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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profile : 개요

기업의 profile

대한민국 대표 맥주 전문기업, 오비맥주
오비맥주 주식회사는 1933년에 태동하여
80년 이상 한국 주류업계를 이끌어 온 대
한민국 대표 맥주회사
이천, 청주, 광주 3개 공장에서 최고 품질
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자동화 설
비를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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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profile : 제품군

기업의 profile

3

기업의 profile : 역사(2/1)

기업의 profile

-OB맥주(주)의 전신은 1933년 12월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쇼와기린맥주㈜
- 1948년 2월 동양맥주(주)로 사명을 바꾸고 상표를
‘오비맥주’로 변경
- 1952년 5월 (주)두산을 모기업으로 하는 두산그룹
이 동양맥주(주)를 창립
- 1955년 5월부터 통생맥주와 병생맥주 시판
-1963년 2월 미국 밀턴 S. 크론바임사에 맥주 수출
- 1966년 8월 캔맥주 생산설비를 완공
- 1976년 12월 이천공장을 준공
- 1977년 5월 신제품 와인 ‘마주앙’을 시판
- 1987년 5월 광주공장을 준공
- 1987년 7월 신제품 버드와이저, 1988년 3월 레벤
브로이, 1989년 7월 OB 수퍼 드라이를 차례로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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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profile : 역사(2/2)

기업의 profile

-1990년 9월 양조기술연구소를 세우고, 1995년 3월
오비맥주(주)로 사명을 바꿈
- 1997년 10월 두산음료를 흡수합병했다. 1998년 9
월 벨기에 인터브루사와 합작
- 1999년 12월에는 CASS맥주를 인수
- 2001년 6월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인터브루
가 대주주됨
- 2004년 1월 국내 최초로 PET병을 도입한 OB큐팩,
4월 카프리 레몬을 출시했다. 2005년 6월 Cass 큐팩,
2007년 3월 Cass Red, 2010년 5월 Cass Light를 출
시했다. 2008년 기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전
세계 30여 나라에 626만 3000여 상자(500ml, 20병들
이 기준)를 수출
- 2009년 7월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로 최대
주주가 변경
- 2011년 'OB Golden Lager'를 출시했으며, 2012년
12월 주류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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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위기 : 낙동강 페놀누출사고

기업의 위기

○ 1991년 경상북도 구미시의 구미공업단지 안의 두산전자에서 3월 14일과 4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톤과 1.3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
○ 1991년 3월 오비맥주의 주인이던 두산의 경북 구미공단에서 페놀원액 30만톤을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 환경에 대한 사
회적 관심 고조되던 시기였던 터라 오비맥주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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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위기 : 경쟁사 하이트맥주 출시

기업의 위기

○ 1993년 하이트맥주가 그간 유지하던 크라운 브랜드를 버리고 ‘지하 150m 천연암반수’를 주제로 내건 ‘하이트(Hite)’를
출시했다. 1992년까지 7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던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은 급락
○ 하이트는 ‘지하 150m 100% 천연 암반수로 만든 순수한 맥주’라는 광고 콘셉에 맥주병 패키지도 국내 최초로 병목에 레
이블을 부착해 차별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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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모펀드 인수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

1998년
* 두산그룹 AB인베브와
합작

2001년
* 두산그룹 구조조정
으로 AB인베브가
대주주로 등극

회생과위기탈출

2009년
* 사모펀드(KKR, 어피
니티) OB맥주 인수
(인수가격 2조 3천억원)

20014년
* AB인베브 OB맥주
재인수
(매각가격 6조 2천억원)
약 3배 차익

○ OB맥주는 사모펀드 투자 이후,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조정 보다는 공격적인 투자 및 운영방법 개선으로 회사의
내재가치를 끌어올림으로 인해 수조 원 단위의 큰 투자 규모나 높은 수익률 뿐만 아니라, 투자의 내용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사례가 됨
※ 과거 론스타(Lone Star) 사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가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구조조정, 먹튀논란 등)이 있었음

※ 사모펀드(PEF, Prvate Equity Fund) :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인수한 회사의 덩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임
※ KKR : 제롬 콜버그, 헨리 크래비스, 조지 로버츠가 1976년에 설립한 사모펀드로 한국에서는 티켓몬스트, 더케이트윈타워 등에 투자했음
※ 어피니티(Affinity Equity Partners) : 9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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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마케팅 전략 _ 광고 대행사 교체를 통한 1. TOK의 부활

회생과위기탈출

○ 카스는 오랫동안 자산으로 이어 오던 슬로건 ‘톡! 내가 살아 있는 소리’를 버리고 ‘용기’라는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한
‘Do you have it?’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채택하여 광고 중이었음
○ 제일기획은 ‘톡!’이 카스 맥주의 기본이자 핵심 특징인 고탄산을 잘 표현함과 동시에 카스의 브랜드 이미지,
타깃 이미지를 모두 잘 반영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하여 ‘톡하게 산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톡!’을 부활시킴

[ 2000년대 초반 ]

톡, 내가 살아 있는 소리

[ 2007 ~ 2008년 ]

[ 2008년~ ]

용기, Do you ha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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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마케팅 전략 _ 2. 브랜드 포트폴리오 차별화

회생과위기탈출

오비맥주는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각각의 세그먼트에 맞는 브랜드로 공략하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경쟁사 대비 훌륭한 성과를 냄
○ 오비맥주의 대표 3개 브랜드는 각자의 뚜렷한 역할과 차별화된 개성을 보유하여, 각각의 세그먼트에 맞는 브랜드로 공략
하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경쟁사 대비 훌륭한 성과를 나타냄
① 카스는 젊음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가진 맥주, ② 카스라이트는 낮은 칼로리와 깔끔한 맛을 가진 유쾌한 맥주,
③ 오비골든라거는 깊고 풍부한 맛과 멋을 지닌 맥주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오비맥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 반면 하이트는 각 개별 브랜드가 각자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길을 잃으면서 고객들의 혼란과 내부 경쟁을 야기함
① 카스에 대응하는 하이트, ② 골든라거에 대응하는 맥스를 내세우고 있으나 하이트와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는
③ 드라이 피니시D를 출시하면서 경쟁사가 아닌 자체 점유율을 하락 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cannibalization effect)

12

②마케팅 전략 _ 3. ‘젊음’의 브랜드 추구

회생과위기탈출

‘젊음의 브랜드＇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매년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통해 카스가 단순히 젊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
하는 것을 넘어, 젊음을 대표하는 문화를 맥주 중심으로 새롭게 풀어 냈으며, 이를 통해 카스가 젊음의 문화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상징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카스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뒷받침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함
* 2008년 ‘톡하게 산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 뮤직 드라마 형식을 차용한 ‘Tok Fever’ 캠페인, 2010년~2011 맥주 시즌과 사운드를 연결시
켜 젊음의 에너지를 전달한 ‘짜릿한 이 순간’ 캠페인 2012년 청춘 문화의 새로운 해석으로 카스를 젊음의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게 한 ‘청춘문화
답사기’ 캠페인 2015년~현재까지 체험을 중시하고 강렬한 음악에 열광하는 청춘들을 위한 Cass Blue Playground 등 동시대의 젊음이 나누고 공
감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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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마케팅 전략 _ 4. 경쟁사 마케팅 실패

회생과위기탈출

하이트는 과거의 하이트를 있게 한 ‘천연 암반수로 만든 맥주’라는 기본 자산을 버리고 , ‘솔직하게 Open up!’, ‘쿨해서 좋다’,
‘Power of Beer’ 등 계속해서 컨셉을 바꿔 오다가 , 2011년 다시 ‘깨끗함’ 이라는 속성을 소구 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하이트
의 기본적 정체성을 혼돈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카스의 승리로 이어지게 됨.
※ 결국 하이트는 실적 악화(14년이후 1천억 이상 적자)로 맥주공장 3곳중 1곳을 18년 상반기까지 매각하기로 결정

매각대신 소주 생산설비 구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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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재영입 성공

회생과위기탈출

2010년 AB 인베브가 오비맥주를 위해 영입한 장인수 현 오비맥주 고문의 역할이 컸음
○ 소비자는 "신선한 맥주를 마실 권리가 있다" 는 그의 지론에 따라 당시 장사장은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뤄지던
영업사원들의 밀어내기 영업을 철폐
○ 이로 인해 출고된지 평균 15일 전후의 신선한 맥주를 마신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직원들 또한 실적부담과
수금의 부담이 감소해 사기가 크게 올라감
Q. 밀어내기 관행 철폐와 신선한 맥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AB인베브가 OB맥주 재인수한 배경엔‘장인수’ 사장 이 있었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장인수(57·사진) 오비맥주 사장. 그는 고졸 출신 CEO다. 유학파 CEO가 넘쳐
나는 요즘 다른 대기업 CEO와 비교하면 가방끈이 짧아도 한참 짧다. 하지만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만년 2위자리를 맴돌던 오비맥주를 대
한민국 최고의 맥주회사로 우뚝 세운 전문경영인이 바로 장 사장이기 때문이
다.
장인수 이름 석자 앞엔 언제나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고졸 출신의 영
업달인이라는 의미의 ‘고신영달’에서 부터 ‘고졸 신화’ ‘대박 CEO’ ‘역전의 명
수’ 등 장 사장을 상징하는 수식어는 한 둘이 아니다. 모두가 주류영업 현장을
누비면서 거래처 관계자들이 붙여준 애칭들이다
- 기사입력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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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의 현재
○ 수입맥주 시장 확대에 맞춰 경쟁 맥주회사와 달리 호가든 등 AB인베브의 다양한 수입맥주와 타 제조사의 맥주를
유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등 수입맥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희망퇴직을 2016년 4월, 11월 두차례 실시 하는 등 인력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부담을 줄였음
※ 2017년 인건비 : 2,219억(전년 대비 △7.2%),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 13.3%( 전년대비 △2.2%)

○ 최근 수입맥주의 급성장 등으로 국산맥주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오비맥주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당기순이익 2,251억(’14년) → 2,537억(‘15년) → 2,537억(’16년) → 3,272억(’17년)으로 양호함)

■국내맥주시장점유율

1조 6635억 원

29.7%
(4941억원)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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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지난 80여년 동안 맥주시장의 라이벌로 지속하며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의
맥주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이 한 기업을 파산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많다. 오비맥주는 사람이 먹는 식품임에 더욱 더 품질관리
에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 했을 경우 경영층의
수습에 대한 솔선수범과 빠른 대처가 될 수 있어야 현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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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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