에 뛰어들었는데 이중
8개 업체가 인수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수 가격은 증권업계에서 주당 1만 6천원~1만7천원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해운사인 이스라엘계 조디악은 인수 자금 동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 확대를 노리는 비 해운사 계열에서 인수 의지가 강합니다. 동국제강의
경우 한보철강 인수를 위해 준비했던 4천억원이 현금으로 남아있고, 벌크선9)사를 인수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 의욕이 큽니다. LG전선그룹도 E1을 통해 이번 입찰에 참여했는데 재
무구조와 수익구조가 우량하고 투자확대 의지가 커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공운송에 해운을 추가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현재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 STX(주) J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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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의 상황은 연구자들이 사례개발을 위하여 구성한 것임.

9) 철광석, 곡물류 등의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인천정유 인수에 도전했던 때를 기억해보십시오. 200억 차이로 중국의 시노켐에 인천정유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우호 주주인 HSBC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지금 증권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가격보
다 범양상선의 기업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예상대로 3,000억원 대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주당 2만 2천원에 4천5백억 정도를 제시해서 확실히 인수해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인천정유를 인수하려
고 준비해두었던 자금이 남아있어 인수대금은 충분합니다.”

— STX(주) L 사장

범양상선은 주로 원부자재를 수송하는 벌크선사로 지난 80년대 말 해운업의 불황기에 부실화되

어 1987년 채권단관리, 1992년 법정관리 상황에 처했으나 2002년 법정관리에서 탈피하 다. 그 후

57척의 자체 선박과 200여 척의 용선의 운용을 통해 2002년 494억 원, 2003년 431억 원의 흑자와

매출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 으며, 2004년 3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하여 총 4천억 원에 달

하는 누적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0)

범양상선의 인수 시기가 다가오자 입찰 회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기업들의 눈과 귀는 과연

누가 인수자가 될 것인가에 집중되기 시작하 다. 2004년 9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날

에 STX그룹 역시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었다.

“범양상선 인수를 위해 최종 입찰참여업체 7곳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TX그룹이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산업은행, 2004년 9월 7일

산업은행의 발표를 접한 STX그룹은 축제 분위기에 젖었고 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매출 2조원

에 달하는 범양상선을 매출 1조 5천억의 STX그룹이 인수한다는 발표 때문이었다. STX그룹이 신

파워 그룹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6.1. STX Pan Ocean, STX그룹에 날개를 달다

“STX는 이번 범양상선 인수로 해운-조선-조선기자재 산업에 이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 명
실상부한 해운-조선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해운-
조선 그룹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 강덕수 회장, 2004년 9월 8일

STX그룹이 범양상선을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다는 측면과 함께

인수 이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강덕수 회장은 인수전이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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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부자료 6, 7 참조.



이던 2004년 8월의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에 홀로 범양상선 노조를 찾았다. 그는 STX그룹의 노

조정책과 인수 이후의 고용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암묵적으로 STX의 경쟁업체를 지지하던

범양상선 노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용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STX그

룹의 전략은 어떻게 이처럼 단시간에 성공을 이루어내었는지에 대한 해답의 한 단서를 제공한다.

“범양상선 인수는 단지 자산가치만 보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상장을 추진할 예정으로, 런던 룩셈부르크 홍콩 등 해운업과 조선업을 잘
이해하는 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장 이후에는 범양상선의 경 권 확보가 가능한 정도의
지분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 강덕수 회장, 2004년 9월 8일

범양상선은 인수 이후 STX Pan Ocean으로 사명을 바꾸었다. 강덕수 회장은 인수 당시 인터뷰에

서 범양상선의 가치는 해외에서 더 인정받을 것이며, 실제로 범양상선보다 우월하지 못한 회사가

홍콩에서 주당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하 다.11) 범양상선 인수를 위해 지불한 인수 금액은

단지 자산가치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라는 말도 덧붙 다. STX그룹은 STX Pan Ocean의 기업가치에 적합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해운업과

조선을 잘 이해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원주를 직상장하는 방법을 시도했으며, 드디어 STX Pan

Ocean은 2005년 7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뉴

욕, 런던, 동경, 홍콩, 프랑크푸르트 등과 더불어 높은 위상을 가진 로벌 증권거래소이기 때문

에, STX Pan Ocean은 싱가포르 상장을 통해 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로벌 네

트워크 구축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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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SCI 아시아 해운업 평균 PER 6배, STX Pan Ocean 2004 EPS 6,976원.

12) WW: world wide, NEA: North East Asia.

자료: Ocean Shipping Consulting

그림 4. 전세계 해운 물동량과 동북아 물동량 추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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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부분 국가의 부가 수출에서 발생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해운산

업은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서 향후 동북아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성장성이 매

우 뛰어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세계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

의 운송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TX그룹은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동시키는 해운업에도 진출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

7. 수직계열화로 황금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다

“STX Pan Ocean을 STX그룹의 가족으로 맞이함으로써 해운-물류-조선-기계로 이어지는 그룹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 습니다. STX조선, STX에너지 및 STX Pan Ocean의 경우와 같이 2001년 이후 추진해
온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습니다.”

— 이상옥 STX(주) 대표이사

STX는 STX Pan Ocean 인수를 통해 그룹의 주력사업을‘해운과 조선’의 양대 축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써 STX는 해당 업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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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X 그룹 홍보자료

그림 5. STX그룹 수직계열화



폴리오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7.1. 이것이 바로 황금의 포트폴리오다

STX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의 적극적 M&A를 통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지주회

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 다. 이러한 노력들은 서서히 STX

그룹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실질적인 효과들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

우선, STX Pan Ocean은 향후 5~6년 동안 조선산업의 안정적 운 과 발전소에 공급하는 유연탄

의 장기 운송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TX 조선의

선박건조기술을 활용하여 STX Pan Ocean을 세계 5대 해운회사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TX는 조선사업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선박건조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STX Pan Ocean을 현재의‘벌크 세계 10대 선사’에서 해운‘세계 5대 선사’로 육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Pan Ocean은 기존의 핵심 벌크 부문은 강화하고 석유 제품운반선, 켄테이너선,
LNG 선 등 고부가가치 신규 산업으로 사업 역을 확대하여 선박의 대형화와 고급화를 추진할 예정입니
다.13)”

— 이종철 STX Pan Ocean 사장

STX Pan Ocean의 사업확대 전략으로 인하여 STX조선은 Pan Ocean이 기 보유한 57척에 대한 대

체 수요와 컨테이너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수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불어, 조선의 주력 제품인 석유제품운반선의 경우 2002년 스페인 연안의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이중선체14)가 의무화 됨에 따라 노후화된 단일선체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IMO15)의 규정에 의해 단일선체 탱커16)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될 계획이어서 다른 선종에

14

그림 6. STX그룹 성장단계

13) 첨부자료 8 참조.

14) 충돌이나 좌초로 인해 선체가 손상되더라도 기름 탱크는 뚫리지 않도록 만든 선박기술.



비해 발주규모나 선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실제로 STX조선은 2005년 1월에 STX Pan Ocean으로부터 45,800 DWT17)급 석유제품운반선 2

척, 9천만 불 상당을 수주하 는데, 이는 단순히 선박을 신규 수주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2004년

완성된 해운-물류/조선-기계 분야의 수직계열화가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의 의미를 지닌다.18)

“세계 조선산업의 발전사를 볼 때, 조선은 해운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STX조선과 STX Pan Ocean과의 수직계열화는 향후 해운이 조선을 이끌어 주고 조선
이 해운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며, 회사의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김성기 STX조선 대표이사

STX Pan Ocean으로서는 조선 사업의 선박관리 및 보수유지 노하우를 이용해 해운-물류의 시너

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현재 물동량 증가와 국제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선박 부족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STX에너지의 열병합 발전소에 필요한 유연탄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기여하게 되었고 역으로 안정적인 운송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다.

“STX조선 인수는 선박용 디젤 엔진과 조선기자재를 대동조선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연간 1,000억 원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STX(주) 관계자, 2001년 9월 28일, 매일경제신문

STX엔진과 STX엔파코의 선박기자재산업은 STX조선의 시너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매년 1,000

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창출하고 있다. STX조선의 입장에서도 선박 엔진 및 주요 부품들의 구

입이 원활해져서 선박 수요 증가 시 주요 부품들을 확보하는데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STX

에너지의 경우 STX엔진의 발전 설비 및 환경플랜트 산업 분야에서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

전 플랜트 운 에 있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19)

이와 함께 STX 사업부문 간의 신기술 개발에도 공동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연구 개발 시 상호 시

너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STX엔진의 경우 엔진 핵심소재, 부품 국산화, 특수 고속 및 저속, 중

속엔진 개발 및 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시 STX조선과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직간

접적으로 연구개발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TX에너지와 STX엔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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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해사기구.

16) 원유(crude oil)를 운송하는 선박.

17) 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수.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

18) 첨부자료 9 참조.

19) 첨부자료 10, 11 참조.



업부 역시 향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신소재 등의 에너지 신규 사업부분에서도 상호 협력 할 수 있

게 되었다. 더불어, STX Pan Ocean의 고부가가치 선의 업 확대로 인하여 관련 부분인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STX엔파코 등은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에도 전 방위적으로 시너지를 창

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2. 우리가 모두 1등이면 STX그룹도 세계 1등이다

2003년 STX조선은 다시 한번 조선업계를 놀라게 하 다. 세계 최초로 한해 동안 1개의 도크에

서 20척의 선박을 진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1년 1도크 20척이라는 도크회전율20)은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기법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생산효율성을 달성하 음을 의미한다. STX조선

은 지난 1998년 706CGT/천m3이던 단위 도크당 건조실적을 2002년에는 1493CGT/천m3로 연평균

20.6% 향상시켰고, 일인당 생산성 역시 1998년 114CGT/인에서 2002년 277CGT/인으로 연평균

17.8% 개선시키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세미-탠덤(Semi-Tandem) 방식21)을 도입해

선박 4척 동시 건조를 실현함으로써 도크 회전율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하 다.

STX조선의 기술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5년 1월 6일 바람이 차갑게 부는 하의 날

씨에도 불구하고 진해조선소에 모인 STX조선 관계자들의 표정은 비장해 보 다. 4만7천DWT급

석유제품 운반선 `하이 커리지(High Courage)’호의 반쪽 부분이 해상에 떠있는 `스키드 바지(Skid

barge)’위에 안착되는 것을 확인하자 모두들 환호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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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TX그룹 사업부 간의 시너지 효과

20) 한 도크 당 연간 탑재 선박수.

21) 도크 한 곳에서 두 척 이상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는 방식.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육상 건조 공법 SLS(Skid Launching System)22)을 이용하여 도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상에서도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STX 조선 관계자, 2005년 4월 14일, 한국경제

육상 건조라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현대중공업에 내주었으나, STX조선의 SLS 공법

의 독창성은 세계 조선소를 깜짝 놀라게 하 다. STX조선은 SLS 공법으로 새로 도크를 짓지 않고

도 올해 6척의 배를 추가로 건조하여 연간 건조량을 24척에서 30척으로 늘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주 잔량이 108척(40억 달러 상당)에 이르러 이미 3년치 수주량이 포화상태 던 STX조선으로서

는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23)

또한, STX조선은 2003년 중형 석유제품운반선 1위에 이어 2004년에는 중형 컨테이너선 부문에

서도 명실상부한 점유율 1위에 올라서게 된다. STX조선은 앞으로도 3~8만 톤급 중형선박에 특화

하여 건조한다는 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주력 제품인 석유제품 운반선 및 컨테이너

선은 더욱 강화하고 선종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LPG, LNG 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24)

그리고 STX엔진은 일본능률협회(JMAC)가 주관하는‘2004 로벌 경 대상’에서‘기업대상’,

‘마켓명품상’, ‘최고경 자상’을 수상하 다. STX조선과 STX엔진은 제품과 기술경쟁력, 확실한

품질관리, 투명경 등 로벌지향적인 경 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각각 월드베스트 부

문과 품질경 부문에서‘대상’을 받았으며, 주력 제품인 중형 컨테이너선(Medium Range

Containership)과 선박용 고출력 중속엔진(32/40CD)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마켓

명품 부문‘명품상’을 수상하는 예를 얻었다. 그리고 최근에 STX 엔파코 역시 경쟁사인 스위스

의 ABB사와 독일의 MAN B&W을 제치고 선박용 디젤엔진 과급기(5,000KW급 이하) 시장에서 세

계시장의 36.2%를 점유하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선박용 디젤엔진 과급기(5,000KW

급 이하)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2005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8. 이제는 상생 경 이다

“STX그룹은 지속적인 인류사회의 번 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존경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가능경 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
니다.”

— 강덕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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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크가 아닌 육상에서 선박을 배머리와 배꼬리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건조한 뒤 이를 미끄러뜨려 해상에 떠

있는 바지선에 선적하고, 바지선 위에서 한 척의 선박으로 완성한 후 바다에 띄우는 선박건조 공법.

23) 첨부자료 12 참조.

24) 첨부자료 13,14 참조.



8.1. 협력업체와의 아름다운 동행

2005년 7월 STX조선 강덕수 회장,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

동형 STX 협력업체 대표 등이 속속 진해조선소로 모이고 있었다. 이날은 STX그룹뿐만 아니라

STX의 모든 협력업체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바로‘대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 협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STX그룹은 250개의 협력업체 중

우수 기업 71개사를 대상으로 미래의 동반자로서 이들 협력업체에 대해 장기 생산물량 보장, 현금

결제 확대, 기술 경 컨설팅 및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주요 국산기자재 우선 구매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경상남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풀 지원체계 구축, 기술 경 컨설팅 비

용과 국제규격인증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특별 경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기업에 대한 종합진단, 정책자금 대출, 기술·경 혁신 컨설팅, 연수과정 개발 및 임직

원 연수, 마케팅 정보제공 등의 사항을 협력·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

단의 기술·경 분야 전문가가 STX협력업체 현장을 방문, 종합진단을 통해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해당 기업체, STX그룹,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수립함으로써 협력

업체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돕게 되었다.

8.2.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2005년 3월 STX엔파코와 STX에너지는‘2005년도 임금교섭 회사위임 및 노사협력 선언식’을

개최하여 2005년도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일임하고, 2005년도 노사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로써‘무분규 무파업 노사평화 선언’에 이어 2년 연속 노사 무분규 협상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

다. STX 조선도 여느 조선 업계의 강성노조와는 달리 4년 연속 노사 무분규로 이끌며 조선업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는 강회장의 직원 최우선 전략이 큰 힘을 발휘 했다.

“종업원 만족 없이는 고객 만족도 없으며, 고객만족이 없으면 이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주주 만족도 불
가능하게 된다.”

— 강덕수 회장 인터뷰, 2003년 02월 18일, 이코노미스트

강덕수 회장은 매달 초 직원들에게 경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우량기업은 투명경 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명경 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부실과 불합리한 비용을 제

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하

면 회사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역발상을 통해‘선 처후 개선, 후 이익 경 ’을 시도하여 사원의 마음을 안정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TX그룹도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조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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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STX그룹은 최근 모든 임직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

트인‘ONE STX 운동’을 통해 STX 하나의 그룹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나누어서 STX의 모든 사람들이 그룹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하나의

그룹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직은 간부급 위주의 시험 단계에 있지만

점차 전사로 ONE STX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8.3. 지역사회와 함께

최근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STX그룹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STX그룹은 지역

사회에의 이익 환원을 통한 나눔의 경 을 그룹 전체 경 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1사 1어촌 자매

결연 체결, 지역 농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교육기관에의 장학금 기탁, 지역대학 장학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학협력의 경우 창원대학교와 연구과제 교류, 현장 체험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다. 또 창원지역에 위치한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STX엔파코 등

4개 STX 계열사가 지역 내 6,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8.4. 친환경기업으로

STX그룹은 환경경 을 선포하며 무재해, 무공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재단

에서 운 하는‘만분클럽’25)에 가입하는 한편, 철새 및 야생동물 모이주기,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한

자연정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산 혹은 바다에 자연 정화운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사

내 동우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9.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월드베스트를 향하여

STX그룹은 매출 2,600억 원 수준의 부도 기업이었던 쌍용중공업에서 출발하여 불과 4년 만에

매출 4조 7천억의 중견그룹으로 급부상하 다. STX그룹은 지난 4년간 고객중심경 , 속도경 ,

기술경 을 3대 경 이념으로 삼아 해운 및 조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이상적인 사업구조를 완성하

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STX그룹은 20여 개의 해외지사26)를 통하여 월드베스트란 기

업 목표 아래 2008년 매출 10조27) 달성을 위해서 지금도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STX그룹은 향후 20개의 해외지사를 활용하여 전세계를 권역별 시장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해운-물류, 조선-기계, 에너지의 3대 사업 중심축을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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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업 매출의 1만분의 1을 기부해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해 쓰고자 하는 모임. 

26) 첨부자료 17 참조.

27) STX 그룹 매출 목표를 8조에서 10조로 수정(2005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해외 지사의 법인화, 연관사업에의 진출을 추진할 것입니다.”

— 강덕수 STX그룹 회장

얼마 전 강덕수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M&A를 통한 외형성장보다는 그룹의 내실화를 통

한 경쟁력을 높여 그룹의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 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외형성장으로 인

해 그룹 전체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합된 기업 조

직의 틀을 갖추지 못하여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STX그룹이 인천정유 인수에 다시 도전했던 점이

나 최근 대한통운의 지분 21.3%를 사들여 대한통운의 최대주주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STX그룹

은 매력적인 인수 대상에 대해 추가적인 M&A를 진행하여 외형성장을 지속할 가능성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STX그룹이 내실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룹의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하는지 혹은 추가적

인 M&A를 통하여 세력 확장을 지속하는지의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급속한 성장 신화를

만들어낸 STX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시킬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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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첨부자료 1] 회사 연혁

1976. 12 쌍용중기주식회사 설립

2000. 10 쌍용중공업“퇴출기업”으로 지정(금융감독원)

2001. 01 쌍용계열에서 독립

2001. 05 STX주식회사로 새 출발(STX엔진 설립)

2001. 06 STX엔파코 분할 설립

2001. 10 대동조선 인수 (STX조선 설립)

2002. 11 산단열병합발전 인수 (STX에너지 설립)

2003. 06 서해에너지 주식회사 설립(STX에너지가 투자 설립)

2004. 04 회사분할 (엔진사업부문, 투자부문)

지주회사 설립

06 STX레이다시스 설립(STX엔진주식회사가 투자 설립)

주식회사텔콤, 엔토스정보통신 인수(방위산업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

09 범아산업 인수 (STX포스)

11 범양상선 인수 (STX Pan Ocean)

2005. 01 STX건설 설립(STX엔파코 건설 부문 분할 설립)

자료: STX 2004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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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주가지수

자료: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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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4] STX그룹 전체 매출 추이
단위: 천억원

자료: STX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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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STX그룹 주요 재무정보(연결재무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유동자산] 1,432,851 713,109 623,341 546,157 258,118

당좌자산 1,188,251 541,953 453,176 378,372 130,650

재고자산 244,600 171,156 170,165 167,785 127,468

[고정자산] 1,867,222 885,342 758,772 539,311 220,531

투자자산 84,092 58,668 54,547 93,105 32,783

유형자산 1,610,948 802,651 691,071 485,664 182,784

무형자산 172,181 24,023 13,154 △39,457 4,964

자산총계 3,300,074 1,598,451 1,382,113 1,085,468 478,649

[유동부채] 1,444,963 801,308 691,267 644,862 229,137

[고정부채] 1,303,597 425,011 412,704 321,249 139,825

부채총계 2,748,560 1,226,319 1,103,971 966,111 368,962

외부주주지분 426,748 214,265 118,371 4,024

[자본금] 57,492 106,345 98,345 98,345 98,345

[연결자본잉여금] 82,099 72,747 39,264 6,287 6,287

[연결이익잉여금] △10,565 △20,966 16,460 14,532 12,226

[자본조정] △4,262 △259,429 5,700 △3,832 △7,171

자본총계 551,514 372,133 269,295 119,356 109,686

매출액 2,123,173 1,229,649 976,014 485,037 293,286

업이익 △28,802 80,067 82,643 39,440 37,803

경상이익 67,850 17,070 36,604 7,584 2,765

총당기순이익 49,306 △2,743 15,342 5,287 2,769

연결당기순이익 19,501 △29,035 1,928 5,189 2,769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9 5 5 4 2

자료: STX 2004년도 사업보고서(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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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5] STX그룹 사업부별 매출 비중(2004년 매출 기준)

자료: 2004년 STX 사업보고서 및 내부자료

[첨부자료 6] STX Pan Ocean 운용 선박
단위: 척

구분 사선 용선

Bulker 46 182

자동차선 2 3

컨테이너선 3 4

탱커선 6 4

계 57척 193

자료: STX Pan Ocean 내부자료

[첨부자료 7] STX Pan Ocean 운반 제품 구조

자료: STX Pan Ocean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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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8] 주요 선박 선가 추이

자자료: 한국조선공업헙회

[첨부자료 9] STX그룹 사업부별 매출추이

자료: STX 2005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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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0] STX엔진 매출구성(2004년 기준)

자료: 2004 STX 사업보고서

[첨부자료 11] STX중공업 매출구성(2004년 기준)

자료: 2004 STX 사업보고서

[별첨 자료 12] STX조선 생산가능량
(단위: CGT)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생산량 491,000(20척) 590,000(24척) 800,000(30척)

자료: STX조선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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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13] STX조선 제품군(매출 기준)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Tanker 4,982 6,468 7,120

Container 650 0 10

LPG 1 244 450

Bulker 0 2 430

기타 0 5 123

계 5,639 6,722 8,149

자료: STX조선 내부자료

[첨부자료 14] STX조선 수주잔량
(2005월 4월 기준)

선종 구분 척수

70K~75K 16척

석유제품운반선
46K~51K 45척

29K~37K 6척

10K 14척

컨테이너선
3,500TEU 8척

2,600~2,800TEU 16척

벌크선 75.5K 4척

특수선 해양실습선 1척

합계 110척

자료: STX조선 내부자료

[별첨 자료 15] STX조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매출액)

2002년 2003 2004

STX조선 0.5 0.9 1.3

현대중공업 1.3 1.2 1.2

삼성중공업 0.3 0.3 0.7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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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16] 화물선의 종류

선박 종류 특 징

일반화물선
꾸러미로 포장된 화물을 수송하는 배로써 중소형이며, 연안항로게 가장 많이 배치

(General Cargo ship)

컨테이너 운반선 커테이너 만으로 포장된 화물을 수송하는 배로써 통상 적재능력을 TEU 혹 FEU로 표기
(Container ship) 3,000 TEU급(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3,000개 싣는 배.

3,000 FEU급(Four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3,000개 싣는 배.

자동차 운반선
적재단위를 Unit로 표기하며, 1 Unit는 차량 1대

(RO-RO)

실물선 가루나 알갱이 상태의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선창에 실어 나르며, 진공 소제기
(Bulk Carrier) 처런 화물을 흡입·분사

유조선
원유를 실어나르는 배로써 적재할 수 있는 원유의 량으로 크기를 표시

(Crude Oil Tanker)

석유제품 운반선 원유를 정제한 후 생성되는 나프타, 에틸렌 등을 실어나르는 배

(Product Carrier) 초저온으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

LPG Carrier LNG Carrier 저온으로 액화시킨 프로판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

자료: 한국조선공업협회

[첨부자료 17] STX 해외 네트워크

자료: STX 홍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