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 박용덕 대한조선 사장

"거목만 살면 숲이 죽어 … 중형 조선소도 살려야"
중형 조선소 대한조선은 3년 전만 해도 회사의 앞날을
걱정했다. 조선업 불 황 으 로 선박 가 격 과 발주 량 이
곤두박질쳤다. 2016년 당시 대한조선이 수주한 선박은 단 ‘2척’.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절망에 빠졌다.
반전은 2016년 5월 박용덕 대한조선 사 장(59)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 사장은 대한조선의 지분 23.4%
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견된 30년 경력의 ‘뱃사람’이다.
대한조선은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에 나섰고, 다른
중형 조선소들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 부활에 성공했다.
대한조선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14척과 15척을 수주했다.
연간 생산량(12척)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선박 건조장인 독
(dock)은 하루도 쉴틈이 없다. 대한조선은 주력 선종인
아프라막스(aframax·11만5000톤)급 원유운반선 세계 1위
(2018년 기준 점유율 42%)를 달리고 있다.
박용덕 사장은 지난 4일 전남 해남군 대한조선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3년 전 구조조정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직원들을
떠나보내던 날, 목포 무안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임원들과
한참을 울었습니다."

▲ 박용덕 대한조선 사장이 4일 전남
해남군 대한조선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해남=한동희 기자

◇ "조선업, 낭만 살아 있어"…그리스 선사에 무상 서비스해주자 계약 이어져
대한조선은 살아남기 위해 사무직 직원 100여명(전체 직원의 20%)을 희망퇴직으로 떠나 보냈고,
노조도 ‘회사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면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박 사장은 대한조선이 인적·기술
자원에 비해 과다한 선종을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채산성이 가장 좋은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나머지 선종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박 사장은 "비슷한 도면을 꾸준히 개선하고, 실수를 줄여가다보니 직원들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향상됐다"며 "2016년 아프라막스 1척을 건조하려면 32만시수(32만명이 1시간 작업)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26만시수로 생산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조선업이 ‘아직 낭만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했다. 신뢰나 의리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네셀이라는 그리스 선사는 배를 인도해간 지 얼마 안돼 선원 실수로 방향타가
고장이 났다. 대한조선은 직원 3명을 긴급 파견해 무상으로 ‘애프터서비스(A/S)’를 해줬다. 대한조선
입장에선 손해였지만, 큰 보상이 이어졌다. 박 사장은 "(대한조선에) 감동한 에네셀이 원유선 2
척을 우리와 계약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
대한조선은 올해 수주 상황이 좋지만, 국내 중형 조선소들은 대부분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다. 박 사장은 "대형 조선소의 위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중형 조선소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중소형 선박 시장을 중국에 고스란히 뺏길
뿐 아니라 기술·인력·생산 등 한국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빅3 업체 같은
거목만 살리다간 숲(생태계)이 죽는다"고 했다.

◇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안돼 중국에 물량 뺏겨"
박 사장은 중형 조선소의 생존에 필요한 수주를 위해 채권단이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선주사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는 지급 보증이다. RG 발급이 안되면 선박 수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 사장은 "국내
선사들이 발주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현재는
중국에 물량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대한조선은 형님인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 공업에
매각되는 딜(계약)에 빠졌다. 박 사장은 "홀로서기는
매각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매력을 키워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자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30년 대우맨으로서
서운하긴 하지만, 기왕 매각이 결정됐으니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결합심사를 잘 넘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대한조선을 조선업계의 ‘메르세데스 벤츠’로
만드는게 목표다. "폴크스바겐처럼 판매대수로 압도하지
못하더라도, 품질을 믿고 고객들이 찾아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호황이 끝나도, 불황에 견디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박용덕 대한조선 사장./해남=한동희 기자

박용덕 사장은 부산대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대우
망갈리아조선소 관리본부장,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지원담당, 오만 드라이도크 컴퍼니 최고경영자(CEO)
를 역임했다.
(2019.4.8.,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